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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Ⅰ 금융심의회 의견과 보험업법 
개정사항 비교

○ 일본의 ‘보험업법 개정안(’14년 5월 30일 공표, ’16년 5월 29일 시행)’은 ’13년 금융심

의회에서 발표한 ‘보험 상품･서비스의 제공 원칙에 관한 워킹그룹보고서’71)에 기초함

<부록 표 Ⅰ-1> 워킹그룹보고서의 보험업법 개정 반영 사항

금융심의회 워킹그룹보고서(2013) 개정 보험업법(2016)

 ２. 보험모집 및 판매 규칙 -

   2-1. 보험모집에 관한 규제 재정비 -

   2-2. 보험모집 기본규칙 제정 -

      (2-2-1) 의향파악의무   ②（顧客の意向の把握等）294条の２ 【신설】

      (2-2-2) 정보제공의무
  ①（情報の提供) 294条１項，２項 【신설】 同３項，４

項，５項 【移設】

      (2-2-3) 모집문서 간소화 -

      (2-2-4) 행위규제 적용 제외
  ①（情報の提供) 294条１項，２項 【신설】 同３項，４

項，５項 【移設】
  ②（顧客の意向の把握等）294条の２ 【신설】

      (2-2-5) 금지행위 검토   ⑤（保険契約の締結等に関する禁止行為300条 
   2-3. 보험모집인의 의무 -

      (2-3-1) 보험모집인 체제정비의무   ③（業務運営に関する措置）294条の３ 【신설】

      (2-3-2) 승합대리점에 관한 규정   ③（業務運営に関する措置）294条の３ 【신설】
  ⑥（帳簿書類の備付け）303条 
  ⑦（事業報告書の提出）304条 

      (2-3-3) 보험모집인 위탁관리책임
  ③（業務運営に関する措置）294条の３ 【신설】
  ⑧（立入検査等） 305条２項，３項 【신설】

   2-4. 모집규제 적용범위 -

      (2-4-1) 모집규제 적용 명확화  ２条26項「保険募集」の解釈問題 

      (2-4-2) 기타  委託型募集人の問題（監督指針)

   2-5. 보험중개인에 대한 규제   ④（保険仲立人の誠実義務）299条 
  ⑨（保険仲立人に関する経過措置）附則119条 【削除】

자료: 井上 享(2016)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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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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Ⅱ 보험상품 고객의향 확인서 

 보험계약자 님께  생명보험 계약 가입에 대한 의향 확인서

이번에 당사의 생명보험 계약에 가입하는 것을 검토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본 서류 상, 고객의향에 따른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주십시오.

보험계약자 OOO님
(피보험자 OOO님)

 고객의 생명보험 계약에 관한 의향 (V 표시)에 대해서

취업불능･장기간병의 보장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는 보장

 취업불능 또는 장기간병 상태에 대비하고 싶다
 취업불능 또는 장기간병(요개호) 상태에 대비하고 싶다
 암에 걸렸을 경우에 대비하고 싶다
 성인병(3대 성인병, 5대 중증만성질환, 중증동맥질

환)에 대비하고 싶다.만일의 경우의 보장

 사망에 대비하고 싶다 자산 형성이나 계획적인 저축 등

성인병이나 입원･수술 등에 대한 보장
 적금으로 계획적으로 저축하고 싶다.

※ 적립금이 월액 5,000엔 이상인 경우에 √표시
 종신보험이 가지는 자산 형성 기능을 원한다
 만기 시에 만기보험금 등을 받고 싶다
 미래를 위해서 연금을 준비하고 싶다
 보험기간 중에 생존급부금 등을 받고 싶다

 성인병(3대 성인병, 5대 중증만성질환, 중증 동맥질
환)에 대비하고 싶다.

