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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일본의 보험모집 현황

○ 일본에서 보험모집(保険募集)은 보험회사를 위해 보험계약 체결을 대리 또는 매개하는 것

으로 정의함(보험업법 제2조 제26항) 

∙ 생명보험모집인(生命保険募集人), 손해보험모집인(損害保険募集人) 또는 소액단기보

험모집인(少額短期保険募集人)을 보험모집인으로 총칭함(보험업법 제2조 제23항)

○ 본 장에서는 일본의 ① 보험모집인의 유형, ② 판매채널 운영실태 및 변화 과정, ③ 보험업

법 개정 당시 모집시장 변화에 따른 시장참여자들의 제도개선 요구사항을 살펴봄

1. 보험모집 유형

가. 보험모집인

○ 보험모집인(保険募集人)은 등록을 받은 보험회사의 임원 및 사용인, 위탁 또는 재위탁을 

받은 자, 그러한 자의 임원 및 사용인임(보험업법 제2조 제19항, 제275조 제1항 1호)

∙ 보험회사 사용인은 보험회사와 고용관계에 있는 내근직원과 영업직원으로 구성됨

- 통상적으로 영업직원은 보험회사와 고용관계에 있고 일정한 고정급여가 존재하

며, 촉탁영업직원은 보험회사와 위임 또는 도급관계에 있으면서 고정급여 없이 

성과급여가 존재하며 ‘생명보험회사의 위탁받은 자’에 해당함

∙ 보험회사 임원의 사용인은 보험회사의 지점장 등 임원이 고용한 자를 의미함

∙ 보험회사로부터 위탁을 받은 자는 보험대리점과 촉탁외무원 등임7)

∙ 보험대리점의 사용인은 보험대리점에서 근무하면서 보험대리점의 지휘감독･명령에 

따라 보험모집을 하는 모집인을 의미함8)

7) 保険教育システム研究所(2006)

8) 대리점 소속 보험모집인은 『감독지침 Ⅱ-4-2-1 (3)』에 의거하여 실질상 ‘고용관계’로 평가받고 있음(早稲田大学 
大塚英明(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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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 모집인 손해보험 모집인 소액단기보험 모집인

보험업법 제2조 제19항 보험업법 제2조 제20항 보험업법 제2조 제22항

① 임원
② 보험회사 사용인
③ 보험회사 위탁자
④ 보험회사 위탁자의 사용인

① 임원
② 보험회사 사용인
③ 보험회사 위탁자의 사용인

① 임원
② 사용인
③ 위탁자
④ 위탁자의 사용인

자료: 保険業法; 金融庁, 保険会社向けの総合的な監督指針 II-4-2-2 保険募集管理態勢  

<표 Ⅱ-1> 일본의 보험모집인 구분

나. 보험대리점

○ 보험대리점(保険代理店)은 일정한 보험회사를 위해 계속해서 계약 체결의 매개를 업으로 

하는 독립된 상인을 의미함(상법 제27조, 보험업법 제502조 9호)9)

∙ 생명보험대리점은 ‘생명보험회사와 위탁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므로 대리점과 

보험회사는 위임관계로, 권리의무관계는 대리점위탁계약서에 따라 정해짐

- 보험대리점이 사용인을 두고 보험모집을 할 경우 생명보험회사와 그 사용인은 

법률관계에 있지는 않음

○ 보험대리점은 그 형태에 따라 ① 개인대리점과 법인대리점, ② 전속대리점과 승합대리점, 

③ 전업대리점과 부업대리점 등으로 구분됨

∙ 보험업법상 개인대리점(個人代理店; 개인으로 등록한 대리점)과 법인대리점(法人代

理店; 주식회사 등 법인조직으로 등록한 대리점)을 구분하는 용어가 존재하지 않

으나, 금융청의 보험회사를 위한 종합적인 감독지침(이하, ‘감독지침’이라 함)10)에

서 ‘개인보험대리점 사용인’과 ‘법인보험대리점 사용인’이 명시되어 있음

∙ ‘전속대리점(専属代理店)’과 ‘승합대리점(乗合代理店)’은 우리나라의 전속대리점과 

비전속대리점에 해당되는 개념으로, 감독지침에서는 보험모집인이 두 개 이상의 

소속보험회사 등을 갖는 경우를 승합대리점으로 규정하고 있음

- 즉, 승합대리점은 두 개 이상의 보험회사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하여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경우를 말하며, 전속대리점은 특정 보험회사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하여 

