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Ⅱ. 모집채널

1. 모집종사자의 종류

가. 독일 

보험중개자(Versicherungsvermittler)에는 보험대리인(Versicherungs-vertreter)

과 보험중개인(Versicherungsmakler)이 있다(VVG 59조 1항). 보험중개자를 정

의하는 규정은 법에 존재하지 않지만, EU보험중개지침(insurance mediation 

directive)상 규정이 참조가 된다. EU보험중개지침은 보험중개(insurance mediation)

를 “보험계약의 소개, 제안, 보험계약 체결 전에 기타 업무의 수행, 보험계약의 체

결, 보험계약의 관리와 보험금청구 등 계약실행의 지원”이라고 정의하고 있고(2

조 3호),5) 보험중개자(insurance intermediary)는 “보수를 위해 보험중개를 개시

하거나 수행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이라고 정의하고 있다(2조 5호). 보험회사의 

직원은 보험계약 중개나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부여받았더라도 보험중개자에 

포함되지 않는다.6) 그러나 대리권 및 인식의 귀속에 관한 보험계약법상 규정은 

준용된다(VVG 73조). 보험중개와 고객에 대한 단순한 조언을 구분하는 구체적 

기준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언급된다.7) ①고객으로 하여금 청약서에 서명

5) 다른 직업활동에 수반한 정보의 제공(그 활동의 목적이 고객이 보험계약을 체결하거
나 수행하는 것을 도와주는 것이 아닌 경우), 직업적으로 보험회사의 보험금청구 관
련 업무를 관리하는 것, 보험금청구 시 손실조정과 전문가 감정은 보험중개에 포함되
지 않는다(2조 3호). 그러나 EU지침 개정안은 보험금청구의 전문적 관리와 손실조정
을 보험중개에 포함시키고 있고, 보험계약에 대한 조언도 보험중개에 포함시키고 있다.

6) EU지침 2조 3호, Römer/Langheid §59 Rn. 2

7) Münchener §59 Rn.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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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록 유도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행위는 보험중개에 해당한다. ②특정

보험상품에 관하여 구체적 이해관계가 형성되기 전에, 일반적인 고객 정보를 수

집하고 잠재적 보험계약자와 보험자(보험중개자)를 연결해주려는 행위는 보험

중개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험대리인은 보험자나 보험대리인으로부터 영업상 보험계약을 중개하거나 

체결할 권한을 위임받은 자이다(VVG 59조 2항). 따라서 복대리인도 보험대리

인이 될 수 있다. 상시 대리권을 부여받지 않은 경우에도 보험대리인이 될 수 있다.8)

보험중개인은 보험자나 보험대리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지 않고 영업으로 위

탁자를 위해 보험계약의 체결이나 중개를 인수한 자이다. 보험계약자에 대하여 

보험중개인으로서 급부를 행한다는 외관을 야기한 자도 보험중개인으로 본다

(VVG 59조 3항). 상법 93조 이하의 중개인은 쌍방 당사자를 위해 공평하게 활동

하는 것을 전제하는 데 반해, 보험중개인은 거의 예외없이 보험계약자를 위하여 

활동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결과적으로 중개계약은 고객과의 사이에서 체결되

고 있고, 이 계약을 근거로 보험중개인은 보험계약자의 신탁적 관리인(treuhänderischer 

Sachwalter)의 지위에 놓이게 된다.9) 고객이 중개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기로 보험중

개인과 약정할 수도 있지만, 보험중개인은 통상 고객으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

지 않고 보험회사로부터 수수료를 받는다.10)

보험업계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보험사업 경쟁지침(Wettbewerbs- richtlinien 

der Versicherungswirtschaft)은 보험회사의 이사회 구성원, 보험중개인이나 보

험중개인에 직·간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단체, 변호사 등과 대리계약

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10, 11, 12조).

보험계약법 59조 4항은 보험조언자(Versicherungsberater)를 보험자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받지 않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보험자로부터 종속되지 않으면서 

영업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변경·조사 또는 보험사고 시 보험계약상 청구

8) Meixner/Steinbeck 92

9) Meixner/Steinbeck 92-93; BGHZ 94, 356

10) Römer/Langheid §59 Rn.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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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할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조언을 하거나 재판 외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계

약자를 대리하는 자라고 정의하고 있다. 보험조언자는 보험중개자에 포함되지 

않지만, 보험중개자와 동일한 조언의무 등을 부담한다(VVG 68조).

독일의 경우 손해보험은 기업의 경우 보험중개인에 의한 모집이 대부분이고

(대기업의 경우 그룹 내에 있는 보험중개인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

다), 개인의 경우 전속대리점에 의한 모집이 대부분이다. 개인상해보험의 경우

에도 전속대리점에 의한 모집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보험회사에 의한 

직접판매(직원, 인터넷 등을 이용)와 은행에 의한 판매가 다른 종류의 보험에 비

해 높아지고 있다고 한다.11) 생명보험의 경우 은행과 보험중개인에 의한 판매

비율이 각 25% 이상이고 전속대리점은 32%인데 과거에 비해 전속대리점에 의

한 판매비율이 줄어들고 있다고 한다.12)

※ 은행에 의한 보험모집

보험감독법상 겸업금지규정(VAG 7조)에 따라 은행이 직접 보험업을 할 수는 

없다.13) 그러나 은행이 보험대리점으로서 은행창구에서 보험을 판매하는 것은 

규제되지 않는다. 은행이 대리점으로서 보험판매를 하는 경우를 특별히 염두에 

둔 법령상 규제는 발견되지 않는다.

※ 슈퍼마켓에서의 보험영업과 관련된 문제

독일에서는 슈퍼마켓에서 보험영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슈퍼마켓체인이 허가

를 받아야 하는 보험중개자인지 그렇지 않은 단순 조언자(Tippgeber)인지 판례

상 논란이 되었다. 이는 보험중개의 개념과 관련된 문제이다. 판례에서 문제된 

영업형태는 다음과 같다. 

보험회사가 슈퍼마켓체인을 통해 슈퍼마켓에 매도박스를 공급하였다. 매도

11) 구미주요국 117

12) Münchener Vor Rn. 15 

13) VAG §7 Rn.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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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스에는 보험가입서류 등이 담겨 있다. 고객은 별도의 가판대에서 표를 뽑아 

이 표를 계산대에 제출하면 49유로에 매도박스를 구입할 수 있다. 가판대에서 

보험에 관한 조언은 이루어지지 않고, 보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서류만 놓

여있다. 고객은 이 서류를 스스로 가져갈 수 있고, 추가정보를 얻으려면 전화나 

이메일 등으로 보험회사에 문의해야 한다. 매도박스를 사면 고객은 가입서류와 

핀번호를 얻게 된다. 보험계약을 체결하려면 이를 이용하여 우편이나 팩스, 온

라인으로 보험회사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이 되면 고객은 보험회사로부터 보험

증권을 받게 된다. 매도박스 가격은 첫해 보험료가 포함된 것이므로 보험계약

이 체결되면 고객은 첫해 보험료를 추가로 지불할 필요가 없다. 보험계약 체결

을 원하지 않는 고객은 매도박스를 반환하고 환불을 받을 수 있다.

판례는14) ①슈퍼마켓체인은 자기 상호로 광고를 하였고, ②슈퍼마켓에서 얻

을 수 있는 매도박스는 이미 특정 상품을 구체적으로 나타내고 있으며, ③실질

적으로 1년 치 보험료를 수령하고 ④이를 통해 고객을 아직 체결되지 않은 보

험계약에 구속되도록 한다(매도박스를 환불받는 것은 고객입장에서는 시간이 

걸리는 번거로운 일이다)는 점에서, 슈퍼마켓체인은 보험중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나. 일본

생명보험모집인, 손해보험모집인, 특정소액단기모험모집인과 소액단기보험

모집인, 보험중개인(275조)15)이 있다. 