 입원 전후 제반 비용에 대비하고 싶다
 입원에 대비하고 싶다
 수술에 대비하고 싶다
 암에 걸렸을 경우에 대비하고 싶다

보험가입 시, 상기의 기재된 사항 외에 특별히 기재해야 할 의향이 있는 경우는, 아래의 특이사항란에 기입해 주십시오. 
추가로 기입해 주실 사항이 불명한 경우는, 모집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십시오.
※ 특히 기재해야 할 의향 :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 납입방법, 보험금액 및 기타 특별한 의향 등
 【기타 특이사항란】

 고객에 대한 제안에 대해

현재 제안하고 있는 생명보험 계약은 고객으로부터 조사한 상기 의향을 기초
로 설계하고 있으므로, 고객 의향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설계되어 있다고 생
각합니다. 가지고 계신 설계서(계약개요), 신청서 등을 최종 확인해 주십시
오. 또, 고객의 의향과 차이가 있으면 모집 담당자에게 신청해 주세요.

 모집 담당자
  ○○생명보험
  ○○지사 ○○ ○○

 계약내용에 관한 의향 확인에 대해서(‘예’ ‘아니오’ 중 하나에 ○ 표시를 기입해 주십시오.)

① 보험금･급부금 등의 보장 내용(지급 이유 등)은, 제안의 내용으로 괜찮을까요? 특
히 암 보장은 【설계서(계약개요】를 확인하여 승낙하셨습니까?

② 보험금･급부금 등은, 제안한 내용으로 괜찮을까요? 특히, 특약에는 재해사망 시 이
외의 사망보험금이 없으며, 해약환급금이 없는 것(보험료납입 만료 후 종합의료 특
약은 제외)을 안내 받으셨습니까?

③ 보험기간은 제안하신 내용이 맞습니까?
④ 보험료･보험료 납입기간은, 제안된 내용으로 괜찮으신가요?
⑤ 최초의향과 최종의향을 비교하고 차이점 등에 대해 확인하셨습니까?

① 예, 아니오

② 예, 아니오

③ 예, 아니오
④ 예, 아니오
⑤ 예, 아니오

모두 [예]인 경우는 
아래에 확인일을 기입･서명 부탁드립니다.

하나라도 「아니오」가 있는 경우는
재의향에 따른 내용으로 제안하겠습니다.

 위의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확인일 20**년  *월 *일

****센터

보험계약자 (자필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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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Ⅲ 대리점수수료 체계: 일본생명

1. 보험대리점 평가관점 및 목표

○ 일본생명(日本生命保険, NISSAY) 경영방침･목표

∙ 고객 신뢰 확보, 사회적 책임경영 추진

○ 이상적인 보험대리점 상 

∙ 본사 경영방침에 부합한 경영 태세를 갖추고 당사의 보험상품을 적절하고 안정적

인 방식으로 판매하고 사후고객관리를 실시함으로써, 고객에게 최적보장을 제공하

는 것을 이상적인 ‘위탁 보험대리점’으로 함

○ 대리점 모집수수료 제도 개편: ’19년 4월

∙ ‘고객 중심 업무운영’ 추진을 위해 「고객 중심의 업무운영에 관한 방침」을 제정하

고, 해당 정책 및 활동 내용의 정착 정도는 ‘고객만족’의 중･장기적인 추세를 이

용하여 측정함

∙ 고객만족을 위해서는 보험대리점에 ‘고객 중심 업무운영’이나 ‘고객서비스 개선 상

황’, 이를 안정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경영방식 등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토대로 

’19년 4월, 모집대리점에 대한 지급수수료 산정방식 개편을 시행함

- 모집대리점 수수료 외 자사의 특정 상품 판매량에 기초한 추가보수 지급은 폐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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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집수수료 체계

가. 수수료 산출 및 지급 방식

○ 일본생명의 대리점수수료는 ‘기본 보험금액’과 ‘모집금액 및 업무품질에 따른 지급비율’을 

반영하여 산출되는 구조임

∙ (기본보험금액) 대리점수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본보험금액은 ① 체결된 보험

상품의 종류, ② 계약내용, ③ 신규 또는 중도가입 여부 등에 따라 결정됨

∙ (지급비율) 수수료 ‘지급비율’은 ① 대리점 자격, ② 안정적 모집 능력, ③ 품질등급 

등을 기초로 산정됨

- (대리점 자격) 대리점 평가기간 중 자사상품 모집액(기본보험금액) 또는 과거 모

집성과 등을 평가함

- (안정적 모집 능력) 대리점이 결산월 등 특정기간에 상품판매를 집중하는 일이 

없도록 모집기간 평준화나, 정기적 가동에 의한 사무안정화 등 계약품질의 향상

을 위한 모집대리점의 안정적 가동능력을 평가함

- (품질등급) 대리점의 ‘고객 중심 업무운영’에 대한 대처 및 체제정비 상황을 평

가하고자 ‘품질등급’을 도입하였으며, 품질등급은 (a) 기본 품질평가, (b) 고객 중

심의 업무운영체제 평가 두 분류로 구성됨

<부록 그림 Ⅲ-1> 일본생명의 대리점수수료 산정 방식

대리점수수료
(代理店 手数料)

