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Ⅳ. 수수료

1. 현황

보험회사가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소비자의 신뢰와 관련하여 투명성과 적

정성 측면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소비자는 자신이 지불하는 보험료에서 판매자 

몫으로 얼마가 지불되는지를 알고 싶을 것이다. 어느 정도 지불되는지를 알아야 판매

자로부터 받는 서비스가 적정한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판단을 통해 소비

자 효용이 결정될 것이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공시제도가 활성화되고는 있지만, 앞서 상품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많은 특약으로 가격 비교가 어렵다. 따라서 소비자가 지급하는 수수료가 적정한

지도 판단하기 어렵다. 특히, GA의 경우 전통적 대면채널인 전속설계사에 비해 불완

전판매 비율이 높으면서도 수수료율이 높다.15) 

설계사와 GA의 불완전판매 비율을 생명보험 상품별로 보다 세분화하여 비교해 보

면, <표 Ⅳ-1>과 같다. <표 Ⅳ-1>은 전속설계사와 GA 간 상품별 불완전판매 비율을 대

응표본 T 검정으로 분석한 결과이다. 대응표본 T 검정은 보험회사별로 상품에 따라 채

널 포트폴리오 포함 여부가 다를 수 있는데, 이러한 점을 감안한 분석으로 보다 정교한 

비교를 가능하게 해준다. 

생명보험 대부분의 상품에서 GA의 불완전판매 비율이 전속설계사보다 높게 나타나

고 있다. 어린이보험의 경우는 전속설계사의 불완전판매 비율이 0.229로 0.227인 GA

보다 높으나 유의하지 않다. 반면 변액보험, 연금, 저축보험, 종신보험, 치명적 질병에

서 GA의 불완전판매 비율이 전속설계사에 비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나고 있다.

15) 전속설계사와 GA의 수수료율 비교는 정세창(2017)을 참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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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평균 t 값

변액보험
설계사 0.433

   5.551
***

GA 0.797

암보험
설계사 0.090

0.453
GA 0.098

어린이보험
설계사 0.229

-0.087
GA 0.227

연금
설계사 0.360

4.103
***

GA 0.793

저축보험
설계사 0.310

2.926
***

GA 0.505

종신보험
설계사 0.510

5.415
***

GA 0.923

치명적 질병
설계사 0.237

2.739
***

GA 0.430

<표 Ⅳ-1> 생명보험 상품별 설계사와 GA 간 불완전판매 비율 비교(2016~2018)

주: ***는 < 0.01

구분 평균 t 값

상해보험
설계사 0.087

3.278
***

GA 0.124

연금저축
설계사 0.151

2.938
***

GA 0.308

운전자보험
설계사 0.036

4.371
***

GA 0.078

재물보험
설계사 0.091

1.384
GA 0.124

질병보험
설계사 0.104

3.208
***

GA 0.137

<표 Ⅳ-2> 손해보험 상품별 설계사와 GA 간 불완전판매 비율 비교(2016~2018)

 

주: ***는 < 0.01

손해보험에서도 생명보험에서와 마찬가지로 GA의 불완전판매 비율이 설계사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재물보험에서는 분석결과가 유의하지 않으나, 상해보험, 연금저



30 연구보고서 2019-5

축, 운전자보험, 질병보험에서는 GA의 불완전판매 비율이 설계사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나고 있다.

다음으로 대형 GA를 대상으로 수수료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계약 체결 회사 수 및 

매출액을 기준으로 불완전판매 비율 및 유지율이라는 소비자보호 지수 간 상관계수를 

보면 <표 Ⅳ-3>과 같다. 대형 GA가 체결한 회사 수가 많을수록 생명보험에서는 불완전

판매 비율이 유의하게 높고 나타나고, 13회차 유지율이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 이는 

판매수수료 수입을 위해 소비자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손

해보험에서는 GA의 매출액이 많을수록 13회차 유지율이 유의하게 낮게 나타나고 있

는데, 이도 생명보험에서와 마찬가지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구분 계약체결 회사 수 매출액

불완전판매 비율(생보)

0.384
***

(0.011)

(n=43)

-0.060

(0.740)

(n=33)

불완전판매 비율(손보)

-0.205

(0.183)

(n=44)

0.244

(0.172)

(n=33)

13회차 유지율(생보)

-0.376
**

(0.017)

(n=40)

0.029

(0.876)

(n=32)

13회차 유지율(손보)

-0.105

(0.526)

(n=39)

-0.414
**

(0.019)

(n=32)

