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Ⅲ. 공적규제: 보험대리점 영업행위 15

Ⅲ 공적규제: 보험대리점 영업행위

○ 일본은 ’14년 보험업법 개정21) 과정에서 ‘특정보험모집인(特定保険募集人)’ 개념을 도입

하고, ‘대형 보험대리점’에 대한 금융청 감독을 법제화함22)

∙ ‘대형 특정보험모집인’은 직전 사업년도 말 기준 위탁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 수 

또는 수수료 수입을 기준으로 판단함(보험업법시행규칙 제236조의2)

∙ ‘대형 특정보험모집인’에 대한 판단 시 전속대리점은 제외하며 사업년도 말 기준 

업권별(생명보험, 손해보험, 소액단기보험)로 적용함

- 주 대리점에 개별적으로 등록된 대리점은 소속 보험회사 수 또는 수수료 총액 

기준 책정 시 종속대리점으로 취급하고 합산하여 판단함

[보험업법 제303조]23) 대형 보험대리점의 ‘서류비치’의무

∙ ‘특정보험모집인(特定保険募集人)’* 또는 ‘보험중개인(保険仲立人)’은 내각부령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무소별로 업무에 관한 서류를 갖추고 보험계약자마

다 내각부령에서 정한 사항을 기재하고 보존해야 함

＊ 내각부령(内閣府令)에서 정한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 특정보험모집인(規模が

大きい特定保険募集人)’을 대상으로 함

[보험업법시행규칙 제236조의 2]24) ‘대형 특정보험모집인’ 판단 기준

∙ 직전 사업년도 말 소속 생명보험회사의 수가 15개 이상인 자 또는 당해 사업년

도에 두 개 이상의 소속 생명보험회사로부터 받은 수수료(소비세는 제외함), 보

수 등 기타 대가의 총액이 10억 엔 이상인 자

21) ’14년 5월 23일 『보험업법 일부 개정법률안(保険業法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이 통과되어, ’16년 5월 29일부

터 시행됨(金融庁(2016. 5. 27), “「保険業法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等の施行について”)

22) 金融庁(2016. 3. 31), “保険業法改正(平成28年５月29日施行)に伴い規模が大きい特定保険募集人に求められる

対応について”

23) 保険業法 第三百三条(帳簿書類の備付け)(https://elaws.e-gov.go.jp/document?law_unique_id=407AC000

0000105_20200501_501AC0000000028)

24) 保険業法施行規則 第二百三十六条の二(規模が大きい特定保険募集人)(https://elaws.e-gov.go.jp/document?

lawid=408M5000004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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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전 사업년도 말 소속 손해보험회사의 수가 15개 이상인 자 또는 당해 사업년

도에 두 개 이상의 소속 손해보험회사로부터 받은 수수료(소비세는 제외함), 보

수 등 기타 대가의 총액이 10억 엔 이상인 자

∙ 직전 사업년도 말 소속 소액단기보험업자의 수가 15개 이상인 자 또는 당해 사

업년도에 두 개 이상의 소속 소액단기보험업자로부터 받은 수수료(소비세는 제

외함), 보수 등 기타 대가의 총액이 10억 엔 이상인 자

○ 금융청의 보험업법 개정 목적은 ① 보험모집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② 보험대리점 대형

화에 따른 판매규제 정비, ③ 소비자보호 강화 등임 

∙ (모집 투명성) 다양하고 복잡한 보험상품 출시가 확대됨에 따라 보험상품 권유 및 

판매과정에서 소비자의 접근성 및 이해도 개선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모집제도

를 정착하고자 함

∙ (대리점 대형화 대응) 보험대리점이 대형화되면서 특정 보험회사가 모집인의 업무 

내용을 파악하고 관리하는 데 한계를 보임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요구

되는 상황이었음

∙ (소비자보호) 대형법인대리점과 소속 사용인의 과도한 모집경쟁 부작용으로 발생

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 문제를 억제하고자 함

○ 보험모집과 관련한 ’14년 보험업법 개정 내용은 크게 ‘보험모집에 관한 기본원칙 수립’과 

‘대형보험대리점에 대한 규제 정비’로 구분해 볼 수 있음

∙ 보험모집에 관한 기본원칙: 정보제공의무, 고객의향파악의무

∙ 대형보험대리점에 대한 규제 정비: 체제정비의무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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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제294조] 정보제공(情報の提供）

∙ (보험업법 제294조) 보험회사, 보험모집인, 보험중개인 또는 직원 및 사용인은 

보험계약의 체결, 모집, 보험계약에 가입하는 것을 권유하는 행위에 관하여, 보

험계약자 등의 보호에 도움이 되도록, 내각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계

약의 내용, 기타 보험계약자 등에게 참고가 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 보험업법시행규칙 제227조의2, 제3~제8항

<그림 Ⅲ-1> 일본의 보험업법 개정을 통한 보험모집 방식 정비

보험모집에 관한 기본원칙 수립 (대형)승합대리점 체제정비

① 정보제공의무 ② 고객의향파악의무
③ 비교추천 

④ 체제정비의무

보험업법 제294조의1, 
보험업법시행규칙 
제227조의2, 3,

보험업감독지침 Ⅱ-4-2-2

보험업법 제294조의2, 
보험업감독지침 Ⅱ-4-2-2

보험업법 제294조의3,
보험업법 제303조,
보험업법시행규칙 

제227조의2,
보험업감독지침 Ⅱ-4-2-9

←      모든 모집인에게 적용      →

←      (대형)승합대리점에 적용      →

1. 보험대리점 준수 사항

가. 정보제공의무(情報提供義務) 