=
기본 보험금액
(基本保険金額)

×
모집금액 및 업무품질에 따른 지급비율

(支給レート)

  

＊ 수수료 지급방식 
선택

− 5년 L자 A형
− 5년 L자 B형
− 5년 플랫형
− 10년 L자형

＊ 기본금 산출 기준
− 보험상품 종류
− 계약내용: 보험금

액, 보험료 등
− 신규가입, 증액, 갱신

① 대리점 자격
(代理店資格)

 : 기간 중 모집액, 
가동월수

+ ③ 품질등급
(品質ランク)

− 고객 중심 업무운영
− 고객서비스 개선 ×

② 안정가동 평가
(安定稼働評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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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대리점 수수료를 산출할 때 적용하는 지급비율은 자사상품 모집 금액을 평가하는 대

리인 자격(①)과 안정적인 가동능력을 평가하는 안정가동 평가(②) 및 업무품질을 평가하

는 품질등급(③)으로 구성됨

∙ ①~③ 각각의 비율은 대리점에 따라 다르지만, ③ 업무품질에 의한 평가가 약 30% 

정도 차지하는 것이 일반적인 가정임

∙ 품질등급에 따른 지급비율은 표준등급인 A를 1로 하였을 때, S+~D까지 각각 

1.125~0(지급비율 적용 제외)으로 차이가 있음

품질등급 S+ S A B C D

지급비율 1.125 1.050 1.000 0.750 0.500 -

주: 표준등급인 A를 1로 했을 경우의 비율임

<부록 표 Ⅲ-1> 품질등급에 의거한 지급비율

○ 일본생명의 경우 보험대리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크게 4가지 유형(① 5년 L자 A형, ②

5년 L자 B형, ③ 5년 플랫형, ④ 10년 L자형)이 있는데, 보험대리점은 이 중 하나의 지불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가능함 

∙ 다만, 보험대리점이 ‘5년 L자 A형’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다음 3가지 요건 중 하나

를 충족해야 함

- Ⓐ 안정가동평가에서 기준 ①을 달성하고 있음

- Ⓑ 품질등급이 A 이상

- Ⓒ 승합대리점임: 2개 이상의 보험회사에서 상품 취급

<부록 그림 Ⅲ-2> 품질등급에 의거한 지급비율

5년 L자 A형 5년 L자 B형 5년 플랫형 5년 L자형

수수료 지급기간: 5년 수수료 지급기간: 5년 수수료 지급기간: 5년 수수료 지급기간: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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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평가 항목