9) 다만, 상인이 아닌 자(상호회사)의 대리점은 상법상 대리점과 구별되지만 상법을 준용함(보험업법 제21조 1항)

10) 金融庁, 保険会社向けの総合的な監督指針 Ⅲ-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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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상품을 취급하는 경우를 의미함

∙ ‘전업대리점(専業代理店)’과 ‘부업대리점(副業代理店)’은 보험대리점 전업 유무를 기

준으로 한 분류로서, 전업대리점은 보험상품 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대리점을 말하

고, 부업대리점은 타 업무와 함께 보험상품 판매를 겸업하는 대리점을 칭함

- 자동차보험을 취급하는 자동차대리점 및 정비공장, 화재보험을 취급하는 부동산

중개인, 여행상해보험을 취급하는 여행사 등이 부업대리점에 해당됨

2. 판매채널 운영실태 

가. 모집인력 및 대리점 규모

○ 최근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 산업 모집종사자 수는 정체 상태임

∙ 생명보험 모집종사자 수는 ’19년 기준 약 124만 명 수준임

- 생명보험 모집종사자 중 등록영업직원(전속영업직원)은 23만 6,987명이며,11) 대

리점소속 보험모집인은 99만 9,121명임12)

- 대리점소속 보험모집인(대리점 사용인, 비고용관계)은 과거 방카슈랑스제도 도입

(’01년), 우체국의 보험산업 편입(’07년) 이후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나, 최근에는 

정체 상태임

∙ 손해보험 모집종사자 수는 ’19년 기준 약 205만 명 수준임

- 손해보험 모집종사자 중 전속대리점 소속 모집종사자 수는 57만 3,442명이며, 

승합대리점 소속 모집종사자 수는 148만 1,500명임13)

- 손해보험 모집종사자 수는 방카슈랑스의 단계적 도입과 생･손보 교차판매 등의 

영향으로 ’01년에서 ’05년 사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이후, ’06년 이후 정체 상태임

11) 과거 생명보험회사는 영업직원의 ‘대규모 진입 및 퇴직’ 등으로 인력 확보가 용이하였으나, 최근에는 인구고령화

로 청년층의 대규모 채용이 어려워진 상황 하에 고령층의 대규모 퇴직이 이어져 인력확보가 어려운 상황임(金融

調査情報(2009. 3. 11), “変貌する生保販売チャネルと生保窓販の行方”)

12) 日本生命保険協会(2020)

13) 日本損害保険協会(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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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1> 일본 보험산업 모집종사자 수 추이

<생명보험> <손해보험>
(단위: 천 명) (단위: 천 명)

자료: 日本生命保険協会, 生命保険の動向 각 연호; 日本損害保険協会, 日本の損害保險 Fact Book 각 연호

○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산업 모두 개인대리점이 축소되고 있는 추세임

∙ 생명보험 개인대리점은 판매경쟁력 약화로 해마다 그 수가 감소하고 있는 반면, 

독립보험대리점이나 보험회사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내방형점포(来店型店舗)’가 증

가하는 추세임

- 영업직원을 주력 판매채널로 활용하지 않는 외국계 보험회사 및 대형 생명보험 

회사를 중심으로 본사 직영의 내방형점포를 설치하여 운영함

구분 ’96 ’01 ’06 ’11 ’16 ’19

법인대리점 26,653  31,277 36,292  34,694  35,306  33,948 

개인대리점  161,296 114,047 79,501  64,470 55,805 49,631 

자료: 日本生命保険協会, 生命保険の動向 각 연호

<표 Ⅱ-2> 일본의 생명보험 보험대리점 수 추이: 법인 vs. 개인
(단위: 개)

∙ 손해보험대리점 수는 ’96년 62만 3,741개를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19년 

기준 17만 2,191개임

- 생･손보사 간 교차판매 허용과 법인대리점 수 증가 추세에 따른 개인대리점 수 

감소 등으로 손해보험대리점 등록이 감소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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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98 ’01 ’06 ’11 ’16 ’19

법인대리점  132,361  124,190 117,262 108,744  107,104  73,276 

개인대리점 461,511 218,001  149,491  88,261 88,939 98,915 

자료: 日本損害保険協会, 日本の損害保險 Fact Book 각 연호

<표 Ⅱ-3> 일본의 손해보험 보험대리점 수 추이: 법인 vs. 개인
(단위: 개)