○ 보험모집인 등은 보험계약 체결, 모집, 가입권유 행위 과정에서 모집과 관련한 계약내용

이나 보험계약자 등에 참고가 되는 기타 정보를 제공해야 함(보험업법 제294조)25)

25) 法令検索, 第二百九十四条（情報の提供)(https://elaws.e-gov.go.jp/document?law_unique_id=407AC000

0000105_20200501_501AC000000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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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업법 제294조의3) 보험모집인은 보험모집 시 (1) 소속 보험회사 상호, (2) 

본인이 소속 보험회사의 대리인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지 또는 중개하는지의 

구분, (3) 기타 내각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명확히 하여야 함

○ 개정보험업법 시행 전에는 보험업법 제300조 금지규정에서 계약내용에 대해 고지의무를 부과

하고 있었으나, 고지내용 범위 및 타 업권과의 설명의무 부과 차이 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

면서 고객에게 보다 적극적인 설명의무를 부과함

∙ 개정 전 보험업법 제300조상에서는 고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중요사항 범위가 계

약내용에 한정됨

∙ 예금의 경우 은행법에서 적극적인 설명의무가 요구되고 있었으나, 보험상품의 경

우 상대적으로 설명의무 수준이 낮아 업권 간 형평성 차이를 지적하는 경우가 적

지 않았음26)

○ 보험모집인이 보험계약자에게 제공해야 할 정보의 내용 및 전달 방식은 『보험업법시행규칙 제

227조의2 제3항』27)과 『보험업감독지침 Ⅱ-4-2 및 Ⅱ-4-2-2』28)에서 규정함

∙ 고객에게 제공해야 하는 정보는 고객이 보험상품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한 필수정

보인 계약개요와 고객에게 환기시킬 필요가 있는 정보인 주의환기정보로 구분됨

- 계약개요(契約概要): 보험금 지급조건, 보험기간, 보험금액 등

- 주의환기정보(注意喚起情報): 고지의무, 책임개시 시점, 계약의 실효 등

26) 金融庁･金融審議会(2013. 6. 7), “「保険商品･サービスの提供等の在り方に関するワーキング･グループ」報告

書”(「新しい保険商品･サービス及び募集ルールのあり方について」)

27) 保険業法施行規則, 第二百二十七条の二 情報の提供(https://elaws.e-gov.go.jp/document?lawid=408M500

00040005)

28) 保険会社向けの総合的な監督指針, II－4－２－２･保険契約の募集上の留意点(https://www.fsa.go.jp/commo

n/law/guide/ins/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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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제294조의2]29) 의향파악의무(意向把握義務)

∙ 보험회사, 보험모집인, 보험중개사 또는 직원, 사용인은 보험계약의 체결, 모집, 

보험계약에 가입하는 것을 권유하는 기타 행위에 대해 고객의 의향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보험계약 체결 등의 권유 제안, 보험계약내용의 설명 및 보험계약의 

체결과정에서 고객의 의사와 보험계약내용의 일치 여부를 고객이 확인할 기회

를 제공하여야 함. 다만, 보험계약자보호 미흡 우려가 없는 것으로 내각부령으

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계약개요 주의환기정보

∙ 상품구조
∙ 보장내용

* 보험금 등의 지급사유,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와 면책사유 등 보험금 등을 미지급
하는 경우에 대해 각각 중요한 내용을 기재

∙ 주 특약 및 해당 특약의 개요
∙ 보험기간
∙ 인수조건 
∙ 보험료에 관한 사항
∙ 보험료 지급에 관한 사항 

: 보험료 납입 방법, 보험료 납입기간
∙ 배당금에 관한 사항

: 배당금 유무, 배당 방법, 배당액 결정 방법
∙ 해약환급금 등의 유무와 이에 관한 사항

∙ 청약철회(Cooling-off)*
* 보험업법 제30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보험

계약의 청약과 철회 등
∙ 고지의무 내용

* 위험 증가에 의하여 보험료 등을 증액하여도 
보험계약이 계속되지 아니하는(보험기간 중도 
종료) 경우가 존재하는 약관이 정해진 경우 해
당 사례를 기재

∙ 책임개시 시기
∙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와 면책사유에 

관한 중요 사항
∙ 보험료 납입유예기간, 계약실효, 부활 등

* 보험료 자동이체제도를 갖춘 보험상품에 대해
서는 해당 제도의 설명을 포함함

∙ 해약과 해약반환금의 유무
∙ 절차실시기본계약의 상대방이 되는 ADR기관
∙ 중복보상에 관한 사항

자료: 金融庁, 保険会社向けの総合的な監督指針 II-4-2-2 保険契約の募集上の留意点

<표 Ⅲ-1> 보험모집인이 보험계약자에게 제공해야 할 정보: 정보제공의무 사항

나. 고객의향파악의무(意向把握義務)