<표 Ⅳ-3> 대형 GA 영업성과와 소비자보호 변수 간 상관계수

주: 1) ***, **는 각각 < 0.01, < 0.05

2) 계약체결 회사 수는 2018년 9월 말 기준, 매출액, 불완전판매 비율 및 유지율은 2017년 12월 말 기준임
자료: 생명보험협회 및 손해보험협회 공시실 법인대리점 자료

이와 같이 수수료가 불완전판매 비율, 유지율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소비

자 신뢰 제고를 위해서는 수수료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국내 

및 해외사례를 참조하여 개선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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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수료 규제와 국내사례

보험가격 규제는 소비자보호를 목적으로 감독당국이 취하는 사전적 규제인데, 두 

가지 방향이 있다. 가격인하 규제와 가격인상 규제가 있는데, 전자는 보험사가 지급여

력을 고려하지 않고 낮은 가격으로 시장점유율을 높이는 출혈경쟁(Destructive 

Competition)에서 감독당국이 취하는 조치다. 출혈경쟁으로 일부 소비자가 저렴한 보

험료라는 이익을 볼 수 있으나, 시장에서 왜곡이 발생하고 종국적으로 시장에서 퇴출

되는 회사가 많아져 소비자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감독당국이 가격에 

직접 개입하는 것이다.

반면 가격인상 규제는 시장 참여자가 소수이거나, 일부 참여자의 독과점 상황 또는 

우월적 지위로 높은 가격이 소비자의 부(Welfare)를 감소시킬 수 있는 경우 감독당국

이 취하는 조치이다. 또는 소비자물가지수 관리 차원에서 자동차보험료 규제를 하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된다.

출혈경쟁은 가격자유화 초기나 성장이 정체되거나 하락되는 상황에서 발생하기 쉽

다. 가격이 규제되다가 자유화되면 초기에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순보험료보다 낮은 

영업보험료를 제시하는 회사가 생길 수 있는데, 독일 자동차보험시장에서 가격자유화

가 시작된 직후인 1900년대 중반에 이러한 현상이 발견되었다.16) 또는 성장하던 시장

이 침체기로 전환되면 과거보다 수입보험료 규모가 줄어들기 쉬운데, 이 경우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출혈경쟁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쉽다. 

가격 인상에 대한 규제는 제한된 경쟁상황으로 시장참여자 중 일부가 과도한 이익

을 보는 경우에 일어난다. 기존사는 보험료 산정능력이 매우 뛰어나지만 새로운 진입

자는 계약자의 특성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보험료를 산정하기 어려워 가격 산정에 비용

이 많이 드는 경우 또는 진입장벽이 높은 경우에 감독당국이 개입하여 과도한 이익을 

가져가지 못하게 하는 경우이다.17) 

하지만 선진국에서 1990년대를 전후하여 경쟁시장 환경이 조성되고, 사후적 규제인 

16)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정세창(2000)을 참조 바람

17) Klein Robert W.(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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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건전성 규제가 강화되면서 가격에 대해서는 보험회사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가격자유화가 단행되었다. 한국의 경우도 2000년대를 전후하여 IMF 외환위기 이

후 경쟁 환경 및 재무건전성 규제가 강화되면서 가격자유화를 시행하였다. 

시장이 경쟁적이고, 사후적 규제인 재무건전성 규제가 강력하게 시행되면 가격이 

적정 수준에서 정해지기 때문에 소비자보호에 별 문제가 없다는 전제로 가격자유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 현상이다. 또한 가격자유화로 보험회사의 고유 전문성 중 하

나인 가격 책정 경쟁력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선진국에서 시행되어 왔다.

하지만 소비자보호와 관련하여 가격자유화는 보험료의 구성요소에 따라 두 가지 측

면에서 논의될 수 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가격 전체에 대해 자유화냐 규

제냐를 논의했지만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보다 세분하여 보험료의 구성요소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보험료는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로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각각에 대한 

규제 또는 자유화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소비자보호와 관련하여 순보험료가 경쟁적으로 결정되어 합리적인 가격인지와 부

가보험료가 경쟁적으로 결정되어 적정한지를 구분하여 볼 필요가 있다. 만약 두 요소 

중 출혈경쟁 또는 우월적 지위로 가격이 정해지는 시장이 있다면 각 요소에 대해 분리

하여 가격인하 규제 또는 가격인상 규제를 하는 것이 규제의 효과 및 소비자보호를 위

해 바람직할 것이다.