1) 대리점 자격

○ 대리점 자격은 ① 기본 보험금액(신규 계약), ② 보유 보장보험금액(기존 계약), ③ 가동월

수(보험계약 건수가 1건 이상인 달) 등을 기준으로 판단함

∙ 대리점 자격은 아래 <기준 1>과 <기준 2> 중 더 높은 자격을 적용하며, 직전 1년

을 기준으로 연 3회(5월, 9월, 1월) 판정을 실시함

<부록 표 Ⅲ-2> 대리점 자격 평가

<기준 1> <기준 2>

대리점 자격 기본보험금액 가동월수

N Ⅰ 10억 엔 이상

-

N Ⅱ 7억 엔 이상

N Ⅲ 4억 엔 이상

N Ⅳ 2.4억 엔 이상

N Ⅴ 1.2억 엔 이상

N Ⅵ 1.2억 엔 미만 2개월 이상

N Ⅶ 위 N Ⅵ 기준 미만

대리점 자격 기본보험금액 보유보장보험금액 가동월수

N Ⅰ 8억 엔 이상 60억 엔 이상

-

N Ⅱ 6억 엔 이상 40억 엔 이상

N Ⅲ 3억 엔 이상 30억 엔 이상

N Ⅳ 2억 엔 이상 20억 엔 이상

N Ⅴ 1억 엔 이상 10억 엔 이상

N Ⅵ 위 N Ⅴ 기준 미만 2개월 이상

N Ⅶ 위 N Ⅵ 기준 미만

2) 안정적 가동능력

○ 가동월수(稼働月数)와 기본보험금액(基本保険金額)에 따라 보험대리점의 안정적 가동능력

을 평가하고 이에 상응한 평가계수를 반영함

∙ 보험대리점이 안정적 가동을 지속적으로 달성하는지 여부를 최대 5년에 걸쳐 평

가하며, 매년 5월(이전년도 4월~당해년도 3월)에 판정을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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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 Ⅲ-3> 안정적 가동능력 평가

<기준 1> <+ 계속달성 기준(<기준 1>을 연속 달성)> 

구분 가동월수 기본보험금액 평가계수

기준 ① 6개월 이상 1.2억 엔 이상 1.005

기준 ② 9개월 이상 1.2억 엔 이상 1.008

기준 ③ 12개월 이상 1.2억 엔 이상 1.010

위에 모두 미달 1.000

계속달성 기준 평가계수

2년 연속 <기준1> 평가계수+0.005

3년 연속 <기준1> 평가계수+0.010

4년 연속 <기준1> 평가계수+0.015

5년 연속 <기준1> 평가계수+0.020

다. 품질등급

○ 대리점 품질등급은 ‘기본 품질평가’와 ‘고객 중심 업무운영체제 평가’로 구성되며, 기본 

품질평가기준 달성을 기초로 ‘고객 중심 업무운영체제’ 각 항목의 충족 정도에 따라 표준

등급인 A를 중심으로 S+~D의 6단계 등급으로 평가함

∙ 기본 품질평가: ① 공통 자기점검, ② 25회차 유지율

- ① (자기점검) 모집기관의 자기점검을 통해 적합성, 내부품질관리활동을 평가함

- ② (25회차 유지율) 일반적으로 고객 라이프사이클 변화에   의한 해지 발생이 어

려운 가입 2개년 경과시점에서 계약 유지 상황을 판정･평가함

＊ 25회차 유지율이 80% 미만인 경우는 D등급으로 판정함

＊ 가입시점에 고객 요구에 따라 보험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사후적으로 

평가하여 고객에게 가장 적합한 보장을 제공할 것을 촉구하기 위한 항목임

∙ 고객 중심 업무운영체제 평가: ③ 고객 중심 업무운영체계, ④ 전문자격, ⑤ 고객대

응체제, ⑥ 일본생명시스템 도입

- ③ (고객 중심 업무운영체제 방침 개발･배치) 고객 중심 업무운영 방침을 평가

하는 것으로, 고객의 최선의 이익을 추구하고 적합한 서비스 제공 여부를 

평가함

- ④ (전문자격) 보험모집 과정에서 높은 윤리관에 따라 고객 대응･판매를 실시할 

수 있는 체제인지, 전문지식을 살려 고객에게 최고의 상품과 서비스를 제안

할 수 있는 체제인지를 평가함

＊ FP 자격: FP 1~3급, AFP, CFP, 손해보험대학과정 또는 생명보험전문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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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세무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사회보험노무사 등

- ⑤ (고객대응체제) 고객의 소리를 수집하고 배우고 경영에 활용해 나가는 구조

가 모집기관 내에 정비되어 있는지를 평가함

- ⑥ (일본생명시스템 도입) 자사 업무시스템을 도입하여 업무효율화를 도모함으

로써, 고객에게 최적의 상품･서비스 제공에 이바지하고 보다 편리성이 높은 

사무체제 구축을 평가함

<부록 표 Ⅲ-4> 품질등급 평가

등급

기본 품질평가 고객 중심의 업무운영체제 평가

① 
공통

자기점검

② 
25월차 
유지율

충족 
항목 
수

③ 
운영방침

제시

③ 
조직운영

④ 
전문자격

⑤ 
고객

지원체제

⑥
 일본생명

시스템 
도입

S+

미해결사항 
없음

85%
이상

모두

고객 중심 
업무운영 

방침
홈페이지 

공표

고객 중심
체제 추진 
조직담당자 

100명 
이상

취득률 
50% 이상

고객의 
소리 

수집･반영

온라인
신계약절차

시스템 
활용률 

80% 이상

S

고객 중심 
업무운영

방침 
책정･게시

고객 중심
체제 추진 
조직 설치

취득률 
30% 이상

온라인
신계약절차

시스템 
활용률 

50％ 이상

A
(표준)