○ 보험모집인은 보험계약 체결 시 고객의 의향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보험계약 체결과정에

서 고객 의사와 보험계약내용의 일치 여부를 고객이 확인할 기회를 제공해야 함(보험업법 

제294조의2)

29) 法令検索 第二百九十四条の二(顧客の意向の把握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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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업법 개정으로 기존의 ‘의향확인’ 제도를 ‘의향파악의무’ 제도로 변경함

∙ 종전에는 보험계약자가 보험에 가입 시 본인의 가입의사 여부에 따른 결과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보험가입 최종 단계에서 본인의 의향을 확인하는, 이른바 ‘의향확

인(意向確認)’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음 

∙ 그러나, 보험모집인으로부터 보험상품에 대한 많은 설명을 들은 후 최종단계에서 

본인의 결정을 번복하는 것이 실제로 어렵고, 소비자들이 보험상품에 가입하려고

하는 초기 단계부터 그 의향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보다 중요할 수 있다는 의

견이 제기되면서 모집인을 대상으로 ‘의향파악의무(意向把握義務)’ 제도로 변경됨

∙ 즉, 고객 스스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위험을 평가하고 그 중 어떤 위험을 보험

으로 처리할 것인지를 판단하게 한 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에서 출발하였음30)

○ 보험모집인은 보험모집 시 ① 고객이 보유한 위험, 보험 필요성 등 ‘고객의향’을 파악하고, 

② 이 같은 ‘고객의향’에 기초하여 이들에게 적합한 상품을 제안한 후, ③ 해당 보험계약의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④ 보험계약 시 고객의 의사와 해당 보험계약의 내용이 일치

하고 있는지를 고객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함

∙ 비교추천이 가능한 승합대리점은 고객으로부터 파악한 의향과 특정 상품을 권유하

는 이유, 제시하는 보험계약과 고객의향과의 일치 여부 등을 고객에게 서면 또는 

이에 준하는 방식으로 기록으로 남겨야 함

30) 金融庁･金融審議会(2013. 6. 7), “「保険商品･サービスの提供等の在り方に関するワーキング･グループ」報告

書”(「新しい保険商品･サービス及び募集ルールのあり方につい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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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고객의향 파악

⇒
2단계

제안 및 설명
⇒

3단계
초기의향과 비교

⇒
4단계

신청내용 일치확인

고객에게 보험금, 
보험료 등 세부 
상품내용을 설명하기 
전, 설문 등을 통해 
고객의향을 파악

파악한 고객의향에 
따라 세부 계획을 
제안하고 고객의향과 
어떻게 부합하는지 
등을 알기 쉽게 설명

고객의 최종의사 
결정과 판매자가 
초기에 파악한 고객의 
주요 의향과의 비교 
사항을 기재 
두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고객의 최종 
의사결정이 처음에 
파악한 고객의향과 
부합하는 부분과 
상이한 부분, 차이가 
발생한 경위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

보험계약 체결 전 
파악한 고객의향과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 
계약내용 일치 여부를 
재확인

자료: 石橋 弘文(2016)

<그림 Ⅲ-2> 고객의향 파악 과정

○ 보험상품 판매 시 고객의향 파악을 위해 확인해야 할 정보는 상품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음

∙ (대상상품) 고객의향확인서 작성대상 상품은 크게 생명보험상품 및 제3보험상품, 

손해보험상품으로 구분됨

- 한편, 변액보험, 변액연금보험, 외화보험 등 투자형상품31)의 경우 의향확인서와 

별도로 적합성 보고서를 함께 작성해야 함

∙ (고객의향 파악을 위한 정보) 보험모집인은 생명보험과 제3보험 판매 시 고객이 

희망하는 보장사항, 저축에 대한 필요성, 보장기간･보험료･보험금 수준에 관한 의

향을 파악해야 함

31) 일본에서는 ’06년 6월 공정한 금융상품 거래 및 유가증권의 발행･유통, 금융상품의 공정한 가격 형성 및 투자자 

편익 향상과 보호규칙 강화를 위해 증권거래법을 금융상품거래법(金融商品取引法第)으로 개정하였음. 일본의 금

융상품거래법은 투자, 예금, 보험서비스 등에 관한 원칙을 횡적으로 규제하는 법이라기보다 투자서비스에 관한 법

이라 할 수 있으며, 결국 예금과 보험상품은 기본적으로 동법의 적용 대상이 아님. 다만, 예금과 보험상품 중 외화

예금, 파생상품예금, 변액보험 등은 원본 결손이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적 성질이 금융상품거래법의 적용이 

되는 금융상품과 유사하여, 이들 상품에 대해 은행법과 보험업법 등 각 사업별로 금융상품거래법의 이용자 보호원

칙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법체계를 취하고 있음. 즉, ’07년 4월 13일 금융청은 금융상품거래법을 공표

함과 더불어 보험업법 시행령･보험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표하면서 ‘특정보험계약(特定保険契約)’으로 정의되

는 투자성이 강한 보험계약에는 광고규제, 서면교부의무, 적합성 원칙 등 금융상품거래법의 행위규제가 준용되고 

있으며(보험업법 제300조의2), ‘특정보험계약’으로 ① 변액보험･연금, ② 해약환급금 변동형 보험･연금, ③ 외화

보험･연금을 포함시키고 있음(보험업법시행규칙 제23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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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보험상품 판매 시에는 고객이 희망하는 보험종류, 특약, 보장기간･보험료･
보험금 수준, 우선적인 고려사항 등을 파악해야 함