Inderst and Ottaviani(2009)의 연구18)에 의하면, 수수료가 높거나, 수수료 구조의 

투명성이 낮거나, 고객을 유인하기가 어려운 경우 불완전판매가 발생하기 쉽다고 보고 

있다. 수수료 구조가 불완전판매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는 연구로, 수수료에 대한 

규제로 불완전판매를 낮출 수 있고 결과적으로 소비자보호를 제고시킬 수 있다는 것

이다.

만약 순보험료가 경쟁적으로 결정되는 반면, 부가보험료는 그렇지 못한 경우 가격 

전체가 아니라 순보험료는 가격자유화, 부가보험료는 규제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

다. 특정 채널이 과도한 시장지배력이 있는 경우 부가보험료에 대해 직접적으로 가격

규제가 이루어진 국내외 사례가 있다.

18) Inderst Roman, Ottaviani Marco(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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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의 경우 2003년 방카슈랑스 도입 후 당초 소비자 편익으로 예상했던 보험료 인

하의 효과가 없자 2005년 7월부터 신계약비에 대해 직접 규제하여 가격을 인하하게 

되었다. 금융기관대리점에서 판매하는 상품에 대해서는 기존의 다른 판매 방법에서의 

표준예정신계약비율보다 낮게 수수료를 규정하였다. 저축성보험의 경우는 표준예정

신계약비율의 70% 이내에서 사용하도록 감독규정을 만들었다. 그 결과 판매수수료인 

신계약비가 기존 상품보다 30% 이상 하락함에 따라 보험료는 2.5~5% 정도 인하하는 

효과를 가져다주게 되었다. 이후 가격 인하 효과를 더욱 크게 감독규정을 개정하였는

데, 2014년도에는 60%, 2015년도에는 50%로 인하되어 현재까지 50%로 감독규정에 

명시되어 있다. 

가격규제 후 금융기관대리점을 통해 판매되는 상품의 가격 인하 효과가 있었으며, 

동 채널 통한 소비자의 만족도는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 품질보증과 민원 등의 내용을 

포함한 불완전판매 비율이 <표 Ⅳ-4>에 의하면 방카슈랑스채널의 경우 2013년 이후 

전체 평균보다 더 높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구분 방카슈랑스 전체

2012 0.35 0.93

2013 0.40 0.78

2014 0.10 0.67

2015 0.06 0.59

2016 상반기
(변액보험 제외)

0.04 0.31

2016 상반기
(변액보험)

0.00 0.37

자료: 생명보험협회 공시실

<표 Ⅳ-4> 가격규제 후 방카슈랑스 불완전판매 비율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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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외사례 

가. 수수료 규제 

가격 자유화가 일반적인 해외 선진보험시장에서도 수수료에 대해서는 규제하는 경

우가 많다. 미국, 독일, 영국, 호주, 싱가포르에서 수수료에 대한 직접 규제가 있다. 미

국의 뉴욕주 보험법 4228조에서는 판매채널별로 4차년도까지 판매수수료 총액에 대

해 규제를 하고 있다. 미국 뉴욕주의 경우 총 수수료 포함 판매비를 제한하는 규정은 

뉴욕주 보험업법(4228조: Life Insurance and Annuity Business: Limitation of Expenses)

에 근거하고 있다. 동 규정은 뉴욕주에서 영업하는 모든 생명보험회사에게 적용되는 

규정으로 뉴욕주에서 보험상품을 판매할 경우, 타 주에서도 뉴욕주의 규정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뉴욕주는 시장규모가 크고 뉴욕에 본사를 둔 생명보험회사의 수가 많아 

미국 내에서 선도적 위치에 있기 때문에 뉴욕주 규정을 따르는 생명보험회사가 많다. 

뉴욕주 보험업법 4228조의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면 본 법안은 1906년에 제정되어 

1950년대에 상원의 개정안에 의해 개정되었으며, 1996년 가격규제를 상당히 완화하

는 법안이 제안되었으나, 소비자보호 문제로 통과되지 못했다. 이후 1997년 8월 기존 

법안에 어느 정도 신축성을 부여한 법안이 통과되어, 1998년 1월 발효되어 현재의 형

태로 남게 되었다. 타 주와는 달리 보험회사의 영업 방법에 대한 규정을 비교적 세부

적이고 보수적으로 기술한 본 법안 때문에 보험회사들은 기존의 보험법인과는 별도로 

뉴욕주 내 영업만을 위한 법인을 따로 설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뉴욕주 보험업법 제4228조는 보험 Agent 및 GA(General Agent)에게 지급하는 수수

료 및 비용에 대한 제한을 하고 있는데, 1998년 개정 발효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

다.19) 상기조항의 (d)항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Agent에게 생명보험계약의 경우 초년도 환

산보험료(Qualifying First Year Premium)의 55%, 제2보험년도 갱신보험료의 22%, 제3

보험년도 갱신보험료의 20% 또는 제4보험년도 갱신보험료의 18%를 초과하는 수수료

를 지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판매비용을 포함시킬 경우 초년도는 환산보험료

19) Society of Actuaries(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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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91%를 초과할 수 없다. 