14) LG Wiesbaden NJW-RR 2008, 1572

15) 이하 일본에 관한 서술에서 법률 명칭을 언급하지 않은 조항은 모두 일본 보험업법
을 칭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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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명보험모집인(2조 19호) 

①생명보험회사(외국생명보험회사를 포함함)의 임원{대표권이 있는 임원, 

감사 및 감사위원회의 위원(감사위원) 제외, 이하 같음}이나 사용인, ②이들의 

사용인, ③생명보험회사의 위탁을 받은 자나 그 자의 재위탁을 받은 자(법인 아

닌 사단이나 재단으로 대표자나 관리인이 정해진 것도 포함), ④이들의 임원이

나 사용인으로서 그 생명보험회사를 위해 보험계약의 체결의 대리 또는 매개를 

하는 자　　
－ 임원 중 대표권이 있는 임원이 제외된 것은 이러한 임원이 보험계약을 권

유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는 계약체결의 ‘매개’ 또는 ‘대리’ 행위가 아니

라 ‘대표권의 행사’이기 때문이다.

－ 감사 및 감시위원이 제외된 것은 감사업무의 성격상 보험모집에까지 관여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16)

－ 생명보험회사의 사용인은 보험회사를 위해 그 지휘감독 하에 또는 회사에 

종속되어 생명보험계약의 모집을 하는 자이다.17) 여기서 사용인은 생명보

험회사와 통상 고용관계에 있는 사용인이라고 해석되고 있다. 생명보험회

사와 위임 또는 도급관계에 있는 촉탁영업직원은 생명보험회사의 위탁을 

받은 자에 해당한다.18) 

－ 생명보험회사의 임원 또는 사용인의 사용인은 하청모집인이라고 불린다. 

이러한 사용인은 생명보험회사와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없고, 그 회사의 

임원 또는 사용인과 고용관계에 있다. 지금 일본에서 이러한 사례는 없다

고 한다.19)

16) 石田滿 573

17) 생명보험회사의 지사가 신규보험계약의 모집 및 제1회 보험료 징수만을 그 업무로 
하고 보험회사의 기본적 사업인 보험계약의 체결과 보험료의 징수 및 보험금의 지
급업무를 독립적으로 할 권한과 조직을 갖고 있지 않은 경우, 지사장은 일본 상법상 
지배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로는 最高裁 昭和37. 5. 1. 判決(民集 16. 5. 1031) 

참조.

18) 石田滿 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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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보험회사의 위탁을 받은 자에는 촉탁영업직원과 생명보험대리점이 

있다. 촉탁영업직원은 정식 영업직원이 되기 전 견습 중의 영업직원으로, 

현재 일본에서는 대부분의 신입사원이 우선 특별시보로 채용되어 3~6개

월의 양성단계를 거쳐 기간 종료 시 실적에 의해 일정기준을 달성한 자는 

영업직원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해촉이 되거나 촉탁영업직원이 된다고 한

다. 시보나 촉탁영업직원과 보험회사의 법률관계는 위임관계에 있다.20)

생명보험대리점은 일정 보험회사를 위해 계속해서 생명보험계약 체결의 

대리 또는 매개를 업으로 하는 독립한 상인이다(일본 상법 제27조에 따른 

대리상). 생명보험대리점과 보험회사 사이의 법률관계는 위임관계로 그 

권리의무는 계약내용에 따라 정해진다.21)

－ 생명보험계약 모집의 위탁을 받은 자가 개인인 경우, 그 자가 사용인을 두

어 생명보험계약을 모집시키는 경우 이 사용인은 생명보험모집인이 될 수 

있다.22)

2) 손해보험모집인(2조 20호) 

①손해보험회사(외국손해보험회사를 포함함)의 임원{대표권이 있는 임원, 

감사 및 감사위원회의 위원(감사위원) 제외, 이하 같음}이나 사용인, ②손해보

험대리점(손해보험회사로부터 위탁을 받은 자와 수탁자로부터 재위탁자를 받

은 자, 2조 21호), ③손해보험대리점의 임원과 사용인

－ 법률상으로는 손해보험회사의 임원과 사용인이 손해보험모집인이 될 수 

있지만, 이들이 손해보험계약의 청약을 받은 경우 손해보험대리점을 소개

해 주는 것이 실정이라고 한다.23)

19) 石田滿 574

20) 石田滿 574

21) 石田滿 574

22) 石田滿 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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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액단기보험모집인(2조 22호) 

①소액단기보험업24)자의 임원{대표권이 있는 임원, 감사 및 감사위원회의 위

원(감사위원) 제외, 이하 같음}이나 사용인, ②소액단기보험업자의 위탁을 받은 

자 또는 그 자의 재위탁을 받은 자(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으로 대표자나 관리

인이 정해진 것도 포함), ③이들의 임원이나 사용인으로서, 그 소액단기보험업

자를 위해 보험계약 체결의 대리 또는 매개를 하는 자  

특정소액단기보험모집인(275조 3호) : 소액단기보험모집인 중 3조 5항 1호에 

열거된 보험 그 밖의 내각부령에서 정한 보험만에 관계되어 보험모집을 하는 자

로서, 소액단기보험업자의 위탁을 받지 않은 자

4) 보험중개인(2조 25호) 

보험계약 체결의 매개로서 생명보험모집인, 손해보험모집인, 소액단기보험모

집인이 그 소속보험회사 등을 위해 하는 보험계약 체결의 매개 이외의 것을 하

는 자25)

23) 石田滿 576; 손해보험의 경우 2010년 현재 징수한 보험료를 기준으로 대리점을 통한 
모집이 92.1%, 중개인을 통한 모집이 0.4%, 보험회사의 임직원을 통한 모집(신문, 잡
지, TV의 광고나 인터넷을 통한 모집 포함)이 7.5%(해상보험의 경우 37.6%)이라고 
한다. 포인트 233, 245

24) 보험업 중 보험기간이 2년 이내의 政令에서 정한 기간 이내의 것으로, 보험금액이 
천만 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의 政令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보험(政令에서 정
한 것을 제외)만을 인수하는 사업을 뜻한다(2조 17호).

25) 보험중개인에 대한 규제가 엄격하여 현재는 법인을 대상으로 한 손해보험상품에 이
용되는 정도라고 한다. 中原健夫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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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미국(뉴욕주 보험법) 

1) 보험모집인(insurance producer)  

보험대리인(insurance agent)26), 보험중개인(insurance broker), 재보험중개

자(reinsurance intermediary), excess line broker(위험이 소재하는 주내 보험회

사로부터 필요한 보험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주에서 면허를 취득하지 않

는 보험회사와 고객 사이에서 보험모집을 할 수 있는 중개인)27), 그 밖에 이 주

에서 보험판매, 판매권유,28) 교섭29)을 하기 위해 허가를 받아야 하는 다른 모든 

사람30)을 뜻한다{2101조(k)}.31) 다음의 자들은 제외된다.