구분 생명보험(第一分野)･제3보험(第三分野) 손해보험(第二分野)

의향
파악 
정보

∙ 어떤 분야의 보장을 원하는가?
  - 사망 시 유족보장, 의료보장, 상해 또는 

특정 질병 대비, 노후생활자금 준비 등

∙ 저축 요소를 필요로 하고 있는가?
∙ 보장기간, 보험료, 보험금 희망 범위, 우선 

고려사항
  - 예를 들어, 변액보험, 변액연금보험, 외

화보험 등 투자형상품의 경우 ① 수익창
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② 예금과는 
다른 중장기 투자상품을 구입의사가 있
는지, ③ 자산가격이 운용성과에 따라 변
동하는 것을 알고 있는지, ④ 금융시장 
가격변동에 따른 손실 위험을 감내하고 
있는지, ⑤ 최저보증을 요구하는지 등의 
정보가 포함됨

∙ 어떤 부분에 대한 보상을 원하는가?
  -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등 보험 종류

∙ 고객이 요구하는 주요 보상 내용은?
  - 자동차보험: 연령특약, 운전자 한정특약 등 
  - 화재보험: 보험목적, 지진 보장 유무 등
  - 해외여행상해보험: 보상내용, 목적지, 기

간 등 

∙ 보장기간, 보험료, 보험금 희망 범위, 우선 
고려사항

대상
상품

∙ 생명보험(第一分野) 중 변액보험, 변액연금
보험, 외화보험 등 투자형상품도 포함

∙ 그러나, 해외여행 상해보험과 보험기간이 1
년 이하의 상해보험상품*은 제외함 

  * 계약 체결 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가 고지해야 할 중요한 사실 또는 사항에 
피보험자의 현재 또는 과거의 건강상태 
기타 심신 상태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 해외여행 상해보험과 보험기간이 1년 이하
인 상해보험상품은 포함됨

  * 계약 체결 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가 고지해야 할 중요한 사실 또는 사항에 
피보험자의 현재 또는 과거의 건강상태 
기타 심신 상태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자료: 金融庁, 保険会社向けの総合的な監督指針 II-4-2-2 (3) ② 意向把握･確認の対象

<표 Ⅲ-2> 고객의향 파악 및 확인 정보

○ 고객의향 파악을 위한 구체적 방법은 상품 및 모집 형태에 따라 차이를 보일 수 있는데, 구체

적 운영방식은 금융청의 『보험회사를 위한 종합적 감독지침』에서 규정함32)

∙ (고객의향 파악 유형) 『보험회사를 위한 종합적 감독지침』(Ⅱ-4-2-2 (3))에서는 고

객의 의향을 파악하는 방법을 크게 ① 의향파악형, ② 의향추정형, ③ 손해보험형 

32) 金融庁, 保険会社向けの総合的な監督指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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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으로 구분함

- 의향파악형(意向把握型)은 모집인이 고객에게 보험상품이나 개별계획을 제안하기

에 앞서 설문조사 등을 통해 ‘고객의향’을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개별계획’을 

제안하고 개별계획과 고객의향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방식임 

- 의향추정형(意向推定型)은 모집인이 보험금이나 보험료 등이 포함된 ‘개별계획’

을 고객에게 제안할 때마다, 모집인이 ‘고객의향’을 어떻게 파악･추정하고 나서 

해당 ‘계획’을 설계하였는지 설명하고, ‘개별계획’과 ‘추정한 고객의향’과의 관계

를 설명하는 방식임

- 손해보험형(損保型を挙)은 모집인이 고객의 의향을 파악한 후 개별계획을 작성･
제안하고, 모집인이 파악한 고객의향과 개별계획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방식임

∙ (유형별 차이점) 의향파악형과 의향추정형은 생명보험과 제3보험 상품을 대상으로 

하며, 손해보험형은 손해보험상품을 대상으로 함33)

- 일반적으로 보험샵과 같은 내방형 승합대리점의 경우는 의향파악형, 생명보험의 

방문형 영업직원은 의향추정형, 손해보험대리점이 손해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경

우는 손해보험형으로 상정함34)

- 의향파악형과 의향추정형은 고객의향을 재확인하는 과정 즉, ‘고객의 최종 선택’

과 고객에게 상품을 권유하기 전 파악했던 ‘고객의 최초 의향’을 비교하고 둘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한 반면, 손해

보험형은 ‘고객의향’ 재확인 단계를 요하지 않음

33) 이지연(2016)

34) 錦野 裕宗(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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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향파악형(意向把握型) 의향추정형(意向推定型) 손해보험형(損保型を挙)