생명보험계약에서는 GA에게 초년도 환산보험료의 63%, 제2보험년도 갱신보험료의 

27%, 제3보험년도 갱신보험료의 23% 또는 제4보험년도 갱신보험료의 20%를 초과하

는 수수료를 지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판매비용을 포함시킬 경우 초년도는 환

산보험료의 99%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Agent보다는 조금 높은 수준이다. 

적격연금의 경우 Agent와 GA 각각에 대해 초년도 환산보험료의 14.5%, 16%, 제2보

험년도 갱신보험료의 4.5%, 6%, 제3보험년도 갱신보험료의 4.5%, 6%, 또는 제4보험년

도 갱신보험료의 4.5%, 6%를 초과하는 수수료를 지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판

매비용을 포함시킬 경우도 각각 초년도 환산보험료의 14.5%, 16%로 수수료 한도 내에

서 지급하여야 한다. 

일시납 생명보험과 연금에서는 Agent와 GA 각각에 대해 일시납보험료의 7%, 8%, 

판매비용을 포함해서는 각각 7%, 8.5%로 GA에 대해 판매비용을 조금 더 높게 책정하

고 있다. 

하지만 1차년도부터 4차년도까지 한도 내에서 지급비율은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

고 있다. 예를 들어, 생명보험계약에서 제1보험연도에 환산보험료의 91%, 이후 4보험

연도까지 세 번에 대해 각 20% 또는 매년 37.75%((91+60)/4=37.75)와 같이 조정할 수

는 있다.

독일의 경우 민영건강보험에서 수수료 한도 규정을 두고 있다.20) 독일금융당국

(BaFin: Federal Financial Supervisory Authority)은 민영건강보험에서 수수료가 지나

치게 높아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2012년 4월 1일부터 수수료에 대해 직접 규제를 하고 

있다. 예를 들어, 25년 계약의 경우 전체수수료의 합이 총보험료의 3.3%를 넘지 못하

게 규제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브로커의 조건부 커미션(Contingent Commission)을 금지하고 있다. 조

건부 커미션은 브로커가 많은 물건을 보험자에게 중개해주고 그 대가로 추가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영국에서는 판매실적 연동 비례급(Volume Overrider)이라고도 하며, 미

국의 2004년 Eliot Spitzer Case 이후 계약자의 이익에 반한다고 해서 브로커가 조건부 

20) Institut für Finanzdienstleistungen e.V.(201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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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미션을 받는 것을 금지해오고 있다.21) 

수수료와 관련하여서는 호주에서 지난 10년간 큰 변화가 발생했는데, 우리에게 시

사하는 바가 크다. 호주의 금융시스템은 1996년 Wallis 보고서에 의해 소비자의 합리

적 선택을 위한 공시 중심의 개혁이 있었다. 당시 개혁의 주요 내용에는 투자상품 판매

와 조언에 필요한 적격성과 윤리성에 관한 요건, 자문료와 서비스 제공자의 능력에 관

한 공시, 투자자의 재산과 금전 취급에 관한 규정 등이 있었다.22) 

하지만 2009년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1996년 Wallis 내용은 당시의 금융환경에 더 

이상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었다. Wallis 보고서에서는 투자형 상품의 공시를 중시하

였지만 투자자가 이를 제대로 읽지 않는 문제점이 있고, 판매자 또는 자문자의 이해와 

투자자 또는 계약자의 이해가 서로 충돌하는 데 논란의 핵심이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갈등의 근원적 원인이 보상체계(Remuneration)에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개혁이 이루

어지게 되었다. 

당시 금융위기 여파를 수습하기 위해 2009년 9월 국회에서 기업과 금융서비스 조인

트 커미티(PJC: Parliamentary Joint Committee on Corporations and Financial 

Services)가 만들어졌다. 이후 금융개혁은 PJC에서 진행되었으며, 2009년 11월 Ripoll 

보고서가 나오게 되었다.23) 

PJC의 금융상품 서비스에 대한 질의(Inquiry Into Financial Products and Services)

에 대한 답변으로 2010년 4월 전직재무장관 Chris Brown은 호주 금융서비스(FoFA: 

Future of Finance Advice) 개혁을 공표하였다(ASIC 2012). FoFA는 2012년 3월 22일 

국회를 통과하였고, 2013년 7월 개혁을 시행하게 되었다.