ⓛ 허가받은 보험회사의 임직원으로서, 뉴욕주에 소재한 위험을 부보하는 보

26) agent는 보험계약 체결 대리권을 갖고 있지 않고 보험자를 대리하여 중개행위만을 
할 수 있는 자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수임(受任)인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할 수 있으
나, 이 글에서는 이해의 편의상 대리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27) 뉴욕주 법에 의해 허가를 받지 않은 보험자(nonadmitted Insurers)도 ⓛ인가보험자로
부터 보험을 구입할 수 없고, ②본거지 주에서 해당 보험상품을 인수할 권한을 부
여받았고 재무상태 등을 고려할 때 보험인수를 허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③이러
한 보험을 취급할 수 있는 특별한 면허를 갖고 있는 보험대리점이나 보험중개인을 
통해 보험이 판매되는 경우에는, 뉴욕주에서 영업을 할 수 있다{뉴욕주 보험법 2118

조(b)}. 미국의 각 주는 비인가보험자의 영업을 위와 유사한 조건 하에 허용하는 경
우가 많은데(이를 surplus line 보험이라고 한다), surplus line 보험을 다루는 보험대
리점이나 보험중개인은 통상 그 주의 거주자여야 한다는 요건을 두고 있다고 한다. 

CPCU 73, 뉴욕주 보험법 2105조(a)(다만 자신의 본거지인 다른 주에서 허가를 받은 
자도 상호주의 요건하에 면허를 부여하고 있다) 참조. 이러한 비인가 보험자의 경
우, 보험료율이나 보험약관과 관련한 규제를 받지 않고, 해당 피보험자는 주의 보증
기금에 의해 보호되지 않는다고 한다. CPCU 74

28) 보험판매 시도, 고객에게 특정보험에 청약하도록 부탁 내지 설득하는 것을 뜻한다
{2101조(o)}. 보험모집인 면허 모델법의 내용도 동일하다.

29) 교섭을 하는 자가 직접 보험을 판매하거나 고객을 위해 허가받은 보험회사로부터 
보험을 취득하는 것을 전제로, 특정보험계약상 급부나 계약조건에 관하여 고객과 
직접 대화하거나 직접 조언을 제공하는 행위를 뜻한다{2101조(m)}. 보험모집인 면허 
모델법의 내용도 동일하다.

30) 보험컨설턴트도 허가의 대상이다. 2107조

31) 이하 미국에 관한 서술에서 법률명칭을 언급하지 않은 조항은 원칙적으로 뉴욕주 
보험법을 뜻한다. 다만 특정 모델규칙을 설명하는 목차 아래 언급한 조항은 해당 
특정 모델규칙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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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판매에 관하여 수수료를 받지 않는 자

② 보험회사의 직원으로서, 위험의 조사나 평가, 허가받은 보험모집인의 교육

의 감독에 종사하고 개인적으로 보험판매, 판매권유, 교섭에 종사하지 않

는 자

③ 권원보험회사의 대리인이나 다른 대표

④ 뉴욕주에 있는 위험 등을 부보하는 보험에 관하여 판매, 판매권유, 교섭행

위를 하지 않고, 뉴욕주에서 보험가입을 권유하려는 의도 없이 통신수단을 

통해 그 대상이 뉴욕주 주민들에 국한되지 않는 광고를 하는 자

⑤ 하나 이상의 주에 걸쳐있는 위험을 부보하기 위해 상업적인 손해보험과 재

해보험의 판매, 판매권유, 교섭을 하는 자로서, 뉴욕주 주민이 아닌 자. 다

만, 그 자가 피보험자의 주된 영업소가 있고 부보대상 위험이 있는 주에서 

보험모집인으로 허가를 받았을 경우에 한한다. 

⑥ 급여를 받는 full time 근로자로서 고용주에게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나 조

언을 하는 자. 다만, 근로자가 보험을 판매, 판매권유하지 않거나 수수료를 

받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2) 보험대리인(insurance agent)  

보험회사의 대리인, 그러한 대리인의 부대리인(sub-agent)으로서 보험가입 

권유, 교섭, 판매를 하는 자를 뜻한다. 다음과 같은 자들은 제외된다{2101조(a)}.

① 보험회사의 사무실 외부에서 보험가입을 권유하거나 공중으로부터 청약

을 수락하는 일을 하지 않는, 영업실적에 따라 보수를 받지 않는 보험회사

나 보험대리인의 임직원

② 보험회사 직원으로서 위험감독, 허가받은 보험모집인의 교육감독에 종사

하며, 개별적으로 보험판매, 판매권유, 교섭에 관여하지 않는 자

③ 권원보험회사의 대리인이나 다른 대표

④ 뉴욕주에 있는 위험 등을 부보하는 보험에 관하여 판매, 판매권유, 교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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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를 하지 않고, 뉴욕주에서 보험가입을 권유하려는 의도 없이 통신수단을 

통해 그 대상이 뉴욕주 주민들에 국한되지 않는 광고를 하는 자

⑤ 하나 이상의 주에 걸쳐있는 위험을 부보하기 위해 상업적인 손해보험과 재

해보험의 판매, 판매권유, 교섭을 하는 자로서, 뉴욕주 주민이 아닌 자. 다

만, 그 자가 피보험자의 주된 영업소가 있고 부보대상 위험이 있는 주에서 

보험모집인으로 허가를 받았을 경우에 한한다.

⑥ 급여를 받는 full time 근로자로서 고용주에게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나 조

언을 하는 자. 다만, 근로자가 보험을 판매, 판매권유하지 않거나 수수료를 

받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3) 보험중개인(insurance broker) 

보험이나 연금의 판매권유, 교섭, 판매 시 또는 위험부보나 보험가입 시 보험

계약자나 허가받은 보험중개인을 위해 대가를 받고 행동·조력하는 자를 뜻한

다. 다음의 자들은 제외된다{2101조(c)}.

ⓛ 급여를 받는 full time 근로자로서 고용주에게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나 조

언을 하는 자. 다만, 근로자가 보험을 판매, 판매권유하지 않거나 수수료를 

받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② 허가받은 보험모집인의 임직원으로서, 보험판매에 관하여 수수료를 지급

받지 않는 자 

③ 뉴욕주에 있는 위험 등을 부보하는 보험에 관하여 판매, 판매권유, 교섭행

위를 하지 않고, 뉴욕주에서 보험가입을 권유하려는 의도 없이 통신수단을 

통해 그 대상이 뉴욕주 주민들에 국한되지 않는 광고를 하는 자

④ 하나 이상의 주에 걸쳐있는 위험을 부보하기 위해 상업적인 손해보험과 재

해보험의 판매, 판매권유, 교섭을 하는 자로서, 뉴욕주 주민이 아닌 자. 다

만, 그 자가 피보험자의 주된 영업소가 있고 부보대상 위험이 있는 주에서 

보험모집인으로 허가를 받았을 경우에 한한다.



모집채널 23

※ 각 보험모집인별 주요 모집형태32)

① 대면판매 : 대면판매채널에서 주된 보험중개자는 대리점과 중개인이다. 대

규모 중개인은 기업을 상대로 한 계약만을 취급하고, 중소규모 중개인은 

대리점을 함께 운영하며 기업계약과 개인계약을 주로 취급하고 있다. 전

속대리점은 일반적으로 소규모이고 개인계약만을 취급하는 경우가 많다. 

독립대리점은 개인물건과 상업물건 각각을 일정 정도 취급하는 것이 일반

적이다. 

② 비대면판매 : 다이렉트 메일,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한 보험회사의 직접판매

채널을 direct response channel이라 부른다. 최근 개인자동차보험을 중심

으로 점유율을 늘리고 있다고 한다.

※ 은행, 증권회사에 의한 보험판매33)

은행과 증권회사도 보험판매가 가능하다. 은행과 증권회사는 자회사로서 보

험회사를 갖고 있거나 대리점을 매수 또는 설립하여 자회사로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 자회사로 보험회사를 갖고 있는 은행이나 증권회사는 자회사의 상품 외에 

다른 보험회사의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도 많다.