[1] 설문조사 등을 통한 ‘고
객의향’ 사전 파악

[1] 고객특성과 생활환경 등
을 통해 ‘고객의향’ 추정

[1] 고객 의사 및 정보 파악

↓ ↓ ↓

[2] 고객의향에 따라 ‘개별계
획’을 작성･제안

[2] 추정한 ‘고객의향’에 따라 
‘개별계획’을 작성･제안

[2] ‘개별계획’의 작성･제안

↓ ↓ ↓

[3] 모집인이 파악한 ‘고객의
향’과 ‘개별계획’과의 관
계 설명

[3-①] 개별계획 제안 시 보험
모집인이 추정한 고객 
의향과 개별계획의 관
계를 기재하면서 설명

[3] 고객의 주요 의향과 ‘개별
계획’의 비교사항 기재

[3-②] ‘개별계획’ 제안을 통
해 ‘고객의향’을 파악

↓ ↓ ↓

[4] 고객의 최종의사 확정 [4] 고객의 최종의사 확정
[4] 파악한 ‘고객의향’과 ‘개별

계획’간 관계를 알기 쉽게 
설명

↓ ↓ ↓

[5] 고객의 최종의사와 모집인
이 처음 파악한 고객의 주
요 의향 비교사항을 기재
한 후, 차이점이 있는 경
우 발생 경위 등을 설명

[5] 고객의 최종의사와 모집인
이 처음 파악한 고객의 주
요 의향 비교사항을 기재
한 후, 차이점이 있는 경
우 발생 경위 등을 설명

[5] 고객의향 확인

↓ ↓

[6] 고객의 최종의사와 보험계
약내용의 일치 여부 확인

[6] 고객의 최종의사와 보험계
약내용의 일치 여부 확인

↓ ↓

[7] 계약 체결 [7] 계약 체결

자료: 錦野 裕宗(2016)

<그림 Ⅲ-3> 유형별 의향 파악의무 이행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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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시행규칙 제227조의 2 제3항 4호]35) 두 개 이상의 소속 보험회사를 가지는 보험모

집인은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에 대해 다음 사항을 설명할 의무를 가짐

∙ 해당 보험계약과 다른 보험계약내용과의 비교 사항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고

객에게 비교 가능한 상품 개요 또는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제공해야 함

∙ 두 개 이상의 비교 가능한 동종의 보험계약 중 고객의향에 따라 보험계약을 선

별하여 계약을 체결시키거나 제안을 하고자 하는 경우, 모집인은 본인이 취급하

고 있는 여러 보험회사의 상품 중 고객의향에 따라 비교 가능한 보험상품 개요 

및 해당 상품을 제안한 이유를 설명해야 함

∙ 두 개 이상의 비교 가능한 동종의 보험계약 중 고객의향에 따라 선별하지 않고 

보험계약을 제안하고자 하는 경우, 모집인은 해당 계약을 제안한 이유를 설명해

야 함

다. 비교추천규제(比較推奨規制) 

○ 금융청은 두 개 이상의 보험회사에 소속된 보험모집인에 대해 보험상품 판매 시 고객에게 

비교 가능한 보험상품 개요(보장내용, 보험료 등)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비교추

천 근거를 설명할 의무를 부과함(보험업법시행규칙 제227조의2 제3항 4호)

∙ 금융청은 보험모집 과정에서 보험모집인에게 ‘정보제공의무’를 부과하고 있음(보험

업법 제294조, 보험업법시행규칙 제227조의2 제3항)

∙ 한편, 보험모집인이 여러 보험회사의 상품을 취급하는 승합대리점인 경우 ‘정보제

공의무’ 외에 추가적으로 ‘비교추천의무’를 이행하도록 함

∙ 즉, ‘비교추천의무’는 고객에게 여러 보험회사의 비교 가능한 보험상품 중 특정 보

험상품을 선별하여 제안하는 승합대리점에 적용되는 정보제공의무에 관한 규정으

로 볼 수 있음

○ 비교추천의무 규제가 도입된 것은 보험상품 판매형태가 다양화되면서 모집인이 보험상품 판

매과정에서 판매자가 중립적인 입장에서 소비자에게 가장 적합한 상품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 

35) 保険業法施行規則 第二百二十七条の二 第3項 4号(https://elaws.e-gov.go.jp/document?lawid=408M5000

004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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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련이 필요했기 때문임

∙ (승합대리점의 급속한 증가) 종전에는 특정보험회사에 소속되어 보험상품을 판매

하는 방식이 주된 모집형태였으나, ’00년 이후 여러 보험회사로부터 위탁을 받아 다

양한 보험상품을 비교하면서 판매하는 승합대리점이 급속히 증가하고 대형화됨

∙ (수수료 편향문제 해소) 감독당국은 보험상품 비교추천 의무 시행을 통해 중립적 

입장에서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을 추천하기보다는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수수료 

수준에 따라 상품을 추천하는 모집행태를 근절하고자 하였음

○ 모집인이 ‘고객의향’에 따라 보험계약을 선별･추천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비교추천 규제 

적용 방식이 달라짐

∙ (유형 1) ‘고객의향’에 따라 보험계약을 선별･추천하는 경우에는 ① 취급하고 있는 

보험상품 중 고객의향에 따라 비교 가능한 동종의 보험계약 개요, ② 해당 상품을 

제안･추천하는 사유 등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함(보험업법시행규칙 제227조의2 제3

항 4호 나목)36)

- 일반적으로 보험계약 개요는 상품 팸플릿에 제시된 상품 개요를 상정하고 있으

며, 보험모집인이 파악한 고객의향에 기초해서 객관적으로 상품을 선별한 경우 

선별 후 상품 개요를 명시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음37)