80%
이상

-
취득자 
재적

일본생명
시스템에서 

제안서 
작성

(인터넷 
등을 통해)

B 3항목 (b) A등급 요구사항 중 1항목이 비충족

C 2항목 (b) A등급 요구사항 중 2항목이 비충족

D
미해결사항 

있음
80%
미만

1항목
이상

(b) A등급 요구사항 중 3항목 이상 비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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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Ⅳ 대리점수수료 체계: 제일생명

1. 보험대리점 평가관점 및 목표

○ 제일생명은 보험대리점 평가 시 ‘고객만족 향상’ 목표에 부합한 보험모집이나 고객대응 정

책을 실천하고 있는지를 평가함 

∙ 대리점에 대한 수수료 지급 과정에서 ’18년 4월부터 특정 상품이나 판매량에 대한 

‘추가 보수’ 지급을 폐지함

∙ ’20년 4월부터는 보험모집 품질 등을 평가한 수수료 체계 구축을 통해, 보험상품

에 대한 적절한 설명 절차 확보, 적극적인 사후고객관리 등을 실천하고 있는 ‘이

상적인 대리점’을 구현하고자 함

<부록 그림 Ⅳ-1> 제일생명의 ‘이상적 대리점’ 구현을 위한 대리점 평가 방식

[정책 목표] ‘고객만족’ 향상에 적합한 보험모집, 고객응대 정책을 실시할 수 있는 승합대리점 

보험모집 시 고객에게 상품 비교･추천을 
전제로 한 보험모집 방침을 실천

계약 체결 후 고객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계약유지율을 높이기 위한 대응정책을 실행 

⇓ ⇓ ⇓
‘이상적 대리점 상’ 실현을 위해 ‘모집품질 평가 항목’을 도입해 대리점수수료 체계에 반영

모집품질 대응(상품 비교･추천) 모집품질(고객지원관리, 계약유지)

① 고객 중심 상품추천 방침 공표

② 모집품질 관리체계

③ 모집인 교육체계

④ 취급상품 및 제휴보험회사 수

⑤ 네트워크 인프라

⑥ 안정적 모집활동

① 보유계약 유지 및 관리

② 민원 접수체계 및 민원 발생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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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집수수료 체계

가. 수수료 산출 방식

○ 제일생명은 대리점수수료 산정 시 ‘대리점 품질계수’를 도입함으로써 모집품질 향상을 도

모하고 고객만족도가 높은 대리점에 대해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함

∙ ‘대리점 품질계수(契約継続係数)’는 모집품질 향상을 위한 대리점의 대응 수준인 

‘품질대응계수(品質取組係数)’와 보험상품 판매량과 유지 상황을 반영하는 ‘계약유

지계수(契約継続係数)’를 합하여 산출함

<부록 그림 Ⅳ-2> 제일생명의 대리점수수료 산정 방식

수입
보험료

×
상품별
기본

수수료율
× 대리점 품질계수

품질대응계수* + 계약유지계수*

＊ 모집품질 향상, 
고객사후관리 등에 

대응한 점수

＊ 판매상황 및 계약유지 상황에 
대응한 점수

품질대응 점수

80p 이상 24.0

75p 이상 22.0

70p 이상 20.0

65p 이상 1.80

60p 이상 1.60

55p 이상 1.40

50p 이상 1.20

50p 미만 0.90

+

신계약
보험료

유지율
점수

13회 25회

3,000만 엔
이상 또

는
90% 85%

0.30

2,000만 엔
이상

0.25

1,000만 엔
이상 또

는
85% 80%

0.20

500만 엔
 이상

0.15

250만 엔 
이상 상기실적 

미만

0.10

250만 엔
미만

0.00



부록 63

나. 평가 항목

<부록 표 Ⅳ-1> 제일생명의 대리점 품질계수 평가 항목 및 점수

구분 품질대응 평가기준 판정 항목 점수

비교
추천

①
고객 중심(FD)
의 상품추천 
방침 공표

보험대리점 스스로 모집 품질관리 
준수･개선 정책을 고객에게 공표함
으로써 고객이 안심할 수 있는가? 