금융서비스 개혁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최선의 의무(판매자의 이익이 아니라 고

객의 이익을 최우선), 둘째, 소비자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충되는 판매 보수

(Conflicted Remuneration)의 금지, 셋째, 연도별 자문료 공시(FDS: Fee Disclosure 

Statement), 넷째, 2년마다 자문료 조정에 대한 고객의 사전 동의 필요, 다섯째, ASIC

21) AXCO(2011)

22) Financial System Inquiry(1996)

23) Parliamentary Joint Committee on Corporations and Financial Services(2009. 11); 동 
보고서는 위원회 의장인 Bernie Ripoll의 이름을 따 Ripoll Report로 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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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인허가 권한 확대로 요약할 수 있다. 

개혁의 핵심은 최선의 의무 제공을 위해 판매보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판매실적 연동 비례급(Volume Rebates), 시책 등(Bonuses and Any Other Financial 

Incentives), 비금전적 급부(Soft-dollar Benefits)를 금지하여, 소비자 중심의 판매 시

장을 형성하는 것이다. 즉, 이해상충보수의 금지가 주요 내용인데, 이해상충이 있는 보

수인지에 대한 판단은 형식보다는 내용에 기반을 두고 판단하며, 보수 방법, 보수 주

체, 보수 시기, 보수 이유, 보수 금액 및 결정 방법, 보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된다. 예를 들어 보수 시기와 관련하여 금융상품이 판매된 후 고객이 주는 보수는 이해

상충이 없다고 보아 보수금지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FoFA 실행 후 호주에서 평가 및 논의사항을 보면, 2013년 개혁에서 더 나아가자고 

주장하고 있다. PIR(Post Implementation Review)에서 FoFA개혁이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수수료 금지와 자문료 지급을 현재 투자형상품에서 확대하여 보장성생명보

험과 손해보험으로까지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AIST 2017). 

ASIC의 보고서(2014)에 의하면 수수료 체계하에서는 96%가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

지 못했다고 조사되었다. 수수료 금지를 시행한 이유는 금융산업에서 이해관계가 첨예

하게 대립될 수 있는 수수료를 자문료로 전환함으로써 갈등을 완화하고, 보수체계를 

바꾸어 판매자가 고객의 니즈를 우선 고려하도록 하고, 나아가 효율적인 금융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PIR에서는 수수료 금지를 보장성생명보험과 손해보험으로 

확대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보고 있다. 

한편 보장성생명보험과 손해보험으로까지 확대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이유로 보험 

수요의 감소와 판매 어려움으로 인한 판매자의 감소를 산업에서는 주장하고 있다. 그

러나 PIR에서는 보험 수요의 감소보다 소비자의 이익이 더 중요하며, 판매자는 관련 

통계를 볼 때 오히려 증가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이 근거 없다고 보고 있다. 호주에

서 판매자는 2009년 5월 18,000명이었으나, 2016년 12월 31일 25,300명으로 오히려 

그 수가 증가하였다. 

연도별 자문료 공시도 개혁의 내용 중 하나이다. 2년마다의 자문료 조정을 1년에 한 

번씩 조정으로 바꾸어 적어도 1년에 한 번 이상 고객 서비스 제공과 자문료 수준의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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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의하고 있다. 

PIR에서는 또한 비금전적 급부에서 예외로 두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도 고객지향적 

자문(Unbiased Advice)을 위해 금지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고객이 지급하는 비금전

적 급부, 손해보험에서의 비금전적 급부, 300달러 이하에 해당되는 비금전적 급부, IT 

지원 및 교육 훈련 급부는 2013년 FoFA에서 예외로 두었는데, 이들에 대해서도 금지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호주는 상충되는 보수금지 규제뿐만 아니라 승환계약 및 선취수수료에 대해서도 강

력하게 규제하고 있다. 호주에서 생명보험계약의 경우, 신규청약의 6분의 1에서 3분의 

1이 부당 승환계약인 것으로 보고될 만큼 승환계약의 문제가 보험시장에서 매우 심각

한 이슈로 등장하였다. 부당 승환계약은 재무설계사(Financial Planner) 혹은 재무조

언자(Financial Adviser)들의 조언에 의해 대부분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호주는 

부당 승환계약(Churning)의 문제를 강력한 규제로 대처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게 됐는데, 이에 호주 금융서비스위원회가 금

융서비스위원회 규범인 생명보험보수규정(Life Insurance Remuneration Arrangement)

을 개정하여 2018년 1월부터 적용하고 있다.24) 주요 내용으로 우선 선취수수료(Upfront 

Commission) 중심의 보상체계에서는 상품판매자가 수수료 수입 확대를 목적으로 소비

자에게 부적합한 상품을 권유하고, 자문의 질이 낮다고 판단하여 선취 규제를 강화하

였다.