※ 각 모집형태별 시장점유율

손해보험의 경우 전통적으로 보험중개인, 독립대리점, 전속대리점에서 판매

가 이루어지고 있다. 보험중개인과 독립대리점을 주된 판매채널로 하는 보험회

사를 Agency Company(다양한 고객층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보험상품을 취급한

다), 전속대리점을 주된 판매채널로 하는 보험회사를 Direct Company(주로 개

인을 대상으로 한 보험상품을 취급한다), 전화 및 메일에 의한 보험모집을 주로 

하는 Direct Response Company(개인을 대상으로 한 자동차보험 및 주택종합보

험을 주로 취급한다)라고 부른다. 그러나 최근에는 보험회사가 전속대리점 이

32) 구미주요국 181-182

33) 제외국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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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에 보험중개인과 독립대리점을 판매채널로 이용하거나, 대리점을 통한 판매 

이외에 전화나 이메일을 이용한 직접판매 부문을 운용하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각 범주 간의 경계가 불명확해지고 있다.34) 손해보험의 경우 2011년을 기준으

로 직접판매나 전속대리점 등을 통한 판매가 51.1%, 독립대리점이나 중개인 등

을 통한 판매가 46.8%라고 한다. 개인을 대상으로 한 판매 중 손해보험의 경우 

2011년을 기준으로, 직접판매나 전속대리점 등을 통한 판매가 71.1%, 독립대리

점이나 중개인 등을 통한 판매가 28%이고, 상업적 손해보험의 경우 직접판매나 

전속대리점 등을 통한 판매가 29.8%, 독립대리점이나 중개인 등을 통한 판매가 

66.8%를 차지하고 있다.35)

생명보험의 경우 2011년을 기준으로, 보험중개인이나 독립대리인에 의한 판

매가 약 50%, 전속대리인에 의한 판매가 약 40%, 전화·메일·인터넷 등을 통

한 직접판매가 약 4%를 차지하고 있다. 

연금보험의 경우 2012년을 기준으로 독립중개인(independent broker/dealer) 

에 의한 판매가 24%, 전속대리인에 의한 판매가 23%, 독립대리인에 의한 판매

가 16%, 은행에 의한 판매가 13%, 종합서비스 중개인(Full-service broker/dealer)

에 의한 판매가 13%, 직접판매가 9%를 차지하고 있다.36)

라. 영국

크게 보험대리인과 보험중개인으로 나눌 수 있다. 영국에서 보험대리점은 통

상 하나의 보험회사의 상품을 판매하며, 보험대리점의 시장점유율은 매우 낮은 

편이다.37) 또한 부동산회사, 자동차정비회사, 여행회사 등을 운영하는 회사가 

부업으로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본업상 고객 등에게 보험을 판매하는 경우가 많

34) 제외국 130-131; 구미주요국 180-181

35) 보험정보협회(Insurance Information Institute) 홈페이지(http://www.iii.org) 참조.

36) 보험정보협회(Insurance Information Institute) 홈페이지(http://www.iii.org) 참조. 

37) 구미보험시장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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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한다.38) 보험중개인은 복수의 보험회사의 상품 중 고객이 희망하는 상품

을 판매한다. 고객의 대리인인 경우가 많지만,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계약체결권

을 일부 부여받아 활동하기도 한다.39) 기업물건의 판매에서는 보험중개인이 높

은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생명보험의 경우 독립금융중개사(Independent 

Financial Adviser)에 의한 판매비중이 높은데,40) 독립금융중개사는 생명보험회

사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모든 금융기관의 상품을 다루는 자

로서, 보험중개인에 해당할 여지가 많다.

은행이나 주택금융조합이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①은행 등의 자회사가 

보험대리점으로서 영업을 하는 방식, ②보험중개인으로서 영업을 하는 방식, 

③은행 등의 자회사인 보험회사가 은행의 브랜드를 사용하여 보험을 판매하는 

방식이 있다고 한다.41)

소매업자가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①하나의 보험회사의 상품을 취급하

는 방식, ②보험종목별로 복수의 보험회사의 상품을 취급하는 방식, ③보험회

사와 합병하여 설립한 보험자회사의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방식이 있다고 한

다.42)

전화나 인터넷을 통한 보험회사의 직접판매의 경우 자동차보험이나 화재보

험 등의 분야에서 최근 시장점유율이 늘어나고 있다. 

한편, 영국에는 2002년경부터 등장한 새로운 형태의 보험중개자로서 aggregator

가 있다.43) 이는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각 보험회사의 보험료를 비교하여 고객

을 보험판매자에게 소개하는 역할을 하는 자이다. aggregator는 다수의 직접판

매보험회사, 보험중개인, 제휴판매회사, 은행 등과 제휴를 맺고 있고, 고객은 위 

38) 구미주요국 42

39) 구미보험시장 24

40) 이기형·박정희(2007. 9), 영국손해보험의 행위규제 적용과 영향, IBR 제25호, 보험
개발원, pp. 12-13.

41) 구미보험시장 24

42) 구미보험시장 25

43) 구미주요국 4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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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를 통해 자신이 희망하는 보험판매자의 웹사이트로 접근하는 것이 가

능하다. 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 aggregator는 보험판매자로부터 수수료를 받

는다. 특히 소비자가 보험료에 민감한 자동차보험에서 주로 이용되고 있다고 

한다. aggregator는 보험중개자나 선임대리인으로 인가, 등록을 받아 활동하고 

있다.44)

마. 호주

보험모집에 종사하는 보험중개자(insurance intermediary)에는 보험대리인

(insurance agent)과 보험중개인(insurance broker)이 있다.

보험대리인은 주로 보험자를 위해 보험을 중개한다. 보험중개인은 보험계약

자를 위해 보험을 중개하고 보험금청구 사건을 처리한다.45) 보험중개인은 보험

가계약(binder)상 보험자로부터 특정위험영역에서 일정한 한도하에 보험자를 

위해 보험을 중개할 권한을 부여받기도 한다.46)

바. 한국

보험모집47)을 할 수 있는 자는 ①보험설계사, ②보험대리점, ③보험중개사, 

④보험회사의 임원(대표이사·사외이사·감사 및 감사위원은 제외) 또는 직원

에 한한다(보험업법 제83조 제1항). 보험업법 제91조에 따라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로 등록한 금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금융기관 

소속 임직원이 아닌 자로 하여금 모집을 하게 하거나,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한 

상담 또는 소개를 하게 하고 상담 또는 소개의 대가를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44) 구미주요국 76

45) Norwich Fire Insurance Society Ltd v Brennans (Horsham) Pty Ltd [1981] VR 981

46) Pynt 1.20

47) 모집이란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거나 대리하는 것을 말한다(보험업법 제2조 제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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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제83조 제2항).

보험설계사란 보험회사·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에 소속되어 보험계약

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법인이 아닌 사단과 재단을 포함한다)로서 보험업법 제

84조에 따라 등록된 자를 말한다(보험업법 제2조 제9호).

보험대리점이란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자(법인이 

아닌 사단과 재단을 포함한다)로서 보험업법 제87조에 따라 등록된 자를 말한

다(보험업법 제2조 제10호).

보험중개사란 독립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법인이 아닌 사단

과 재단을 포함한다)로서 보험업법 제89조에 따라 등록된 자를 말한다(보험업

법 제2조 제11호).

