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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모집시장의 과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내 보험모집시장은 공급자 위주의 대면중심 판매방식이 고착화

되어 있다. 그러나 디지털 기술의 유용성과 편의성, 사회구조 변화, 사용자 태도, 새로운 

세대의 등장과 소비자 진화, 판매자와 소비자의 적합성, 상품구조 변화 등을 감안할 때 디

지털채널은 현재의 수준에서 벗어나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본 장에서는 현재 모집시장에서 노출된 문제와 향후 시장의 전개 방향을 고려해 볼 때 보

험회사의 경영전략 및 산업 신뢰도 차원에서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안과 해외의 경험, 그

리고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그림 Ⅶ-1> 모집시장 평가 및 전망과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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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마케팅전략의 재검토: 경영전략

가. 수요자 중심 판매채널 구축과 신뢰 회복

그동안 국내 보험산업은 회사별로 보험상품과 가격차별화가 크지 않아 상품판매를 담당

하는 모집조직이 보험마케팅 믹스143) 요소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였다. 결국, 보

험회사가 유통전략 수립 시 상품전략이나 가격전략과 연계할 필요가 없어 모집인이나 보

험대리점 등 모집조직에 의존하고, 이들의 연고를 중심으로 상품이 판매되어왔다.

현재와 같은 대면모집인을 통한 소비자와의 일대일 접촉은 고객에게 직접적으로 상품정

보를 제공하고 접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장점을 보유하나, 한정된 고객만을 만나고 

고비용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다. 특히, 수수료 중심의 영업관행이 고착화되면서 보험회사

는 소비자와의 장기적인 관계설정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보험회사와 판매자들은 

대면 중심 영업에서 벗어나 세대별･고객별 성향에 기초하여 판매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환경에서는 시장점유율보다는 고객점유율 개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보

험회사는 소비자에게 보험상품을 팔기보다는 고객을 관리하고 만족시켜야 하고 고객 중

심적 마케팅전략을 전개하여야 한다. 관리차원에서는 고객 세분화 및 차별화를 통한 적절

한 목표시장을 파악해야 한다. 

<그림 Ⅶ-2> 디지털채널의 이점 <표 Ⅶ-1> 전통적 마케팅 vs. 디지털마케팅

전통적 마케팅 디지털마케팅

신규 고객 획득

매출 증대

판촉 위주

단방향

규모의 경제

고객유지

고객만족

서비스 위주

양방향

범위의 경제

   자료: 윤미정(2020) 자료: 윤성준(2002)

143) 마케팅믹스란 제품 및 서비스(Product service), 가격(Price), 유통(Distribution), 촉진(Promotion)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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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보험소비자가 금융 및 보험에 대한 인식에 따라 현재 가입한 보험의 전반적 만

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하다. 보험소비자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소비자들의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금융인식 성향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험이나 금융상품 자체에 대

한 선호가 높은 경우 만족도가 높다. 특히, 보험소비자의 만족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요인

은 보험소비자 스스로 다양한 정보를 탐색하고 비교하며, 주변의 강요가 아니라 스스로 

필요를 느껴서 보험에 접근하는 경우이다(구혜경 2021).

특히, 젊은 세대일수록 소비자들은 기업이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상품을 받기만 하는 것을 

거부한다. 적극적으로 기업과 의사소통하고 발신자의 역할을 하고자 하는 양방향 의사소

통에 대한 욕구가 커지고 있다. 따라서 기존과 같은 공급자 중심의 단기적 이익추구가 아

니라 고객 중심의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이익이 발생하도록 하는 개별적 마케팅을 

추구하면서 고객과의 긴 한 관계형성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보험산업에 대한 긍정

적 이미지 및 소비자 신뢰 구축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정보 탐색 수준과 지각된 위험 수준에 기초한 소비자 유형에 따라 상품구매과정에

서 채널의 선택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 고객유형별로 채널 운영전략을 다르게 가져갈 

필요가 있다. 

<그림 Ⅶ-3> 정보 탐색 수준과 위험지각 수준에 기초한 소비자의 유통채널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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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김천주･이정희(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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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해외사례 

해외에서는 전통적으로 보험상품은 모집인(Agent)이나 중개인(Broker) 등 대면채널을 통

해 판매되어 왔다. 그러나 IT기술 발전과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로 온라인 거래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온라인에서 보험상품에 관한 정보를 획득하고 비교하는 소비자가 증가하였

다. 이에 따라 자동차보험이나 정기보험과 같이 단순하고 표준화된 상품을 중심으로 온라

인 채널을 통한 공급이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소비자들은 상품 구매 시 편리성, 신속한 정보획득, 가격의 투명성, 상품 비교가능성, 정

보 제공의 투명성 등을 중요시하며, 보험회사도 고객경험 개선을 위해 디지털채널을 활용

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미국 자동차보험시장에서는 75%의 구매자들은 이미 온라인으로 

상품 구매를 시작했고(Accenture 2011), 영국에서는 자동차보험 구매 중 애그리게이터

(Aggregator)를 통한 보험가입이 60%를 초과하고 있다(박소정 외 2017; CB Insights 2016)

온라인 모집시장은 ① 원수사가 직접 온라인 판매채널 구축, ② 단순가격 비교서비스, ③ 

판매 및 중개인의 역할, ④ 디지털보험회사 등 다양한 사업모형이 등장하고 있다. 