그 결과 선취수수료 수준을 낮추고 유지수수료의 비중을 높이도록 설계하였다. 생

명보험 판매자가 받는 선취수수료의 최고한도를 2018년 초년도 보험료의 80%, 2019

년 70%, 2020년 60%로 단계적으로 인하하고, 2차년 이후부터 발생하는 유지수수료 한

도는 갱신보험료의 20%로 상향 조정하였다.25)

또한 보험계약 체결 후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수수료를 환수할 수 있는 규정

(Clawback Arrangement)을 도입하였다. 보험계약 체결 후 1년 이내에 해당 계약이 해

24) Life Insurance Framework(LIF) reform으로 칭함; Corporations Amendment (Life Insurance 

Remuneration Arrangements) Act 2017

25) Parliamentary Joint Committee on Corporations and Financial Services(201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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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되는 경우 선취수수료 전액이 환수되며, 2차년도 중에 보험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선

취수수료의 60%를 환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보장범위 조정 등에 따른 보험료 감소 

시에도 초년도에 수취한 수수료의 일정비율(1차년도 100%, 2차년도 60%)에 보험료 감

소 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환수하도록 규정하였다.26) 

이러한 조항은 고객의 이익을 훼손하는 승환계약은 대부분 해약으로 이어진다는 점

에 착안하여 계약체결 후 2년 안에 해약이 이루진 경우 보험회사가 지급한 수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즉, 판매자로 하여금 그들이 주선한 계

약에 대하여 2년 동안 책임을 지도록 하였다. 이러한 조치에 대해 호주 감독기구인 

ASIC는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해 바람직한 조치라고 지지를 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경우에도 판매실적 연동 비례급을 금지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보험보수

규칙(Insurance (Remuneration) Regulation) 제3조 제4항에 의하면 보험계약의 수, 금

액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판매 수수료를 지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27) 

나. 자문료 사례 

1) 영국의 RDR(Retail Distribution Review) 사례

영국이 RDR를 통해 투자형상품에 대해 수수료 대신 자문료를 도입한 것은 불완전

판매와 관련이 높다. 영국은 전통적으로 유럽과 세계에서 가장 규제가 완화된 금융시

장을 지향해 왔으며, 이를 통해 경쟁 환경을 조성하되, 소비자보호를 두텁게 하는 금융

정책을 시행해왔다.

하지만 1990년대 연금 불완전판매 스캔들 이후 소비자보호를 위해 공시를 강화해

왔으나, 시장에서는 여전히 불완전판매가 발생하여 공급자 또는 판매자 중심의 제도 

개혁 및 강화로는 한계가 있음을 경험하였다. 즉, 시장에서 공시를 아무리 강화하여도 

판매자는 고객의 이익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우선하여 행동하기 쉽다는 것을 알게 되었

26) ASIC(2017)

27) MAS(2015)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는 동 규정이 개정되어 Insurance (Remuneration) 

Regulation 2017이 적용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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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 결과 PPI와 같은 대규모 스캔들도 발생하였고, 당시와 같은 보수체계로는 규제

를 아무리 강화하여도 효과가 없다는 것을 지각하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FSA는 왜 불완전판매가 행하여지는지에 대하여, 보험판매의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Oliver Wyman이 1991년 영국 보험협회와 런던 생명보험회사

협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의하면, 영국 경제활동인구의 200분의 1에 해당하는 약 17만 

2천 명의 모집인들은 가족이나 친지들에게 보험상품을 판매한 후 인맥이 소진되면 보

험업계를 떠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에 Lobo-Guerrero(2013)의 연구에서도 모집

활동 시작 후 2년 이내에 80%가 그만두게 되는 구조적 문제가 불완전판매를 만드는 

원인이라고 보았다. 