2. 모집종사자의 진입규제

가. 독일

1) 원칙 : 상공회의소의 시험 + 상공회의소의 허가 + 등록

보험중개자는 소관 상공회의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는 공공(公共)의 

보호나 보험계약자의 보호를 위해 제한이나 조건을 부과하여 이루어질 수 있고, 

사후적으로 조건을 부과, 변경, 보충하는 것도 가능하다. 상공회의소는 이러한 

조건 준수여부의 감독에 관하여 상위 주 관청의 감독을 받는다. 허가 시 보험중

개자가 보험중개인인지 보험대리인인지 명시되어야 한다. 보험중개인으로 허

가를 받으면, 소비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하여 별도의 대가를 받고 보험계약의 체

결, 변경, 조사 시 법률적 조언을 해 줄 권한도 갖게 된다(이상 영업법 34d조 1

항). 다음의 자에 대해서는 보험중개자 허가를 할 수 없다. ①영업에 필요한 신

뢰성을 갖고 있지 못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신청인이 신청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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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과거 5년간 절도 등으로 유죄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②신청인의 재산상

태가 적정하지 못한 경우(파산절차의 개시 등), ③신청인이 직업책임보험에 가

입하지 않은 경우, ④지식시험을 통해 보험중개자로서 필요한 지식을 갖고 있

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은 자(영업법 34d조 2항)

지식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성되며, 지식시험과 관련된 구체적 

내용은 보험중개자령 1조 내지 4a조에서 상세히 규정되어 있다. 지식시험상 보

험대리인, 보험중개자, 보험조언자의 구별은 없다.

보험중개자는 상공회의소의 허가를 받은 후 상공회의소의 등록부에 등록해

야 한다(영업법 34d조 7항, 11a조). 등록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보험중개자령 

5조).

① 이름 및 등록의무자가 대표자인 경우 회사명

② 생년월일

③ 보험중개자가 보험중개인인지 보험대리인인지, 영업법상 어떠한 조항을 

근거로 등록을 하는 것인지

④ 관할 등록기관의 이름 및 주소

⑤ 회사주소

⑥ 등록번호

⑦ 전속대리점으로서 보험회사가 배상책임을 인수함으로써 허가를 면제받은 

경우 채무이행의무를 부담하는 보험회사

2) 허가 면제 + 등록

가) 주된 업무로서 제공하는 재화나 용역에 보충하여 보험을 중개하는 자(이

하 ‘상품부속적 중개자’)로서 ①허가를 받은 하나 혹은 여러 보험중개자로부터 

직접 위탁을 받거나, 하나 혹은 여러 보험회사로부터 직접 위탁을 받아 보험중

개를 하고 ②직업책임보험48)에 가입하였으며 ③신뢰성이 있고 적절한 자격을 

갖추었으며 재산상태도 적정한 경우(이에 대한 입증으로는, 위탁자로부터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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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법 80조 2항에 따른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신청인이 보험중개에 적합한 자

격이 있음을 보증하며, 현재까지 위와 반대되는 사실이 알려진 바 없다는 의사

표시가 있으면 충분하다)(영업법 34d조 3항), 신청이 있으면 관할기관은 허가를 

면제해야 한다.

상품부속성은 엄격히 해석되어야 하고, 그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부업으로 하

는 보험중개자로 보아야 한다.49) 이러한 예외규정은 종래 영업형태를 위해, 즉 

상품부속적 중개인이 이미 널리 알려진 범위에서 폭넓게 활동하는 것을 가능케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한다.50)

나) 국내영업권한이 있는 보험회사(하나의 보험회사 또는 보험상품 간 충돌

이 없다면 여러 보험회사)로부터 전속적으로 위탁을 받아 보험중개자로서 활동

하는 자로서, 위탁한 보험회사가 보험중개자를 위해 중개행위에 관한 무한책임

을 인수한 경우(영업법 34d조 4항)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전속대리점을 염

두에 둔 규정이다. 보험회사의 위험인수는 영업법 34d조 2항 3호에 따른 의무적

인 직업책임보험을 대체하는 것이다. 중개자의 고의에 의한 의무위반의 경우 

책임보험에 따른 보호대상에 제외되는 점, 보험회사는 외관대리나 인용대리가 

성립되지 않더라도 책임을 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보험회사가 전속대리점

에 관한 위험을 인수하는 경우 고객이 포괄적으로 보호받는다고 할 수 있다.51) 

독일에서는 전속대리점의 비율이 높고, 많은 보험회사가 이러한 방법을 선택한

다고 한다.52) 보험자는 전속대리점의 지시에 따라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VAG80조 3항, 보험중개자령 6조 2항). 

48) 책임보험에 관련된 구체적 내용은 보험중개자령 8, 9조가 규정하고 있다. 최저보험
금액은 사고당 113만 유로, 연간 170만 유로이다(보험중개자령 9조 2항).

49) Bürkle Rn. 123

50) Bürkle Rn. 124(고객은 통일적인 생활관계에서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중요한 상품을 
한 곳에서 얻어야 하고, 부수적 보험에 관해서는 주된 상품의 판매자와 협상해야 한
다는 것이 입법이유라고 한다)

51) Bürkle Rn. 60, 62

52) Bürkle Rn.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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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하위중개자와 관련된 의무(영업법 34d조 6항) : 영업법 34d조 1, 3, 4항에 

따라 보험중개를 할 수 있는 자는 중개 시 직접 참여하는 하위 중개자를 그 자가 

보험중개에 관하여 적절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보증하고, 신뢰할 수 있는지 심사

한 경우에만 고용할 수 있다. 이는 하위중개자에 대한 심사를 상위중개자에게 

위임하는 취지로서, 심사의 구체적 기준은 금감원 지침에서 정하고 있다.53)

라) 위에서 살펴 본 모집종사자와 관련된 진입규제는 재보험중개자의 경우에

도 적용된다(영업법 34d조 10항). 그러나 주업으로 보험중개를 하지 않고, 제공

된 보험보호의 인식만이 필요한 보험계약을 전속적으로 중개하며, 생명보험이

나 배상책임보험을 중개하지 않으며, 연간 보험료가 500유로를 초과하지 않으

며, 계약기간이 총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등의 요건이 모두 갖추어진 경우에는 

위 진입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영업법 34d조 9항).

마) 보험조언자의 경우 : 보험조언자에 대한 진입규제의 기본구조도 보험중

개자의 경우와 동일하다. 원칙적으로 보험조언자로서 영업을 하려면, 상공회의

소의 시험과 허가, 등록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보험중개자의 경우와 같은 허

가 예외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영업법 34e조 1, 2항).

나. 일본

등록의무가 있음에도 등록하지 않고 보험모집을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

는 10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병과도 가능) 위반행위를 한 자의 당해 법인 

등에 대해서도 벌금이 부과된다(317조의2 4호, 321조1항 4호).

(가) 생명보험모집인 : 생명보험모집인은 모두 등록의무가 있다.