- 보험상품추천 이유를 설명하는 것은 보험모집인이 고객에게 보험상품 선택에 

대해 조언하는 것을 의미하며, 과거의 중요사항 설명의무와는 차이가 있음

∙ (유형 2) ‘고객의향’에 따라 보험계약을 선별･추천하지 않는 경우38)에는 특정 보험

회사와의 관계 및 사무절차･경영방침상 이유 등과 같이 해당 상품을 추천하는 이

유를 설명할 필요가 있음(보험업법시행규칙 제227조의2 제3항 4호 하목)39) 

- 감독지침 ‘Ⅱ-4-2-9 (5) ③ ㈜’에서도 보험대리점이 보험회사 간 공평･중립을 내

세우는 경우, 상품선별 및 추천 기준이나 이유 등에 특정 보험회사와의 자본 

관계와 수수료 수준, 경영방침 등의 사정을 고려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도록 

하고 있음

36) 保険業法施行規則227条の2第3項4号ロ

37) 保険会社向けの総合的な監督指針 Ⅱ-4-2-9 (5) ①

38) 고객의향 외에 모집인 사유 등 여러 사정에 따라 보험상품을 선별하는 경우를 의미함

39) 保険業法施行規則227条の2第3項4号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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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대리점은 ○○손해보험･○○생명보험 상품을 주로 취급하는 경영방침을 갖고 있다

∙ 본 대리점은 ○○손해보험･○○생명보험 그룹사이기 때문에 ○○손해보험･○○

생명보험 상품을 제안하는 경영방침을 갖고 있다

∙ 본 대리점은 소속 보험회사 중 가장 업무에 익숙한 ○○손해보험 상품을 제안

하는 경영방침을 갖고 있다

∙ 본 대리점은 지난해 가장 많이 팔린 ○○회사의 상품을 안내하는 경영방침을 

갖고 있다

구분 고객의향에 따라 보험계약 선별 제공 시 고객의향 파악 미실시

적용
규제

∙ 보험업법시행규칙 제227조의2 제3항 4호 
나(ロ)목

∙ 보험업감독지침 Ⅱ-4-2-9 (5) ②

∙ 보험업법시행규칙 제227조의2 제3항 4
호 하(ハ)목

∙ 보험업감독지침 Ⅱ-4-2-9 (5) ③

설명
사항

∙ 취급 보험상품 중 고객의 의향에 따른 비
교 가능한 동종의 보험계약의 개요

∙ 해당 제안의 이유(추천 이유)

∙ 해당 제안의 이유 
  : 특정 보험회사와의 자본 관계, 수수료 

수준, 기타 사무절차, 경영정책상 이유 등

<표 Ⅲ-3> 유형별 비교추천 규제 적용 방식

- 한편, 손해보험협회 모집준수가이드라인에서는 고객에게 보험계약을 추천하는 

과정에서 ‘경영방침’에 따른 계약 추천 사유를 설명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다

음과 같은 예시를 들고 있음40)

라. 체제정비의무(体制整備義務)

○ 금융청은 보험업의 건전하고 적절한 운영확보를 위해 보험모집인을 대상으로 한 체제정비 

의무를 부과함(보험업법 제294조의3)

∙ 보험모집인과 보험중개인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체제정비 사항은 ① 보험모집 업

무에 관련한 중요 사항에 대한 설명, ② 보험모집과 관련하여 취득한 고객정보에 

대한 적절한 취급, ③ 제3자에게 보험모집업무를 위탁할 경우 해당 업무 수행의 

정확성 확보 등임 

40) 日本損害保険協会(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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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제294조의3 제1항] 업무운영 원칙41)

∙ 보험모집인은 보험모집업무에 관하여 보험업법 또는 타 법률에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내각부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모집업무에 관한 중요 사

항을 고객에게 설명하며, 보험모집 업무에 관하여 취득한 고객정보를 적절하게 

취급하며, 보험모집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 해당 업무를 정확하게 

수행하며, 두 개 이상의 보험회사에 소속된 경우 인수하는 보험계약과 다른 회

사의 보험계약내용을 비교･설명하며, 보험모집인 지도사업을 실시할 경우 적절

한 지도실시방침을 책정하며, 건전하고 적절한 운영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보험회사종합감독지침 Ⅱ-4-2-9] 보험모집인 체제정비의무42)

∙ 보험모집인은 보험모집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업무의 건전하고 적절한 운영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감사 등을 통해 적절한 조치를 강구함

과 동시에 개선을 위한 체제를 정비해야 함

∙ 보험모집인에게만 적용되는 체제정비 사항은 ① 승합대리점에 있어서 상품비교 시 

비교정보 제공, ② 프랜차이즈방식 보험모집 시 보험모집인(Franchisor)이 지도 대

상으로 하는 다른 보험모집인(Franchisee)에 대하여 모집업무에 관한 적절한 교

육･관리･지도 등임(보험회사종합감독지침 Ⅱ-4-2-9 (6), (7))

○ 금융청의 체제정비의무 도입은 보험모집의 형태가 다양화되면서 보험회사와 보험모집인 

간 역학관계가 과거와 달라지면서 보험모집인에 대해 모집과정의 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였음