<그림 Ⅶ-4> 신기술 기반 보험중개인(Tech-enabled Intermediaries)

<전통적인 모집인> <리스크 컨설턴트>

<가격비교사이트> <독립중개인>

자료: CB Insights and Willis Towers Watson(202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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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코로나19는 보험회사의 디지털 전환의 큰 계기가 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유럽의 

경우 또는 국내에서와 같이 코로나19 발생 전에는 디지털채널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용도

는 크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소비자들의 디지털채널 활용도가 크게 

증가하면서 보험회사는 상품검색, 구매, 보험금청구 등의 전 업무영역에서 걸쳐 디지털 

전환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전 세계 17개국의 135,000명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Bain and Company(2020)의 조사

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기간(’19~’20년) 중 디지털채널을 통한 보험가입은 20% 성장했

는데 이는 과거 4년(’16~’19년) 동안의 연평균 성장률의 4배에 해당하는 실적이다. 

예를 들어, 독일의 HUK 24는 소셜미디어, 블로그, 모바일 앱 등을 통해 고객과 판매자 간 

실시간으로 상호작용이 수행하고 있으며, 미국의 레모네이드(Lemonade)는 인공지능(AI)

이 적용된 봇을 통해 고객과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레모네이드의 Maya봇은 고

객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자인터페이스를 통해 기본적인 질문을 하고, 

Jim봇은 고객의 보험금 청구를 검토하고 18가지 사기방지 알고리즘을 거친 후 고객에게 

보험금을 지불하는 구조를 띄고 있다.

<그림 Ⅶ-5> 코로나19 전･후 소비자들의 디지털채널을 통한 보험가입률 변화

(단위: %)

주: 해당기간 중 디지털채널을 통한 연평균 보험가입 증가율임

자료: BAIN and COMPANY(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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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집시장의 투명성 확보: 정책과제

가. 공시제도를 통한 시장규율 강화

다양하고 복잡한 보험상품이 다수 등장하면서 소비자들이 상품의 속성을 제대로 이해하

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특히, 보험상품의 경우 보험약관에서 소

비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들이 다수 존재하고 보장내용도 방대하여 이를 구체적으

로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에 따라 대다수 소비자는 보험구매과정에서 정보비대칭 

문제를 인식하고 구매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는다(백현진 외 2020).

보험회사, 보험상품 판매자, 소비자로 구성된 보험모집시장에서의 정보비대칭 문제는 영

업경쟁이 심화되면서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 특히, 보험회사나 판매자가 비대칭적 정

보를 이용하여 소비자보다는 본인의 이익을 우선시하여 고객에게 적합하지 않은 상품을 

권유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보험모집과정에서 상품에 대한 정보와 더불어 모집수수료

에 관한 정보144) 등이 적정하게 공개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판매자와 소비자의 이해상충 

해소가 어려워 시장 실패가 발생할 소지가 크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디지털 방식을 통한 보험가입이 확산될 경우 상품정보 및 계약체결 과정에서 소비

자와 판매자 간 이해상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공시제도의 중요성은 한층 더 중요해질 

것이다. 이는 소비자가 판매중개인(Intermediary)을 거치지 않고 온라인상에서 직접 금융

상거래를 할 경우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거래의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는 장점들이 존재

하는 반면, 온라인 채널은 원칙적으로 판매인이 배제되기 때문에 소비자는 전적으로 본인

이 구매를 결정한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는 구조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온라인 채널을 통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보험상품 선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소비자에

게 충분하면서도 균형 잡힌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소비자들

이 알기를 원하고 합리적인 구매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제공의 범위와 

수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144) 사업비 공시규정과 관련하여 현행 감독규정상 저축성보험에서의 보험계약 체결비용을 보험료 총액에 대한 비율

로 기재하도록 함. 한편,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은 보험회사에 적용되는 모집수수료율을 모집창구와 인터넷 홈페이

지에 공시해야 하고, 보험회사는 모집을 위탁한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모집수수료율을, 보험협회는 전체 금융

기관보험대리점등의 모집수수료율을 각각 비교･공시해야 함(보험업법시행령 제40조 제8항). 이때의 모집수수료

율은 보험계약 1건당 예정된 모집수수료를 보험료로 나눠 산출한 것으로, 모집수수료 개념으로 보험회사가 금융

기관보험대리점에게 보험 판매의 대가로 지급하는 총 수수료를 사용함(양기진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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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수료 체계 정비

보험상품 판매에 대한 대가로 보험회사가 모집인에게 지불하는 수수료는 판매수수료와 

유지수수료로 구분할 수 있다. 판매수수료는 판매시점에 보험회사가 선취지급(Up-front)

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유지수수료는 판매수수료 지급 후 계약 유지에 대한 보상으로 보

험료를 기준으로 지급된다.