53) Rundschreiben 9/2007 (VA) B.Ⅰ.3.(보험회사가 보험중개자의 자질 및 신뢰성을 심사
하는 기준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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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손해보험모집인 : 손해보험대리점은 등록의무가 있고 손해보험대리점의 

임원과 사용인은 신고의무가 있으나,54) 손해보험회사의 임원과 사용인은 등록

이나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생명보험회사의 임원과 사용인의 경우 규제내용을 

달리하는 이유로는, 역사적 경위(戰後 생명보험회사의 사용인에 의한 부적절한 

모집이 빈번했던 점)및 주된 모집채널의 차이(생명보험의 경우 생명보험회사의 

사용인인 이른바 생보lady가 주된 채널인 반면, 손해보험회사의 사용인은 특히 

개인에 대한 보험을 다루는 경우가 적고 손해보험대리점이 주된 모집채널이다)

가 언급된다.55)

손해보험대리점의 신고된 임원이나 사용인이 등록대리점의 영업소에 상시 

근무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보험모집을 할 수 없다고 해석된다.56) 이

러한 추가적 제한을 두는 이유는 등록대리점이 사용인을 광범위하게 산재시켜 

등록의 취지가 몰각되고 여러 폐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고 한다. 신

고된 사용인이 상근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별도의 대리점으로 등록해야 모집행

위를 할 수 있다.57) 한편 금융청 감독지침의 해석상 사용인은 당해 대리점과 고

용관계에 있을 필요가 없고 파견근로자 등도 사용인으로 보험모집이 가능하

다.58) 또한 감독지침Ⅲ-2-2(7)은 사용인은 다른 대리점 또는 손해보험회사의 사

용인으로 보험모집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리점의 사용인이 부적절

한 보험모집을 한 경우 소속 손해보험대리점은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307조 1항).

등록과 달리(279,59) 289조) 신고에 관해서는 법률상 거부요건이 정해져 있지

54) 이름과 생년월일을 내각총리대신에게 신고해야 하고,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거나 신고한 임
원이나 사용인이 보험모집을 하지 않게 된 때, 사망한 때에는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302조).

55) 中原健夫 75

56) 금융청 감독지침 Ⅲ-2-2(7)①은, 302조에서 말하는 보험모집에 종사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은 대리점의 사무소에 근무하고 보험모집에 관한 소정의 교육을 받아 대리점
의 관리 하에 보험모집을 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57) 石田滿 577

58) 中原健夫 83

59) 생명보험모집인, 손해보험대리점의 등록거부요건은 다음과 같다(279조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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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않다. 그러나 신고 시 손해보험대리점의 등록요건 중 임원이나 사용인에 관

련된 사항(임원의 경우: 279조 9, 11호, 사용인의 경우: 279조 10, 11호)에 해당

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실무상 권장된다.60) 이와 같이 보는 이유는 등록거부 사

항에 해당할 경우 신고자체도 거부할 수 있다고 봄이 大는 小를 포함한다는 관

점에서 균형이 맞을 수 있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다) 특정소액단기보험모집인을 제외한 소액단기보험모집인은 등록의무가 

있다. 특정소액단기보험모집인은 등록의무는 없지만 보험모집을 하는 그 임원

이나 사용인은 신고해야 한다(302조).

(라) 보험중개인도 등록의무를 부담하고 보험중개인의 임원이나 사용인이 보

험모집을 하려면 그 이름과 생년월일을 신고해야 한다(276, 286, 302조). 손해보

험대리점의 경우 소속보험회사가 있어 이 소속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손

   (1)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못한 자 또는 외국의 법령상 그와 같이 취급되는 자
   (2) 금고이상의 형(그에 상당하는 외국의 법령에 따른 형도 포함)에 처해져 형 집행

이 종료되었거나 형 집행을 받지 않게 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않은 자
   (3) 보험업법 또는 그에 상당하는 외국의 법령규정에 위반하여 벌금형(그에 상당하

는 외국의 법령에 따른 형도 포함)에 처해져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형집행
을 받지 않게 된 날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않은 자

   (4) 307조 1항의 규정에 따라 내각총리대신에 의해 등록을 취소 당해 취소일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않은 자(등록을 취소당한 자가 법인인 경우 그 임원도 포함). 이
는 당해 법인의 업무에 책임이 있는 임원이 나중에 스스로 등록을 받거나 새로
운 법인을 세우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이다.

   (5) 성년피후견인, 피보좌인 또는 외국의 법령상 이와 같이 취급되는 자
   (6) 신청일 전 3년 이내에 보험모집에 관하여 심하게 부적당한 행위를 한 자
   (7) 보험중개인 또는 그 임원, 보험모집을 하는 사용인
   (8) 영업에 관하여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을 갖고 있지 않은 미성년자로서 그 법

정대리인이 위 1~7까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9) 법인으로 그 임원 중 위 1-6까지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10) 개인으로 그 보험모집을 하는 사용인 중 위 7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11) 법인으로 그 임원 또는 보험모집을 하는 사용인 중 위 7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또한 등록신청서나 첨부서류의 중요한 사항에 허위의 기재가 있거나 중요한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등록이 거부된다(279조 1항).

60) 中原健夫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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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배상의무를 부담할 수 있으나(283조), 보험중개인의 경우 소속보험회사가 존

재할 수 없다. 따라서 보험중개인의 등록요건은 생명보험모집인이나 손해보험

대리점에 비해 엄격한 점이 있고(289조),61) 보험중개인은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담보명목으로 보증금을 공탁하거나(291조) 보험중개인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

결해야 한다(292조). 또한 생명보험모집인, 손해보험대리점, 소액단기보험모집

인의 원부는 이해관계인이 소속보험회사에 열람 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이지만

(285조 2항), 보험중개인 등록부는 내각총리대신에 의해 공중의 열람에 제공된

다(288조 3항). 보험중개인은 보험회사, 외국보험회사, 그들의 임원, 보험모집

인을 겸할 수 없다(289조 1항 7호).

※ 은행 등의 보험모집

은행 등의 금융기관은 생명보험모집인, 손해보험대리점, 소액단기보험모집

인, 보험중개인의 등록을 받아 보험모집을 할 수 있다(275조 1, 2항, 276조, 286

조). 은행 창구에서의 판매뿐만 아니라 방문판매, 통신판매 등도 가능하고, 보험

대리점을 자회사로 두어 보험모집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은행법 16조의2). 다

만, 보험계약자 등이 보호되지 않을 가능성이 적다고 내각부령이 정한 경우에만 

보험모집을 할 수 있다는 제한이 있다(275조 1항). 이에 따라 내각부령은 은행 

등이 모집할 수 있는 보험계약의 구체적 내용을 규정하고 있었으나(규칙 212

조~212조의5), 2012년 4월 개정을 통해 보험계약 범위의 제한이 철폐되었다.

보험회사는 은행에 보험모집을 맡길 경우, 은행의 신용을 배경으로 한 과도한 

보험모집에 의해 보험회사의 건전하고 적절한 운영 및 공정한 보험모집이 손상

되지 않도록 은행에 대한 위탁에 관한 방침을 세워, 그 은행의 보험모집의 상황

을 적확히 파악하고 기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규칙 53조의3의3). 은행

의 보험모집 관련 그 밖의 규제에 대해서는 영업행위 규제 관련부분은 참조하기 

바란다.

61) 石田滿 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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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미국

1) 뉴욕주 보험법

허가를 받지 않고 보험모집인으로서 활동하는 것은 금지된다{2102조(a)}. 보

험회사의 임직원이 사무실 밖에서 모집을 하기 위해서는 대리인 면허가 필요하

다{2101조(a)}. 보험대리인, 보험중개인, 보험컨설턴트 허가를 받지 않은 자는 

자신을 보험조언자, 보험컨설턴트, 보험카운셀러라고 호칭해서는 안되고, 보험

계약의 심사나 평가 등과 관련하여 보수를 수령하거나 보험에 관해 추천, 조언

해서는 안된다{2012조(b)(1), (3)}. 누구도 공중을 오인시킬 수 있는 명칭을 사용

하거나 허가받은 내용 이외의 자격을 가진 것처럼 자신을 호칭해서는 안된다

{2102조(b)(2)}. 이를 위반할 경우 면허 취소나 정지, 위반행위별로 500$ 이하의 

제재금(총합계액은 2,500$ 이하) 부과대상이 된다{2127조(a)}.