그 결과 RDR에 의해 서비스 지급의 구조를 소비자가 직접 판매자에게 주는 방식으

로 변경하게 되었다. 2012년 말부터 투자형상품에 대해서는 수수료(Commission) 방

식을 금지하고 자문료(Fee)로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 네덜란드와 호주도 유사한 

취지로 자문료 방식을 도입하게 되었다.

네덜란드의 자문료 도입 시기 및 배경을 보면, 2010년 10월 당시 재무장관인 Jan 

Kees de Jager가 하원에 수수료 금지안을 제출하면서 논의가 되어 2013년 자문료가 

도입되었다. 네덜란드에서 수수료를 금지한 이유도 판매자가 고객에게 가장 이로운 상

품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판매수익을 가장 많이 가져다주는 상품을 고객에게 권하

는 관행을 근본적으로 없애기 위해서였다. 

당시 수수료 금지안에 대해 네덜란드 보험협회와 ING는 찬성하였다. 네덜란드 보험

협회는 동 안이 네덜란드 보험 유통구조를 현대화시키는 조치라고 환영하였다. ING의 

경우도 수수료 금지는 고객에게 부합되는 상품 제공으로 보험소비자의 정보불균형을 

완화시킬 수 있는 조치이며 종국적으로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보아 환영

하였다.

수수료 금지에 포함되는 상품은 생명보험, 연금상품이고 손해보험 상품은 제외되었

다. 손해보험 상품은 여전히 수수료로 판매자에게 지급되고, 생명보험, 연금상품은 고

객이 판매자에게 자문료를 지급하는 형태로 바뀌었다. 

영국에서 RDR 시행 후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정인 측면이 모두 나타났다. 컨설팅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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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 Europe Economics(2014)는 영국에서 자문료 도입으로 상품 바이어스(Product 

Bias)가 감소하였다고 평가하고 있다.28) 수수료 체계에서는 많은 수수료를 받을 수 있

는 상품을 더 많이 판매하게 되어 소비자 편익을 반영하지 못하는 상품 바이어스가 있

었는데, RDR의 시행으로 이러한 바이어스가 감소하였다고 보고 있다. 즉, RDR 시행으

로 2013년 이전 높은 수수료 상품의 수요는 감소하고, 낮은 수수료 상품의 수요는 증

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왜곡된 인센티브가 정상화되어 결과적으로 2013년 이전

과 같은 수수료 중심이 아니라 가격과 적합성 중심의 시장이 형성되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자문 비용의 상승으로 모든 금융소비자가 양질의 서비스를 받기가 어려운 문

제점인 자문갭(Advice Gap)이 발생했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FAMR(Financial 

Advice Market Review)이 2015년부터 논의되기 시작했다. FAMR의 주요 내용은 구입 

용이성(Affordability), 접근 용이성(Accessibility), 책임과 소비자 구제(Liability and 

Consumer Redress)이다.29) 

2) EU 동향 

자문료와 관련된 EU에서의 동향은 최근 시행된 IDD(Insurance Distribution Directive)

와 EU 소비자 단체인 BEUC(Bureau Européen des Unions de Consommateurs)의 IDD에 

대한 평가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IDD는 투자형상품을 판매하는 판매자와 관련된 지

침이다.30) 소비자보호 강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EU 보험유통지침인 IDD는 원래 2018

년 2월 23일부터 실행되려고 하였으나, 보험산업의 반대와 기존 금융규제와의 상충으

로 연기되었다가 2018년 10월 1일 시행되었다. 

IDD는 기존의 2002년 IMD(Insurance Mediation Directive)를 대체한 것인데, 주요 

내용을 보면 공시의무 강화, 전문성 강화, 소비자 요구와 니즈 파악의 구체화, 보험과 

28) Europe Economics(2014)

29) House of Commons Library(2015. 3)

30) 손해보험의 경우 판매자와 관련된 지침은 IPID(Insurance Product Information Document), 

보장성 생명보험보험의 경우는 LIPID(Life Insurance Product Information Document)가 적
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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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험상품이 통합적으로 판매될 경우의 의무사항 등이 있다. 