국내 보험회사들은 단기성과 달성에 대한 유인과 설계사들의 조기정착을 위해 선지급수

수료(Up-front Commission)145) 방식을 활용하는 경우가 다수 존재한다. 보험영업 시장

에서의 과열경쟁으로 인한 과도한 선지급수수료는 회사의 재무건전성 저해, 보험료 인상

으로 인한 소비자 부담 가중, 산업의 신뢰성 훼손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선지급 

수수료를 받은 후 다른 보험회사나 법인보험대리점(GA)으로 반복적으로 이동하는 철새모

집인으로 인해 고아계약이 증가하고 승환계약이 발생하는 등 소비자 불만의 증가 원인이 

될 수도 있다(숭실대학교산학협력단 2014). 2020년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보험계

약 체결 후 1차 년도에 판매자가 수취하는 수수료를 월 납입보험료의 12배(1,200%) 이내

로 설정한 것은 모집시장에서의 부당영업 관행 개선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결국, 모집인에 대한 보수체계는 채널의 인센티브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 특히, 유지수수

료 존재 시 계약을 유지시킬 유인책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Drinkwater 2006), 

모집시장에서의 불건전 영업행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내부통제제도를 정비하고, 판매량

에 연동하는 수수료 체계 대신 유지율에 연동하는 수수료 체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보험업감독규정] 제4-32조(사업비의 합리적 집행)
① 보험회사는 상품별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최적사업비(단, 일반손해보험은 예정

사업비) 한도 내에서 보험중개사, 보험대리점과 보험설계사에 대한 수수료･수당 등의 보수와 그 밖
의 지원경비(모집에 대한 대가 및 모집한 계약에서 발생하는 이익과 관련한 모든 형태의 금전 및 물
품 등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수수료 등”이라 한다)가 지급될 수 있도록 자체 지급기준(이하 
이 조에서 “수수료 등 지급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하고 이를 적정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⑤ 보험회사는 보장성보험(일반손해보험 및 자동차보험은 제외)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수수료 등 지급기
준을 마련할 때 보험상품의 보험료 납입기간별･판매채널별 대표가입 속성 기준에서 보험계약 체결일로
부터 1년간 지급하는 수수료 등(단, 별표 14에서 정한 표준해약공제액의 80% 이상을 해약 시 보험료
적립금에서 공제하는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 경과시점의 예상 해약환급금을 합
산한다)이 보험계약자가 1년간 납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보험료 이내가 되도록 설정하여야 한다.

145) 선지급수수료는 판매자가 모집한 계약이 일정기간 꾸준히 유지된다는 전제로 수수료 총량은 일정하되 수수료 중 일

부를 계약 익월에 집중하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국내 보험산업에는 ’08년 4월부터 도입하여 보험회사는 대리점 유치

를 위해, 대리점은 우수한 설계사 유치, 영업규모 확대 등을 위해 운영되고 있음(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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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해외사례: 모집수수료 관련

1) 공시제도 

해외 주요국에서도 소비자들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보험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다

양한 공시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유럽보험연금감독청(EIOPA)에서는 가격비교사이트 관

련 모범규준 발간을 통해 금융상품 거래의 투명성(Transparency), 단순성(Simplicity), 공

정성(Fairness)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하였다.146) 소비자가 선택한 금융상품 간 가

격비교가 가능하도록 표준화된 형식을 사용하고 가격비교 외에 다양한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보험상품의 경우에는 최종 보험료, 위험보장 범위 이외

에도 공제내역, 면책조항, 수수료 정보 등의 정보 비교도 가능해야 한다. 아울러 변액보험 

등 투자형 상품(Packaged Retail and Insurance-based Investment Products; PRIIPS)에 

대해서는 투명성 기준을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해외의 경우 보험상품 판매자들이 수령하는 수수료에 대해서 광범위한 정보 제공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호주는 소비자와의 이해상충 소지가 있는 사항을 상품설명서에 직접 기재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영업행위감독청(ASIC)은 규제지침서(Regulatory guide)를 발

간하여 상품설명서의 내용을 직접 규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상품설명서에 모집종사자가 

받을 수수료에 관하여 모집종사자가 수령하게 되는 이익과 기타 이해상충 사항을 공시하

도록 하고 있다(양기진 2020; 김영국 2019).