∙ 보험업법 개정 전에는 보험모집인에 대한 직접규제가 아닌, 보험모집인이 속한 보

험회사가 이들을 적절하게 규율하기 위해 체제를 정비하도록 한 간접방식을 취함

- 즉, 보험업법 개정 이전에는 보험회사에 체제정비의무를 부과함으로써(보험업법 

제100조의2), 보험모집인이나 보험중개인은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았음

41) 保険業法, 第二百九十四条の三(業務運営に関する措置)(https://elaws.e-gov.go.jp/document?law_unique_i

d=407AC0000000105_20200501_501AC0000000028)

42) 保険会社向けの総合的な監督指針 II－４－２－９･保険募集人の体制整備義務(法第294条の3関係(https://ww

w.fsa.go.jp/common/law/guide/ins/02d.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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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대형 승합대리점이 늘어나면서 보험회사의 승합대리점에 대한 간접적인 통

제만으로는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는 데 한계가 나타났고, 이에 따라 새로운 방식

의 규제가 필요해짐

○ 체제정비의무 도입으로 특정보험모집인, 즉 대형보험대리점은 업무내역에 관한 서류를 작

성･보존해야 하며, 매 사업년도 경과 후 3개월 내에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금융청에 제

출해야 함

∙ 제반 업무에 대한 검사는 금융청 재무국이 권한을 위임받아 수행하며, 사업보고서

는 대리점 등록단위별이 아닌 법인단위별로 보고함(보험업법 제303조, 제304조)

∙ 특정보험모집인은 보험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간, 해당 보험계약과 관련한 서류를 

보존하여야 함(보험업법시행규칙 제237조)

- 보험모집인이 있는 사무소별 상시 열람가능한 체제를 마련해야 함

∙ 특정보험모집인이 비치하여야 할 서류 기재내용으로는 ① 보험계약 체결 시점, ② 

보험계약을 인수한 보험회사의 상호 또는 명칭, ③ 보험료, ④ 보험모집인이 받은 

수수료 및 보수 등 기타 대가의 총액 등임(보험업법시행규칙 제237조의2)

○ 또한, 금융청은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모집인들의 무질서한 상품판매 문제를 개선하기 위

해 감독지침 개정을 통해 ‘보험대리점의 제3자에 대한 재위탁 판매’를 금지함43)

2. 판매자책임 문제

○ 보험상품 판매행위에 대한 감독지침이 강화되었으나, 금융청은 보험업법상 보험회사에 일

차적으로 귀속되고 있는 배상책임의무는 그대로 존치시킴(보험업법 제283조)

∙ ‘소속 보험회사 등’은 보험모집인이 보험모집 시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입힐 경

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보험업법 제283조 제1항)44)

43) 한편, ‘대리점의 모집사용인에 대한 사용인 요건 강화’는 2010년대 중반 대리점 업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침. ’13

년 9월에 개정된 감독지침에서 보험대리점의 모집사용인이 갖추어야 할 ‘사용인 5대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보

험대리점으로부터 ① 적절한 교육, ② 관리, ③ 지도를 받아 모집을 해야 하며, ④ 보험대리점의 사무소에 근무, ⑤ 

보험대리점의 지휘감독･명령하에서 모집을 행해야 한다고 규정함(石橋弘文(2015. 10))

44) 보험회사의 보험모집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관련 상세 내용은 한창희(2019)를 참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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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제283조] ‘소속 보험회사 등’ 보험모집 재위탁자의 배상책임45)

∙ (보험업법 제283조의1) ‘소속 보험회사 등(所属保険会社等)’은 보험모집인이 보

험모집에 대해 보험계약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보유함

∙ (보험업법 제283조의2) 전 항의 규정은 다음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一) ‘소속 보험회사 등’의 직원(役員) 또는 사용인(使用人)인 보험모집인의 보험

모집 활동에 대해, ‘소속 보험회사 등’이 해당 직원이나 사용인 선임에 상

당한 주의를 하였으며 이들의 보험모집 활동 과정에서 보험계약자에게 가

한 손해발생 방지에 노력한 경우

(二) ‘소속 보험회사 등’이 해당 모집인의 고용에 대해 상당한 주의를 하였으며 

이들의 보험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가한 손해발생의 방지에 노력

한 경우

(三) ‘소속 보험회사 등’의 위탁(委託)에 따른 특정보험모집인(特定保険募集), 직

원 또는 사용인인 보험모집인이 수행할 보험모집과 관련하여, ‘소속 보험

- ‘소속 보험회사 등’은 생명보험모집인, 손해보험모집인, 소액단기보험모집인이 

보험모집 활동을 하는 보험계약의 보험자가 될 보험회사 또는 소액단기보험업

자를 의미함(보험업법 제2조 24호)

○ 다만, 보험모집인이 보험계약 체결과정에서 보험계약자에게 가한 손해에 대해 ‘소속 보험

회사 등’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 경우, ‘소속 보험회사 등’이 보험모집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명시함(보험업법 제283조 제3항)