허가받은 보험회사의 임직원이 사무실 내에서 생명보험이나 연금계약의 청

약을 위한 교섭, 판매권유, 공중으로부터 청약의 수령을 하는 경우, 대리인으로 

허가받지 않은 이상 감독관에 의해 사전에 능력과 신뢰성에 관하여 인가를 받아

야 한다(2201조). 

미국의 많은 주에서 보험대리점과 보험중개인의 면허를 중복해서 취득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지 않고, 많은 대리점이 중개인으로서의 업무도 함께 하고 있

다. 뉴욕주 역시 마찬가지이다. 두 면허가 producer라는 하나의 면허로 되어있

는 주도 많다.62)

보험모집인의 1사 전속제는 존재하지 않는다{2103조(l)}. 

보험회사는 보험모집인을 임명한 경우 보험모집인과의 관계가 종료한 경우, 

보험감독관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2112조).

보험대리인과 보험중개인에 대한 구체적인 진입규제 내용은 다음과 같다.

62) 구미보험시장 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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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보험대리인 보험중개인

면허의 종류

손해보험{2103조(b)}, 생명보험, 
변액생명보험, 변액연금, 상해건
강보험, 그 밖의 유사보험{2103조
(a)}

손해보험{2104조(b)(1)(B)}, 생명
보험, 변액생명보험, 변액연금, 
상해건강보험, 그밖의 유사보험
{2104조(b)(1)(A)} 

면허의 대상

단체(association or firm)에 면허
가 교부된 경우 단체구성원으로
서 면허증에 부 피면허자(sub-licensee)
로 기재된 자만이 개인적으로 보험
대리인으로서 활동할 수 있고, 회
사(corporation)에 면허가 교부된 
경우 회사 임원으로서 면허증에 
부 피면허자(sub-licensee)로 기
재된 자만이 개인적으로 보험대
리인으로서 활동할 수 있다. 부 
피면허자는 오직 피면허자의 이
름으로 활동해야 한다{2103조
(c)}.

회사(corporation)에 교부된 면허
는 회사 임원만을 부 피면허자로 
기재할 수 있고, 단체(association 
or firm)에 교부된 면허는 단체구
성원만을 부 피면허자로 기재할 
수 있다. 개별 부 피면허자는 보
험중개인으로서 면허를 받을 수 있
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2104(b)(2)}

면허발행 
요건63) 

∙ 면허발행시 18세 이상인 자(부  
  피면허자도 포함){2103조(d)}
∙ 필기시험의 합격{2103조(f)(1)}
∙ 필기시험 응시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생명보험, 상해건강보험의 
경우 40시간 이상의 교육과정 
수료, 손해보험의 경우 90시간 
이상의 교육과정 수료 필요
{2103조(f)(2)}

∙ 다음의 경우 필기시험 면제  
  {2103조(g)}
  ①여행 중 위험을 부보하기 위

해 보험대리인으로서 수하물 
및 상해보험만을 다루는 여
행운송업자 

  ②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된 개
인의 경우(감독관의 재량에 
따름)

  ③기존 피면허자가 면허 종료 
후 2년 내에 면허신청을 한 
경우

  ④이전에 다른 주에서 동종의 

∙ 면허발행시 18세 이상인자(부  
  피면허자도 포함){2104조(c)(1)}
∙ 필기시험의 합격(면허갱신의 경  
  우 제외){2104조(e)(1)(A)}
∙ ① 손해보험의 경우 90시간 이
상, 생명보험, 상해건강보험의 
경우 40시간 이상의 교육과정 
수료, 또는 ② 면허신청 전 3년
간 보험회사, 보험대리점, 보험
중개인의 피용자로 합계 1년 이
상 근무하였을 것 등{2104조
(c)(1)}. 단, 비거주 보험중개인
의 경우 위 요건이 적용되지 않
음{2104조(c)(2)}.

∙ (the Chartered Property  
Casualty Underwriter), (the 
Chartered Life Underwriter),  
(the Chartered  Financial 
Consultant), (the  Master  of 
Science in Financial Services)
의 자격을 부여받은 경우, 감독
관의 재량에 따라 필기시험이나 

<표 Ⅱ-1> 보험대리인과 보험중개인에 대한 진입규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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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를 취득하였고, 그 주가 
뉴욕주 거주자에 대하여 비
거주자면허를 허용하는 경우, 
단 당해 주에서 현재 면허를 
갖고 있거나 당해 주에서의 
면허가 실효된 후 90일 내에 
면허신청이 이루어지고 당해 
주가 부정한 이력 등이 없다
고 확인한 경우에 한한다.

교육과정 수료 요건이 면제될 
수 있음{2104조(e)(1)(B)}.

∙ 감독관이 보험중개인으로서 보
험계약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
해 행동할 신뢰성과 능력을 갖
추었다고 인정하는 경우{2104
조(a)(1)}

면허의 발행·
갱신거부, 
면허취소, 정지

감독관은, 신청자가 2324조(rebate 
및 차별취급 금지)에 위반하여 급
부나 이익을 수령하였거나 수령할 
예정인 경우, 또는 신청자가 직전 
12개월간 수령한 또는 직후 12개
월간 수령할 예정인 순 수수료 총
액의 10% 이상이 신청자와 지배
관계가 있는 자의 재산이나 위험
에 관한 계약에 의한 것이라고 판
단한 경우에는, 면허발행의 거부, 
면허의 정지, 취소가 가능하다
{2103조(i)}.

감독관은, 신청자가 2324조의 규
정에 위반하여 급부나 이익을 수
령하였거나 수령할 예정인 경우, 
또는 신청자가 기존 면허의 유효
기간 중에 수령한 또는 향후 새로
운 면허에 따라 수령할 예정인 순 
수수료총액의 10% 이상이 신청
자와 지배관계가 있는 자의 재산
이나 위험에 관한 계약에 의한 것
이라고 판단한 경우에는 면허의 
발행 또는 갱신을 거부할 수 있다
{2104조(d)(3)}.

보험법 및 보험규제 위반, 신청 시 부정확한, 오해를 야기하는, 불완
전한, 허위의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부실표시나 기망으로 면허를 취
득한 경우, 기망하거나 부정직하거나 강압적인 영업을 한 경우, 중죄
를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등에는, 보험모집인에 대한 면허 갱신거부, 
면허취소, 정지가 가능하다{2110조(a)}.
2110조(a)에 의하여 면허가 취소된 보험모집인, 또는 그러한 보험모
집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association or firm), 그러한 보험모집
인을 임원으로 하는 회사(corporation)는 면허취소 후 1년간 면허를 
받을 수 없다{2110조(e)}.

면허유효기간 2년{2103조(j)(2)} 2년{2104조(g)(1)}

계속교육
면허취득 후에도 유효기간 중 거주자, 비거주자를 불문하고 2년에 한 
번씩 소정의 교육을 수료하지 않으면 면허를 갱신할 수 없다(2132조)

63) 또한 연방법인 보험사기방지법(Insurance Fraud Protection Act)은 보험규제 당국의 
서면 동의 없이 신뢰성에 관계된 중죄판결을 받은 자가 보험사업에 참여하는 것, 

보험자,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인 등이 이러한 자를 고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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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험모집인 면허 모델법(Insurance Producer Licensing Model Act)

가) 보험모집인 면허가 요구되지 않는 경우(4조)

－ 보험회사나 보험모집인의 임직원으로서 보험판매와 관련하여 수수료를 

받지 않는 경우로, ①관리나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보험판매, 판매권

유, 교섭과 간접적으로만 관련된 경우, 또는 ② underwriting, 손실관리 등

의 업무를 담당하거나, ③보험모집인에게 기술적 조언이나 조력을 제공

하는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다.