한편, 영국에서 개인연금, 양로보험연계형 주택담보대출(Mortgage Endowment Policy; MEP) 

상품, 지급보증보험(Payment Protection Insurance) 상품 판매과정에서 불완전판매 문제

가 대두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수수료 공시가 강화되었다. 1988년 기업연금을 개인연금

으로 대체하는 적용제외 방식이 도입되면서 상품판매자의 부적절한 권유 또는 자문이 발생

하였고 그 과정에서 불완전판매로 인해 45억 파운드의 손실이 발생하였다. 이후 영국에서

는 1995년 1월부터 ‘연성(Soft) 공시’에서 ‘경성(Hard) 공시’로 공시 방법이 강화되었다.147)

146) EIOPA(2014)

147) 정세창(2019); Soft 공시에서 수수료는 ‘%’로 공지가 가능하나, Hard 공시에서는 금액 단위로 수수료를 공지하

는 것으로 강화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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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수료 규제

미국은 보험계약 해지 시 해약공제액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판매수수료를 규제하고 있다. 

보장성보험은 우리나라의 표준해약환급금 제도와 유사한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으나, 저

축성보험(거치연금)의 표준해약환급금은 영업보험료의 87.5% 이상을 최저해약환급금으

로 지급하도록 제한하고 있다(이창수 외 2014). 한편, 뉴욕주는 개인생명보험, 연금보험

에 대해 MGA에 지급하는 수수료 지급 한도를 보험료의 일정 비율 이내로 제한한다.148)

영국은 수수료에 대한 별도 규제는 없으나, 보험상품 판매과정에서 소비자에게 판매수수

료를 직접 공지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 FCA는 보험회사의 가격결정 자율권을 보장하고 

사업비와 관련된 세부 감독규정은 없는 상황이다.

한편, 일본의 주요 보험회사들은 2018년부터 고객 중심 업무운영을 위해 대리점수수료 

산정 시 판매량 등 양적 평가 항목 외에 계약유지율, 판매자 전문성, 사후관리서비스, 고

객대응시스템 등 질적 평가 항목을 도입하고 특정 상품 판매에 따른 추가보수를 폐지하는 

등 자율규제를 시행하고 있다(김동겸･정인영 2020).

<그림 Ⅶ-6> 일본의 보험대리점 판매수수료 평가체계 개편 전･후 비교

개정 전(’18년 이전) 개정 후(’19년 이후)

판
매
수
수
료

기본수수료: 
보험상품 판매 및 유지에 

기초한 평가
⇒

 기본수수료 
보험상품 판매 및 유지 항목 

(양적 평가)

품질수수료
(가산수수료)

경영관리 및 모집관리 항목 
(질적 평가)

특정 상품 판매에 따른 
추가 보수 및 기타비용 부담

⇒ “폐지”

자료: 김동겸･정인영(2020)

148) New York Insurance Law - ISC § 4228. (d) A company may pay agents and brokers as it sees fit 

for the sale and service of policies and contracts.  However: (5) With respect to premiums and 

considerations recorded within a period of twelve consecutive months on business written by 

any agent or broker, no company shall pay or permit to be paid to an agent or broker expense 

allowance greater than the excess, if any, of the sum of:

     (A) ninety-one percent of all qualifying first year premiums

     (B) with respect to qualified annuity contracts, fourteen and one-half percent of periodic 

considerations incurred in the first contract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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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수료 지급방식: 자문수수료

호주는 모집수수료 체계를 보험회사가 모집인에게 지불하는 방식이 아닌 소비자가 판매

자에게 지급하는 자문료(Fee) 방식으로 전환하였으며, 영국에서는 FCA가 수수료를 소비

자에게 공개하고 금융상품판매업자가 금융상품제조업자로부터 모집수수료를 직접 수취

하지 못하도록 규율하고 있다(양기진 2020). 

영국에서는 보험 불완전판매를 줄이기 위해 RDR(Retail Distribution Review) 규정에 따

라 모집종사자의 금융상품판매에 대한 대가를 소비자들이 직접 지불하는 방식인 ‘자문료

(Fee)’ 체계로 변경하였으며, 이 같은 변화를 통해 모집종사자의 왜곡된 인센티브를 정상

화하는 데 기여하였다고 평가받고 있다.

EU는 보험상품 판매가 고객이익에 부합하고 관련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2018년 10월부터 EU 내 모든 보험회사 및 보험상품 판매회사를 대상으로 보험상품판매

지침(Insurance Distribution Directive; IDD)을 시행하고 있다.149) 특히, 판매자가 고객

으로부터 직접 지급받은 자문수수료(Fee)의 경우 항목 유형, 산정기준, 금액을 공개해야 

하고, 정확한 금액 공개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산정방식으로 대체하도록 규정하고 있

다.150) 한편, 보험 판매인이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는 판매수수료(Commission)에 대해서

는 항목유형 및 기준을 공시하며, 금액에 대한 공시 의무는 별도로 적용하지는 않고 있다.