금융청(金融庁) 홈페이지에 
‘Fiduciary duty’ 기업 목록 게재

15p

자사 홈페이지 상 FD 방침 공개 10p

대리점 사무실에 FD 방침 배치  5p

②
모집품질 
관리체제

모집품질관리 체제를 정비하고, 고객
에게 최적의 상품･서비스 제공을 실
천하고 있는가?

영업부서에서 
별도의 모집품질 관리부서 설치

15p

비교추천 판매관리 실시  5p

③
모집인 

교육체제

모집인에 대한 교육체제를 정비하고, 
다양한 상품라인업에 대해서 고객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고 있는가?

영업부서에서 
별도의 교육부서 설치

15p

평생교육 이외의 교육 실시  5p

④
취급상품 및 

제휴보험
회사 수

폭 넓은 상품라인업(취급상품･제휴
보험회사 수)을 갖추고 있으며, 고객
에게 최적 상품을 제공하고 있는가?

자사
(제일생명) 

취급 상품 수

제휴보험회사 상품 수

10개 이상 10개 미만

전 상품 30p 15p

일부 상품 15p  0p

⑤
네트워크 

인프라 정비

고객에게 비교･추천에 기초한 상품제
공을 실천하기에 용이한 모집 환경
(공동 Gateway*)을 구축하였는가? 
* 공동 Gateway 활용 시 고객이 보유한 

기존계약에 대한 사후관리도 용이하다
는 점을 근거로 평가

공동 Gateway
 도입･활용

15p

⑥
안정적인 
모집활동

특정 기간에 치우치지 않고 안정적
으로 모집활동을 실시하고 있는가?

12개월 가동 15p

8개월 가동 10p

4개월 가동  5p

사후
고객
관리
체계
･ 

계약
유지

⑦
보유계약
유지･관리

가입고객의 계약 유지･관리 수준은 
어떠한가?
* 고객만족 향상 대처를 평가

보유계약
건수

계약유지율

100%
96% 
이상

94% 
이상

150건 이상 30p 20p 15p

10건 이상 20p 15p 10p

50건 미만 15p 10p 5p

⑧
민원 접수체제 
및 민원 발생 

상황

고객의 소리를 통해서 고객만족 향
상･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민원 발생률 0% 15p

민원 발생률 2% 이하 10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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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Ⅴ 대리점수수료 체계: 메디케어

1. 경영목표와 보험대리점 평가: ‘이상적인 대리점 상’

○ 메디케어사의 경영목표

∙ 다양해지는 고객의 요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고객이 신뢰하고 안심할 수 있는 

보험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임

- 고객이 신뢰･안심하기 위해서는 ‘고객의향을 근거로 그들의 요구에 맞는 보험 

상품을 제공’, ‘비교추천 판매를 적절하게 실시하여 고객에게 최적의 보험 선택

을 유도’, ‘보험가입 이후 고객만족도를 유지･개선’ 등의 실천이 중요함

○ 이상적인 대리점 상 

∙ 본사의 경영비전을 실현시키기 위해 ‘고객의향을 바탕으로 한 컨설팅과 세심한 고

객관리 서비스를 통해 보다 많은 고객의 만족도를 유지･향상시키는 보험대리점’,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경영자원을 투입하여 이에 상응한 경영체제를 구축

하고 있는 기관’을 이상적인 보험대리점 상으로 보고 있음

○ 이상적 대리점 상과 판매수수료 체계 개편과의 관계

∙ ‘이상적인 대리점 상’의 실현을 위해 각 대리점의 모집품질 향상 등에 이바지할 

수 있는 대책 촉구에 입각하여, ’18년 4월부터 대리점수수료 체계에 대한 재검토

를 실시하고 있음

∙ ’20년에는 모집품질 향상 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점을 반영하여 

품질수수료 비중을 기존 30%에서 40%로 상향조정하였으며, 모집인 교육이나 고

령층 배려에 대한 평가 항목을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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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집수수료 체계