이 중 공시의무 강화에서는 보험상품의 판매로 판매자가 수수료를 받는지, 자문료

를 받는지, 아니면 둘 모두를 받는지를 소비자에게 알려야 하고, 또한 이외의 급부가 

있다면 이 부분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문성 강화는 일년에 15시간 이상 

판매와 관련된 교육을 받아야 하며,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의 한도 확대를 주 내용으로 

한다. 기존의 IMD에서는 클레임당 ￡1,000,000, 통합 ￡1,500,000 이상의 배상책임보험

에 가입이 의무화되었으나, IDD에서는 클레임당 ￡1,250,000, 통합하여 ￡1,850,000로 

상향되었다.31) 

하지만 EU 소비자 단체인 BEUC에 의하면 IDD의 규제 내용이 미약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BEUC는 IDD가 2018년 1월 시행된 금융상품투자지침 II인 MiFID II(Markets in 

Financial Instruments Directive)32)에 비해 약한 규제라고 보고 있다. 그 이유로 

MiFID II에서는 수수료를 금지하면서 독립 자문(Independent Advice)을 제공하여야 

하는 데 반해 IDD에서는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소비자보호 측

면에서 보다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제시하고 있다.

또한 BEUC는 벨기에, 이탈리아, 독일 등에서 미스터리쇼핑(Mystery Shopping) 결

과 소비자보호를 위한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언하면서 수수료에서 자문료

로 이행한 영국과 네덜란드가 좋은 사례라고 보고 있다.33) 네덜란드는 변액보험 불완

전판매를 계기로 2013년부터 투자형상품에 대해 수수료를 금지하였다. BEUC(2018)는 

그동안 시행되어 왔던 수수료 금지에 대한 평가 결과, 수수료가 많았던 상품이 사라지

고, 상품이 단순화되었으며, 자문의 질적 수준이 높아지게 되어 수수료 금지가 효과적

이었다고 보고 있다. 

BEUC도 RDR의 시행 결과 수수료 중심의 판매가 완화되었다고 보고 있으며, 상품 

31) http://www.bocblog.com/2019/01/17/the-insurance-distribution-directive-changes-to-the

-regulation-of-insurance-intermediaries-in-the-eu/ 

32) 자본시장의 경쟁 촉진에 따른 이익이 시장참가자와 최종투자자에게 균등하게 분배되지 못
하고 있어 2010년부터 준비하여 시행된 EU 금융투자상품투자지침으로 트레이딩 추적과 
투명성 강화가 주요 핵심내용임

33) BEUC(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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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플랫폼 비용 감소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다만, 자문비 상승

이라는 단점이 있었지만 이로 인해 온라인 채널의 성장이라는 긍정적 효과가 만들어

졌다고 보고 있다. 이런 네덜란드와 영국의 결과를 바탕으로 BEUC는 EU 내 다른 국가

에서도 투자형상품에 대해서는 수수료 금지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제언

수수료의 투명성과 적정성은 소비자 신뢰와 관련하여 중요하다. 수수료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수료 공시가 강화되어 왔지만, 영국의 사례뿐만 아니라 우리의 경우

도 소비자 신뢰를 얻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영국은 수수료 투명성을 보험자 및 

판매자 측면이 아니라 소비자가 실감할 수 있도록 자문료 도입이라는 제도 개혁을 단

행하였다. 

영국의 경우, 특히 생명보험분야에서 투자형상품의 비중이 높고, 금융서비스 제공

에 대한 공정한 대가의 지불이라는 금융관행이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개혁

은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투자형상품의 비중이 상

대적으로 낮고, 자본시장의 변동성도 크고, 자문료의 지급에 대해 소비자의 거부감이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또한 자문료 도입에 따른 비용 상승도 문제이다. 따라서 자

문료로 보수 체계의 전환은 이론 및 해외사례를 볼 때 소비자 신뢰 회복에 긍정적인 효

과를 가져다주겠지만, 일부 소득 수준이 아주 높은 고객(High-end Customers)을 제외

하고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보여진다.

이러한 금융환경에서 소비자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수수료의 적정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특정 채널의 과도한 시장지배력으로 수수료가 합리적으로 정해지지 못할 

경우 호주의 사례에서와 같이 수수료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로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

는 수수료 적정성을 달성하는 것이 정책당국의 역할이라고 보여진다. 

방카슈랑스 도입 후 2014년, 2015년 수수료 규제로 불완전판매 비율이 감소된 경

험, 미국, 독일에서의 수수료 규제, 특히 최근 호주에서 이해상충보수의 금지는 감독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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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의 수수료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 필요성을 확인시켜준다. 수수료 수준의 적정성은 

검증하기가 곤란하지만 적어도 과거 고금리 시대와 비교하면 현재의 저금리하에서 수

수료 수준은 비교적 높은 편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감독당국의 수수료 규제는 뉴욕

주의 사례처럼 상한을 정하고, 호주의 경우처럼 시책, 비금전적 급부의 금지를 통해 실

질적으로 수수료를 규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