<그림 Ⅶ-7> 주요국의 모집인에 대한 수수료 체계

 자료: OECD(2020)

149) Directive (EU) 2016/97

150) IDD 제119조 1항((d), (e)),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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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디지털 환경을 반영한 모집규제 정비

가. 대면채널과 비대면채널 간 연계 방안 마련: 소비자 편의성 제고

현행 보험모집규제에서는 판매채널 간 연계 운용을 제한하고 있는 상황이다.151) 소비자

가 최초에 접근한 채널에 따라 계약체결 전 과정이 결정되는 구조로, 해당 채널에서 규정

하고 있는 요건을 준수하여 보험계약 체결이 완결되어야 한다. 이 같은 모집절차상 제약

은 상품특성과 결합하면서 낮은 비대면채널 활용으로 이어지고 있다. 소비자들 비대면채

널을 통한 계약체결과정에서의 불편함으로 중도에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이다.

타 산업에서는 소비자 행태 변화, 언택트 문화 확산으로 소비자가 온라인, 오프라인 등 여

러 경로를 거치며 상품을 검색하고 구매하는 옴니채널(Omni-channel)이 활발히 진행되

고 있어 소비자 편익제고 차원에서 보험계약 체결 단계별로 소비자의 선호에 따라 가입방

식를 선택･진행할 수 있는 융합채널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보험가입과정을 세분화 한 후 각 단계별 준수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보험모집과정을 ① 정보 탐색, ② 모집인과의 접촉 및 가입권유･상품설

명, ③ 계약체결, ④ 보험서비스 제공 등으로 분류하고, 향후 소비자와의 분쟁 가능성을 최

소화하기 위해 각 과정에서 필요한 요건 및 이행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보험회사

는 보험상품･판매채널별로 사업비율을 달리하여 산출하는 것이 가능한데, 채널 간 연계를 

통한 보험가입이 진행될 경우 사전에 책정된 사업비 배분 문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림 Ⅶ-8> 옴니채널을 통한 보험가입 예시 <그림 Ⅶ-9> 보험 모집절차 과정

고객발굴 및 청약권유

↓

상품 정보 제공

↓

청약서 작성 및 약관설명 및 교부 

↓

보험증권 발급

자료: McKinsey(2020b)        자료: 보험업감독규정

151) 금융위 유권해석 회신문(17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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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온라인플랫폼에 대한 규율체계 마련: 신채널 등장에 대한 대응

현재와 같은 플랫폼기업에 대한 금융규제 공백은 공정경쟁, 소비자보호에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을 규율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시장참여자 간 규제격차는 공정경쟁을 훼손하고 디지털 사업모형은 소수기업의 데이터 

독점을 통해 시장지배력 구축을 심화시킬 수 있어, 금융당국과 경쟁당국 간 정책공조가 

필요하다. 소비자피해에 대한 법적책임 부여 시 자기책임과 함께 시장지배력 및 배상자력 

등을 반영하고 이에 부합한 분쟁조정 절차를 마련하여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다만, 플랫폼기업에 대한 규제가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거나 플랫폼의 시장참여

를 저해하지 않도록 판매채널 간 규제형평성 문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편, 장기적으로는 소비자 편익 제고, 규제차익 문제 해소, 새로운 모집방식 대응을 위해 

업권별･채널별 규제에서 벗어나 보다 유연한 금융규제 체계로의 전환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규제 사각지대로 인한 규제차익을 해소하고, 금융기관과 플랫폼기업 간 협업･경쟁

을 통한 시장혁신 촉진을 위해 업권별 규제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대면 중심 영

업환경에서 출발한 현재의 채널별 보험모집규제는 대면과 비대면방식의 결합152)이나 옴

니채널(채널 간 이동) 등과 같은 새로운 모집방식을 수용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능

별 규제로의 전환을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림 Ⅶ-10> 비전속영업조직의 사업모형 <표 Ⅶ-2> 온라인플랫폼의 긍정적･부정적 기능

긍정적 기능 부정적 기능

시장혁신

소비자후생 증진

서비스 다양화

시장효율성

금융접근성

맞춤형서비스

규제차익

불공정경쟁

독과점

과도한 위험추구

시스템리스크

자료: 황인창(2020), BIS(2022) 등을 기초로 작성함 

152) 대면과 비대면방식이 결합된 새로운 모집방식은 <부록 Ⅱ>를 참조하길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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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해외사례

해외에서는 플랫폼기업의 금융업 진출로 규제공백을 해소, 신규진입자와 기존 사업자의 

공정경쟁, 산업혁신 촉진, 소비자보호 등을 목적으로 금융규제 체계를 정비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금융규제 체계 정비 방향은 일본과 같이 새로운 진입자를 규율하기 위한 별도

의 규율체계를 설정하는 방식 또는 기존 법체계를 보완하는 형태로 구분해 볼 수 있다.