가. 수수료 산출 방식

○ 판매수수료는 보험상품 내용에 따라 결정되는 ‘기본수수료(基本手数料)’와 대리점의 품질 

향상 노력을 평가하는 ‘대리점 품질대응 수수료(代理店品質取組手数料)’로 구성됨

∙ ‘대리점 품질대응 수수료’를 도입함으로써, 보험대리점의 ‘판매량’만을 평가하는 것

이 아니라, 고객에 대한 서비스의 질이나 개선 정도를 평가함

판매수수료 =

기본수수료

+

대리점 품질 수수료

∙ 상품, 계약내용, 수수료 지
급방법 등에 따라 결정

∙ 모든 대리점에 일률적으로 
적용

∙ ‘대리점 품질대응’에 해당하는 항목 수와 ‘보
유계약 증가 건수’에 기초하여 등급 분류

∙ 품질등급과 계약유지율에 기초하여 산출

※ 대리점별 대처상황, 보유계약 증감, 유지율에 따라 변동

※ 대응이 불충분한 경우는 0%가 있을 수 있음

품질평가의 
기여도

= 약 70% : 약 30%

<부록 그림 Ⅴ-1> 메디케어의 판매수수료 산출 방식

○ 기본 보험료에 ‘대리점 품질 수수료율’을 곱하여 ‘대리점 품질 수수료’를 산출함

∙ 각 보험대리점의 ‘대리점 품질대응 평가 항목(13항목)’ 중 ‘해당 항목 개수’와 ‘보

유계약 증가 수’를 기초로 ‘대리점 품질대응 순위’를 결정한 후, 품질등급과 각 대

리점의 계약유지율에 기초하여 ‘대리점 품질 수수료율’을 산출함

<부록 그림 Ⅴ-2> 메디케어의 ‘대리점 품질대응 순위’ 산출 방법

대리점 품질평가 항목 평가 항목 해당 수

×

보유계약 증가 건수

⇒
품질대응 
순위 산출

고객 중심 업무운영 대응

0~13항목 0 ~ 300건 이상모집품질 향상을 위한 대응

사후 고객관리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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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대리점 품질평가 항목: 13항목

<부록 표 Ⅴ-1> 메디케어의 대리점 품질평가 항목

대리점 품질평가 항목 판정 방법

1. 고객 중심 업무운영에 이바지하는 대응

① 대리점의 고객접점 확보 방식 ▶ 등록원부의 점포･모집인 등록상황을 기초로 판정

② 보험상품 제안 시 복수의 상품 제시 ▶ 모집인원 수 대비 ‘제안서’의 작성 건수

③ 전자문서(페이퍼리스)를 통한 모집 이용률 ▶ 대면모집 신청 건수를 기초로 산출

④ ‘고객 중심 업무운영’ 방침의 책정･공표 ▶ 회사 홈페이지 공표 여부

⑤ ‘고객 중심 업무운영’에 관한 KPI 책정･공표 ▶ 회사 홈페이지 공표 여부

2. 모집품질 향상을 위한 노력

⑥ 모집품질 향상을 위한 모집인 교육 실시 ▶ 대리점 업무확인 운영결과를 기초로 산출

⑦ 상품제안 프로세스 기록 및 모니터링 ▶ 대리점 업무확인 운영결과를 기초로 산출

⑧ 고객정보관리 체계 구축 ▶ 대리점 업무확인 운영결과를 기초로 산출

⑨ 네트워크 인프라를 이용한 신속한 데이터 제공 ▶ 이용 상황(데이터)으로 판정

⑩ 모집품질 관리부서 설치(Audit, Compliance) ▶ 대리점 업무확인 운영결과를 기초로 산출

3. 사후 고객관리 평가

⑪ 보험계약 체결 후 관리 절차 마련 ▶ 대리점 업무확인 운영결과를 기초로 산출

⑫ 기존 보험계약내용 등에 관한 정기적 통지 여부 ▶ 대리점 운영상황 청취 후 확인

⑬ 전자문서를 통한 보험계약 유지관리 ▶ 시스템을 통한 보험계약 유지관리 실시 여부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