∙ 보험모집인이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일상적으로 교육과 

지도가 이루어지고 있었는지 여부가 하나의 판단요소로 작용함

∙ 일반적으로 보험회사는 대리점 위탁계약상에서 배상책임 조항 명시에 따라 구상권

을 행사할 수 있음 

- 보험대리점 위탁계약서상 보험회사가 보험대리점에 청구하는 배상책임의 원인은 

보험료 횡령과 같은 부정행위가 일반적임

∙ 금융심의회(2014. 6. 7)는 보험회사의 보험모집에 관한 행위규제와 체제정비의무화

를 시행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구상권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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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등’이 해당 특정보험모집인 위탁에 상당한 주의를 하였으며 이들의 

보험모집 과정에서 보험계약자에게 가한 손해발생 방지에 노력한 경우

(四) 보험모집 재위탁자(保険募集再委託者)의 재위탁에 있어 특정 보험모집인, 그 

직원 또는 사용인인 보험모집인(이하 ‘보험모집 재수탁자 등(保険募集再受託

者等)’)이 수행할 보험모집과 관련하여, ‘소속 보험회사 등’이 해당 ‘보험모

집재수탁자 등’의 재위탁 수락에 상당한 주의를 하였으며 해당 ‘보험모집 

재수탁자 등’이 실시하는 보험모집 과정에서 보험계약자에게 가한 손해발

생 방지에 노력한 경우

∙ (보험업법 제283조의3) 보험모집 재위탁자(保険募集再委託者)는 보험모집 재수탁

자 등(保険募集再受託者等)의 보험모집 활동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가한 손

해를 배상할 책임을 짐. 다만, 보험모집 재위탁자가 재위탁하는 내용에 상당한 

주의를 하였으며, 당해 보험모집 재수탁자 등의 보험모집 활동과 관련하여 보험

계약자에게 가한 손해발생방지에 노력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함

∙ (보험업법 제283조의5) ‘민법 제724조(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

시효)’ 및 ‘민법 제724조의2(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규정은 제1항 및 제3항의 청구권에 준용함

○ 보험업법상 보험대리점에 대한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보험회사가 보험대리점과의 위탁계약 체결과정에서 보증인이나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요구

하는 것이 일반적임

○ 현재 일본 손해보험대리점협회는 협회 소속 특정보험모집인46)이나 해당 기관의 임직원이 

모집행위 과정에서의 보험계약자로부터 손해배상책임을 질 경우 배상자력 확보를 위해 단

체보험에 가입하고 있음47)

∙ (상품구조) 대리점협회에서 가입한 단체보험 상품은 ‘전문업무사용자배상책임보험

45) 保険業法, 第二百八十三条(所属保険会社等及び保険募集再委託者の賠償責任(https://elaws.e-gov.go.jp/doc

ument?law_unique_id=407AC0000000105_20200501_501AC0000000028)

46) 특정보험모집인은 생명보험모집인(生命保険募集人), 손해보험대리점(損害保険代理店), 소액단기보험모집인(少額

短期保険募集人)을 의미하며, 특정소액단기보험모집인(特定少額短期保険募集人)은 제외함

47) 日本損害保険代理業協会(https://www.nihondaikyo.or.jp/), 代理店賠責『日本代協新プラ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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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専門業務事業者賠償責任保険)’으로, 보험계약자는 손해보험대리점협회이며 피보험

자는 대리점협회 정회원 기관 및 해당 임직원임

∙ (담보위험) 해당 상품은 ① 보험모집인 특약, ② 수탁재물 배상책임 특약, ③ 시설 

배상책임보상 특약, ④ 소송비용 특약, ⑤ 개인정보유출보상비 특약으로 구성됨

∙ (보상사유) 소송에 의해 손해배상청구가 이루어진 경우, 소송 없이 피보험자의 배

상책임이 명백한 경우, 소속 보험회사가 구상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함

∙ (보험료) 보험료는 보험모집인의 총 인원 수에 따라 결정됨

- (기본보상형) 모집인 1명: 11,000엔, 2명: 13,000엔, …, 10명: 25,000엔 

- (고액보상형) 모집인 1명: 15,000엔, 100명: 200,000엔, …, 300명: 559,000엔

담보위험 보장내용
지급한도

사고당 보험기간

보험모집인 특약
(代理店 賠償責任補償)

‘특정보험모집인’ 또는 해당 임직원이 보험모집과
정에서 발생한 법률상 배상책임

1억 엔 3억 엔
수탁재물 배상책임

(受託財物 賠償責任補償)
모집과정에서 보험료 등 고객수탁물의 손상, 훼손, 
분실, 도난에 따라 발생한 법률상 배상책임

시설 배상책임보상
(施設 賠償責任補償)

보험대리점 사무실 등 시설의 소유, 사용, 관리과
정에서 발생한 법률상 배상책임

소송비용
(争訟費用 補償)

소송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생긴 손해
2,000
만 엔

6,000
만 엔

개인정보유출 보상금
(個人情報漏えい 
見舞金費用補償)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 시 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
상금 지급에 따른 손해

500만 엔
(피해자 1인당 500엔)

주: 손해배상금액 공제액은 5만 엔이며, 보험기간 중 총 보험금 한도액은 150억 엔임

자료: CHUBB(2020)

<표 Ⅲ-4> 전문업무사용자배상책임보험상품의 담보위험과 보상액(기본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