- 손해보험산업의 경우 전속대리점 수가 승합대리점 수의 3배 이상임

구분 ’98 ’01 ’06 ’11 ’16 ’19

전속대리점 476,860 261,597 196,880  149,959 148,789 131,922 

승합대리점 117,012 80,594  56,930 47,046  47,254 40,269 

자료: 日本損害保険協会, 日本の損害保險 Fact Book 각 연호

<표 Ⅱ-4> 일본의 손해보험 보험대리점 수 추이: 전속 vs. 승합
(단위: 개)

○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산업 모집종사자들 모두 전속조직보다는 비전속조직에 속해 있는 비

중이 높음

∙ 일본의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산업의 비전속 판매인력 비중은 ’19년 기준 각각 

80.8%, 72.1%임

<그림 Ⅱ-2> 일본 보험산업 모집종사자 비중 추이: 전속 vs. 비전속

<생명보험> <손해보험>
(단위: %) (단위: %)

자료: 日本生命保険協会, 生命保険の動向 각연호; 日本損害保険協会, 日本の損害保險 Fact Book 각 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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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채널별 상품 판매 실적

1) 생명보험

○ 생명보험문화센터(2018)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설계사 채널을 통한 가입은 감소 추세에 

있는 반면, 보험샵 등 보험대리점을 통한 판매가 크게 늘어남14)

∙ 생명보험상품 가입경로는 보험회사 영업직원(설계사)이 53.7%로 가장 많았고, 보

험대리점(15.8%), 통신판매(6.5%), 은행 및 증권사 창구(5.4%) 등의 순임

∙ 설계사 채널은 ’90년대에 전체 판매량 85% 이상의 점유율을 기록하였으나, ’00년

대 이후 다양한 판매채널이 보급되면서 50%대로 하락함

○ 연령이 높을수록 설계사를 통한 가입비중이 높으며, 연령이 낮을수록 보험대리점을 통한 

가입이 상대적으로 많음

∙ 설계사를 통한 보험상품 가입이 많은 연령대는 60대(67.3%), 50대(63.5%), 70대 

이상(59.2%) 순이며, 보험대리점을 통한 가입이 많은 연령대는 30대(33.6%), 30대 

미만(33.3%), 40대(25.8%) 순임

<그림 Ⅱ-3> 생명보험상품 가입 경로

(단위: %)

주: 최근 5년 동안 가입한 보험상품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임

자료: 生命保険文化センター

14) 生命保険文化センター(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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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손해보험

○ 손해보험의 경우 대리점을 통한 가입이 대부분을 차지함

∙ 대리점 유형별로는 다수의 보험회사와 판매위탁관계를 맺은 승합대리점의 매출 비

중이 확대되는 추세임

- 손해보험산업의 대리점을 통한 전체 매출액 중 승합대리점 매출액 비중은 ’09

년 58.7%에서 ’19년 66.5%로 증가함 

<그림 Ⅱ-4> 손해보험상품 가입 경로
(단위: %)

<채널별 매출 비중> <보험대리점 유형별 매출 비중>

자료: 損害保険協会 홈페이지; 日本損害保険協会, 日本の損害保險 Fact Book 각 연호

○ 보험산업 내 승합대리점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15) 고객접점 확보를 위해 자회사로 승합

대리점을 소유하거나 업무제휴를 추진하는 보험회사가 늘어남

∙ (업무제휴) 일본생명, 제일생명 등 대형 생명보험회사들이 내방형 승합대리점에 지

분투자 전략을 추진함

15) 내방형점포를 통한 신계약 체결 건수는 최근 10년 동안 연평균 18.8% 증가함(’10년: 44만 건 → ’19년: 207만 

건(矢野経済研究所推計(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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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시장
(保険市場)

보험창구
(ほけんの窓⼝)

보험안심라인
(保険ほっとライン)

보험설계
(保険デザイン)

라이프살롱
(ライフサロン)

주우생명(5.1％）
메트라이프(5.1％)
부국생명(4.2％）
태양생명(3.4％）

주우생명(8.9％)
아이오이닛세이도
와손해보험(8.5%)

주우생명(30%) 주우생명(95.0％) 일본생명(95.2％)

주: 2019년 7월말 기준 주요 주주현황임

자료: Shared Research(2020)

<표 Ⅱ-5> 일본 보험회사의 승합대리점에 대한 지분투자 현황

∙ (판매자회사 설립) 일본생명은 ’87년 본사직영 보험대리점인 ‘라이프플라자’를 설

립한 후 ’15년 해당 조직을 자회사로 개편함

<표 Ⅱ-6> 일본 보험회사의 승합대리점 인수 및 업무제휴 현황

보험회사
형태 및 계약대리점

점포 수 유형 시기
형태 대리점명

일본생명
(日本生命)