1) 횡단면적 규제: 일본의 금융서비스중개업

일본에서는 플랫폼 및 핀테크기업을 비롯한 타 업종의 금융업 진출 확대에 따라, 동일기

능･동일리스크를 보유한 금융업무에는 횡단적으로 동일한 규제를 마련하기 위해 2021년 

11월 금융서비스중개업제도를 시행하였다.153) 

일본의 금융서비스중개업은 ① 단일 라이센스 취득을 통해 ② 복수 금융업권의 서비스･상
품을 ③ 매개(媒介)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154) 기존 제도하에서 은행･증권･보험 등 복

수 업권에 걸쳐 다수의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금융서비스를 중개하기 위해서는 ‘개별업권

의 사업면허 취득’과 ‘소속제(所属制)’의 적용을 받아야 했다는 점에서,155) 판매자에게 다

양한 금융서비스를 일괄적으로 제공하는 혜택을 부여했다고 볼 수 있다.

금융서비스중개업이 도입된 배경으로는 플랫폼기업의 금융업 진출로 편의성이 높은 금융

중개서비스, 복수업권 및 다수의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

받길 원하는 수요가 증가하였으나, 플랫폼 기업이 업권 횡단적으로 다수 금융기관의 상

품･서비스를 중개하려고 할 경우, 복수 업권에서 중개업 등록이 필요하고 다수의 금융기

관으로부터 업무 지도를 받아야 하는 등 사업운영에 어려움을 지적하는 경우가 다수 존재

하였다. 즉, 기존 중개업자에 대한 규제는 기능별로 나뉘어 있기 때문에, 기능을 넘어 상

153) 金融審議会(2019. 7. 26); 金融審議会(2018)

154) 한편 중개업자가 기존 중개업과 新금융서비스중개업 양쪽의 사업면허를 모두 소지하고 중개행위를 할 경우 어떤 

입장에서 어떤 규제에 의거하여 중개행위를 하는지 소비자에게 혼동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동일 분야에서의 겸

업은 금지함(정인영(2021); 金融庁(2021. 6))

155) 종전에는 은행법, 금융상품거래법, 보험업법 등 업권별 규제에 의거하여 복수 사업자 등록이 요구되었으며, 중개

업자는 특정 금융기관에 소속되는 것이 요구됨에 따라, 다수의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상품･서비스를 중개하려고 

하는 경우 각 소속 금융기관의 관리･지도에 대응해야 함. 이에 따라 규제대응비용이나 고객편리성 측면에서 비

효율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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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서비스를 제공 시 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해 진입규제 일원화를 추진하게 되었다.

다만, 소비자보호를 위해 상품제공 범위를 일정 수준 제한함과 동시에 판매자책임, 수수

료 규제 등 영업행위규제와 소비자보호장치를 마련하였다. 우선 영업행위 규제와 관련해

서는 중립성 확보를 위한 수수료 공시, 고객정보보호의무, 고객자산예탁 금지, 내부자 정

보를 이용한 모집행위 금지(증권), 부적절한 승환모집 금지(보험) 등을 마련하였다. 

한편, 소비자보호를 위해서는 소비자피해 발생 시 중개업자가 직접적인 손해배상책임 부

담, 보증금 공탁 의무 또는 배상책임보험계약 가입, 업권별로 지정된 분쟁해결기관과의 

업무계약 체결 의무 등의 조치를 취했다.

<그림 Ⅶ-11> 일본의 금융서비스중개업 도입 전･후 비교

<기존 금융중개업> <新금융서비스중개업>

주: 소속 금융기관은 ① 중개업자의 업무운영지도 등의 

의무, ② 중개업자가 고객에게 가한 손해의 배상책

임을 짐

자료: 정인영(2021); ABeam Consulting(2021)

주: 1) 기존의 금융중개업과 병존하는 제도임

   2) 기존 대리･중개 라이선스를 보유하는 분야에서는 

새로운 중개업에서의 중개가 불가함(겸업규제)

자료: 정인영(2021); ABeam Consulting(2021)

구분
은행

증권
보험

예금 대출 생명보험 손해보험

취급
가능

보통예금, 
정기예금

모기지
공사채, 

상장주식,
투자신탁 등 

정기보험, 
개인연금, 
개호보험 

상해보험, 
여행보험　　
골프보험, 
펫보험

취급
불가

투자성 예금
(구조화 예금,
외화 예금)

카드대출
비상장주식
파생상품, 
신용거래

변액보험, 외화보험, 종신보험
기초율 변경권이 포함된 제3보험, 

고액계약 등

<표 Ⅶ-3> 일본 금융서비스중개업자의 상품제공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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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호주의 단일면허 제도