자회사

라이프살롱(ライフサロン)  63개 내방형 ’15. 5

라이프플라자(ライフプラザパートナーズ)  38개 방문형 ’15. 11

보험110(ほけんの110番)  93개 내방형 ’17. 4

업무제휴
니토리보험(ニトリのほけん + ライフサロン)   5개 내방형 ’15. 7

도코모 보험상담(ドコモでほけん相談)  31개 내방형 ’16. 9

주우생명
(住友生命)

자회사
보험백화(ほけん百花)  73개 내방형 ’09. 10

보험설계(保険デザイン)  19개 내방형 ’17. 7

업무제휴 보험안심라인(保険ほっとライン) 208개 내방형 ’18. 1

제일생명
(第一生命)

자회사 알파컨설팅(アルファコンサルティング)  22개 방문형 ’18. 4

업무제휴

일본조제보험쇼핑(日本調剤ほけんショップ )   7개 내방형 ’17. 2

호로스 계획(ホロスプランニング )  25개 내방･방문형 ’17. 8

마츠모토 키요시(マツモトキヨシ)  14개 내방형 ’17. 11

메이지야스다
(明治安田生)

자회사 보건포트(ほけんポート)   1개 내방형 ’09. 5

도카이도쿄 
파이낸셜홀딩스
(東海東京FHD)

자회사 보험테라스(保険テラス)  77개 내방형 ’19. 3

자료: 大沼･八重子(201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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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집시장 변화와 모집제도 정비 필요성

○ 일본의 생명보험모집인은 ’96년 보험업법 개정 전까지 ‘일사전속 원칙’이 유지되어 왔음

∙ ‘일사전속제(一社専属制)’는 생명보험 모집인의 부적절한 승환(乗換)이 과도하게 발

생하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이었음16)

- 이는 보험모집인이 특정 보험회사에 소속되어 있다면 여러 보험회사의 상품비

교를 기반으로 한 승환모집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한 것임17)

○ 그러나 규제완화 추세에 맞추어 ’96년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생명보험대리점의 비전속 

보험모집이 일부 허용되고 비교금지 규정도 개정됨

∙ 생명보험대리점의 일사전속제와 관련해서는 ‘보험계약자 등의 보호가 부족할 우려

가 없는 경우’라는 예외규정이 신설되면서, 손해보험에서만 허용된 승합대리점이 

생명보험에도 등장하게 됨

∙ 보험계약 내용을 ‘일부’ 비교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一部比較の禁止)하는 규정

이 있었는데, 이를 ‘오해시킬 우려가 있는 사항’에 대한 비교금지로 개정함18)

○ 이 같은 배경하에 여러 회사의 보험상품을 취급하는 승합대리점이 성장하였으나, 그 과정

에서 소비자가 원하는 보험상품을 추천하기보다 판매수수료 수준에 따라 상품추천이 이루

어지는 등 비교추천 판매의 문제점이 발생하기 시작함19)

∙ 소비자에게 여러 보험회사의 보험상품에 대한 비교정보 제공 후 상품추천 및 판매 

등과 같은 승합대리점의 영업방식은 보험상품 제공자인 보험회사와는 무관한 승합

대리점 자체의 행위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있음

∙ 이에 따라 일차적으로는 승합대리점이 독자적으로 내부통제를 정비하고, 이에 대

한 적절성 평가는 감독당국이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 또한, 보험자유화로 보험상품이 다양하고 복잡해졌으나, 과거의 일방향적인 보험모집방식

으로는 소비자들이 자신이 가입한 보험에 대해 충분히 내용을 이해하기에 한계를 보일 

16) 일본의 보험모집에 관한 규제는 ’48년 『보험모집의 단속에 관한 법률(募取法)』에서 출발함

17) 刀俊雄･渡部記安(1989) 

18) 保険業法 300条１項６号
19) 株式会社ワールド(201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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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소비자와 판매자와의 상호작용 필요성이 대두됨

∙ 과거의 보험모집방식은 상품설명에서 계약 체결까지 보험모집인에 의한 충분한 설

명이 이루어지지 않아, 소비자는 보험금 지급대상 사고가 발생해도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였음

- 이 같은 우려는 ’05년 손해보험산업의 보험금(付随的な保険金) 미지급 사태를 

계기로 증폭되었으며, 이후 보험모집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 필요성이 제기됨20)

20) 日本損害保険協会(20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