호주는 2002년부터 단일면허(Single licence)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다(정세창 외 2015; 

정세창 2020). 단일면허는 업종별로 분리되어 있는 인허가(Stand-alone license)를 통합

하는 형태이다. 금융업을 기능별로 분류하고 특정 기능을 신청하여 허가를 받는 제도로, 

금융회사가 환경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156) 단일면허는 향후 

특정 금융회사 또는 비금융회사가 보험상품을 판매하고자 할 경우, 보험상품 판매를 허가

받은 대리점이 타 금융업무를 추가하고자 할 경우에도 인허가 절차를 쉽게 신청, 심사할 

수 있는 유연성이 있다. 호주의 단일면허 신청을 위해서는 신청자 정보, 담당자 정보, 허가

를 받고자 하는 금융서비스의 종류 및 각 금융서비스 종류별 상품, 신청사업의 고객층(개

인 vs.법인), 신청 시 순자산, 매출, 종업원 수 등에 관한 정보사항를 기재하여야 한다.157)

금융서비스의 종류에는 금융상품서비스 제공(Financial product advice), 금융상품 거래

(Deal in financial product), 크라우드펀딩 서비스 제공(Crowd funding service), 클레임 

서비스 제공(Claims handing and setting service) 등이 있으며, 금융서비스 종류별 상품

에는 예금, 파생상품, 외환, 손해보험, 생명보험, 금융투자 등으로 나누어진다.

3) 기존 모집규제 보완

한편, 디지털채널의 등장에 따라 기존의 금융법률체계를 정비하고, 기존의 보험 모집과정

에서 적용한 규제에 추가적인 요구사항을 부여하고 있다. 추가공시, 운영시스템 정비, 알

고리즘 규제, 운영절차 마련, 인적자원, 데이터보안, 마케팅 및 광고 등이 이에 해당한다.

156)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정세창(2020), 정세창･김은경･김헌수(2015)을 참조하길 바람

157) https://asic.gov.au/for-finance-professionals/afs-licensees/; https://ablis.business.gov.au/service

/ag/australian-financial-services-licence-afsl-/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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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브라질 칠레
코스타
리카

멕시코
남아프
리카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추가공시 - - - - - - ○ -

전자서명 - - - - - - - -

운영시스템 - - - - ○ - - -

알고리즘･필터 - - - - ○ - - ○

운영절차 수립 - - - - ○ - - ○

인적자원 - - - - ○ - - -

데이터용량･보안 - - ○ - ○ ○ - -

정보전송･수탁 - - ○ ○ - - - -

보안규정 - ○ - - - ○ - -

마케팅･광고 ○ - - ○ - ○ - -

<표 Ⅶ-4> 디지털 모집과정에서 적용되는 감독당국의 추가규제 여부

자료: OECD(2020)

4. 소비자보호 장치 마련 

가. 판매자책임 법제 정비

보험산업 내 제판분리가 확대되고 있어 감독당국은 불완전판매에 대한 책임문제와 상품 

판매회사에 대한 영업행위규제와 관련한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제판분리 확산으로 

모집시장에서의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불완전판매에 대한 배상책임 능력

을 확보하고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실효성 있는 제재조치 마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불완전판매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가 쉽지 않다. 특히, 빅

테크 등 플랫폼을 통해 보험상품이 제공되는 과정에서 보험회사에 대한 판매회사의 영향

력이 확대된다면 보험회사가 대형 판매조직의 책임을 적극적으로 밝히고 구상권을 행사

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다. 「금소법」 제정과정에서도 대형 GA에 대해 일방적인 보험회

사 관리책임을 부여가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는데,158) 이는 다수의 보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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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대형 GA의 경우 보험회사와 지휘･감독 관계에 있다기보다 대등

하거나 우월한 지위에 놓여있어 보험회사가 판매자를 통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는 의견이 반영된 것이다. 

<그림 Ⅶ-12> 판매자 배상책임 부과에 관한 견해 <그림 Ⅶ-13> 보험회사별 대리점채널 의존도

찬성

∙ 보험회사와 판매자 간 실질적인 관계
  : 지휘감독 관계 의문시
∙ 구상권 행사의 어려움 
  : GA에 대한 과도한 영업의존도 

    ↕     ↕    ↕

반대

∙ 보험산업의 건전한 육성
  : 보험회사 모집조직 관리 
∙ 보험계약자 이익 보호
  : 판매자의 불충분한 손해배상자력  

(단위: %)

자료: 저자 작성 주: 2020년 말 기준임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나. 취약계층･고령층에 대한 보호

제판분리 확산으로 판매자가 취급하는 상품이 다양해지고, 시장참여자들의 권리와 책임

이 복잡해지면서 소비자보호의 중요성이 더욱 대두될 수 있다. 특히 디지털기기 사용에 

취약한 계층이나 고위험 소비자의 경우 금융소외 발생 가능성이 높다. 특히, 디지털 사용 

취약계층의 경우 플랫폼이나 온라인을 통한 보험서비스를 접근하는 데 제한을 받을 수 있

고, 리스크가 세분화될 경우 고위험소비자는 과거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거나 인수

심사에서 거절당하는 경우 또한 발생할 수 있다.159)

특히, 고령층이나 취약계층의 경우 상품이해도가 떨어질 수 있어 디지털채널에 대한 접근

성을 제고하고, 상품비교설명 과정에서 왜곡된 설명으로 소비자들이 부적합한 상품을 선

택하는 경우가 없도록 규율할 필요가 있다.160) 결국, 보험상품 판매회사는 소비자가 이해

158) 이성남(2020); 원일연(2020); 전한덕(2019); 황현아(2017)

159) Croxson et al.(2022); Bains et al.(2022); FSCP(2018); OECD(2019); Tobin Center for Economic 

Policy(2021)

160) ASIC(2018); FSRC(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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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쉽도록 상품을 설명하고 중립적 위치에서 소비자들에게 적합한 상품을 권유해야 할 

것이다.161)

특히,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고령층, 저소득층 등은 정보격차와 온라인 채널 접근성 제약 

등 디지털 소외가 심화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디지털채널의 사용자 편의성과 만족도 개선

이 요구된다. 예를 들어, 고령자의 디지털채널에 대한 편의성 향상을 위해 이들이 보다 쉽

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직관적인 디자인을 적용하거나 이용과정에서 실수할 경우 쉽게 복원

이 가능하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다(변혜원 2021; 손재희･박희우 2021).

5. 향후 연구과제

지금까지 현재 국내 보험모집시장의 문제점과 향후 모집시장의 전개 방향을 고려해 볼 때 

보험회사의 경영전략과 산업 신뢰도 차원에서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안과 해외의 경험을 

개략적으로 살펴보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개별 사안들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조사와 

더불어 모집시장의 구조 및 성과를 파악하기 위한 기초연구들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주요국 모집수수료 체계와 규제변화 효과, 보험회사와 계약자 간 분쟁발생 원

인 분석, 해외의 새로운 모집방식 등장에 따른 감독규정 변화, 신채널 등장에 따른 보험시

장구조 변화와 영향, 판매채널별 규제 체계 비교와 형평성 평가, 보험소비자를 이해하기 

위한 계층별･세대별 보험가입에 대한 평가, 고객이탈의 원인 분석에 관한 연구, 판매채널 

성과평가에 관한 연구 등을 기반으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161) 호주는 승환에 관하여 상당히 엄격한 이해상충 공시 법제를 채택하고 있다. 즉, 호주는 규제가이드에서 금융상품

을 다른 금융상품으로 전부 또는 일부 대체하는 등 승환을 권유하는 개인 자문을 할 경우 상품설명서(SOA)에 승

환의 비용과 이익을 간략하게 요약한 내용(Concise summary)을 반드시 기재하고, 상대방에게 승환 관련 이익 

및 상실 가능한 잠재적인 금전적･비금전적 이익, 기타 승환에 따른 중요한 영향(Significant consequences)을 

알리도록 함(양기진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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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과제
향후 연구과제

공통주제 개별주제

① 모집시장의 투명성 제고
:Ⅰ장(선행연구), Ⅴ장(시장 평가)

보험소비자에 
대한 이해:

세대별 가입실태,
가입의 적절성

(가입동기
･과수요),

가입절차상 문제,
보험가입과 

이탈과정 평가

주요국 모집수수료 체계와 규제변화 효과 

② 판매자책임문제 해소 
:Ⅰ장(선행연구), Ⅴ장(시장 평가)

보험회사와 계약자 간 분쟁발생 원인 분석 

③ 신채널 등장에 따른 모집규제 정비
:Ⅰ장(선행연구), Ⅲ장(모집규제 체계)
 Ⅴ장(시장 평가)

해외의 신채널 도입에 따른 감독규정 변화
신채널 등장에 따른 보험시장 구조 변화
모집채널별 규제 체계 비교와 규제 형평성

④ 취약계층 채널 접근성 제고
:Ⅰ장(선행연구), Ⅴ장(시장 평가)

계층별･세대별 보험가입 평가

⑤ 모집채널의 신뢰 확보
:Ⅰ장(선행연구), Ⅴ장(시장 평가)

고객이탈의 원인 분석: 가입경로

⑥ 보험회사 채널경쟁력 확보방안
:Ⅰ장(선행연구), Ⅳ장(모집시장 진화특징)

판매채널 성과평가

⑦ 모집채널 연구 공백
:Ⅰ장(선행연구), Ⅳ장(모집시장 진화특징)

보험중개사･일반손해보험

<표 Ⅶ-5> 보험 판매채널의 변화 방향성에 관한 전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