나) 필기시험의 합격 필요(5조)

다) 면허교부 신청 요건(6조)

    면허발행 시 연령이 18세 이상일 것

    면허발행거부, 면허 정지나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

    면허신청 대상보험종목에 관한 사전교육과정을 수료할 것

    신청 수수료를 지급할 것

    면허신청 대상보험종목에 관한 필기시험에 합격할 것

라) 면허의 발행(7조)

피면허자가 면허취소나 정지를 받지 않은 경우, 수수료를 지급하고 교육요건

을 충족하면 계속 면허를 유지할 수 있음.

갱신기간 종료 이후 12개월 내에는 필기시험을 거치지 않고 동일한 면허를 취

득할 수 있음. 다만 기존 갱신수수료의 2배를 납부해야 함.

마) 비거주자 면허(8조)

비거주자가 거주지 주에서 면허를 갖고 있고 부정한 이력이 없으며, 면허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수수료를 납부하였으며, 거주지 주에 제출한 면허

신청 서류를 비거주지 주 보험감독관에게 제출하였고, 거주지 주가 현재 주의 

주민에 대하여 동일한 근거에서 비거주자 면허를 허용하고 있는 경우, 비거주자

에 대하여 면허가 부여될 수 있다.

바) 필기시험 및 교육과정의 면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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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주에서 동일한 보험종목에 대하여 면허를 받은 자는 필기시험이나 교육

과정이 면제된다. 다만, 현재 그 면허를 갖고 있거나 면허가 실효된 지 90일 이

내에 신청을 하는 경우로서 해당 주에서 면허자가 부정한 이력이 없음을 확인한 

경우에 한한다.

사) 면허의 발행, 갱신거부, 취소, 정지(12조)

보험감독관은 신청자가 다음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면허 발행

이나 갱신의 거부, 면허취소, 면허정지를 할 수 있다.

－ 부정확하거나 오해를 야기하거나 불완전하거나 허위의 정보를 신청 시 제

공하는 경우

－ 보험법이나 보험규제를 위반한 경우

－ 부실표시나 기망으로 면허를 취득한 경우

－ 보험영업 중 취득한 재산을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경우

－ 고의적으로 보험계약의 내용을 잘못 표시한 경우

－ 사기적, 강압적, 부정직한 행위를 하거나 사업운영 과정에서 무능력 신뢰

성의 결여, 재정적 책임능력의 결여를 나타낸 경우

－ 불공정한 보험거래관행이나 사기행위가 있는 것

－ 다른 주에서 보험모집인 면허 발행이 거부되거나 면허 취소, 정지가 된 경

우 등

아) 보험모집인과의 관계가 종료된 경우 보험회사의 감독관에 대한 통지의무

(15조)  

라. 영국

1) 보험중개자(insurance intermediary)

금융서비스 및 시장법(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2000, 이하 FSMA) 

19조는 일반적 금지사항으로 인가를 받지 않은 자나 인가면제 대상이 아닌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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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대상업무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FSMA 23조).

보험중개자(intermediary)64)가 규제대상업무65)를 하기 위해서는 금융행위감

독원(Financial Conduct Authority, 이하 FCA)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인가를 받

은 경우 등록된다. 등록내용은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가능하다. 기업

(firm)이 인가(authorization)를 받아 등록된 경우 그 기업을 위하여 비투자보험

상품이 아닌 투자형 (보험)상품에 관하여 조언하거나 이를 판매하는 개인도 

FCA의 승인(approval)66)을 받아야 하고, 이러한 개인에 관한 내용도 등록된

다.67){FSMA 59조, Supervision(SUP) 10A.10.7 R,68) (controlled function 중 하나

인 customer-dealing function)}. 이 경우 승인신청은 기업이 해야 한다(FSMA 60

조, SUP10A.13.5 G 참고). 개인이 승인 없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경우 기업뿐

64) 보험중개(insurance mediation)의 개념은 EU지침상의 것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PERG 

5.16).

65) 영업으로(영업성의 구체적 판단기준은 PERG 5.4 참조), ①고객이나 보험회사를 대리
하여 보험을 구입(판매), 가입(인수)하는 행위(dealing in contracts of insurance as 

agent, PERG 5.5.1 G), ②보험계약 체결에 관여하거나(arranging deals in investments), 

보험계약에 관하여 관여한 경우(making arrangements with a view to transactions in 

investments, 잠재적 보험계약자가 현재 교섭이 진행 중인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청약
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주거나, 고객을 보험중개자에게 소개시켜주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일회적으로 소개시켜주는 행위, 소개받은 사람이 보험계약을 
실제로 체결하는지 여부는 신경 쓰지 않고 단순히 조언을 제공해주기 위해 보험중
개자를 소개시켜 주는 행위는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단순히 광고전단지를 
놓아두는 것, 단순히 통신수단만 제공하는 인터넷사업자나 통신사업자도 여기에 해
당되지 않는다)(PERG 5.6), ③보험계약의 이행 및 관리 시 도와주는 것(PERG 5.7), 

④보험계약자나 잠재적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에 관하여 조언하는 것(특정보험계
약에 관한 조언이어야 하고, 정보만 제공하는 것은 해당되지 않는다. PERG 5.8), ⑤
위와 같은 행위들을 하기로 동의한 것을 뜻한다. 기존 보험계약을 갱신(renewal)하
는 경우도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위 기준들이 적용된다
(PERG 5.10).  

66) 승인기준으로는 정직성(honesty), 청렴성(integrity), 평판(reputation), 능력(competence 

and capability), 재무적 안정성(financial soundness) 등을 고려해야 한다{The Fit and 

Proper test for Approved Persons(FIT)}.

67) FCA(http://www.fca.org.uk/firms/systems-reporting/register/search/individuals)홈페이지 참조.

68) R은 강제력이 있는 Rule의 약칭이고, G는 강제력이 없는 Guidance의 약칭이다. 구미
주요국 6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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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아니라 개인도 악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 책임을 부담한다(SUP 10A.13.2 G).

보험중개자로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69) 영국의 

경우, 보험대리인과 보험중개인의 진입규제를 개별적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

지 않다.

FCA는 인가를 변경, 취소할 수 있고(FSMA 55H, I, J조 등), 인가업자에 대하여 

서면에 의한 통지로써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FSMA 165조). FCA는 

인가업자가 부정행위(misconduct)를 하였다고 보이는 경우, 제재금(penalty)을 

부과하거나 승인(approval)의 정지, 승인행위에 대한 제한, 부정행위에 관한 진

술의 공표를 할 수 있다(FSMA 66조).

가) 적합성(Suitability), 능력요건

보험중개업무에 종사하려는 기업(firm)은 그 업무를 하기에 적합한(fit and 

proper) 자이어야 한다{Threshold Conditions(COND) 2.5; 감독기관의 감독관련 

규정으로 인가금융업자에 적용되는 일반 요건임}. 

보험중개업무를 하려는 기업은 합리적인 근거를 통해, 자신의 관리구조상 보

험모집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는 사람 중 일정비율과 보험모집에 직접 관여하

는 사람 모두가 자신들의 의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갖추었고, 

관리구조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보험모집에 직접 관여하는 모든 직원들이 좋은 

평판을 갖고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지식, 능력, 좋은 평판 요건){감독기관의 감

독관련 규정인 Prudential sourcebook for Mortgage and Home Finance Firms, 

and Insurance Intermediaries(MIPRU) 2.3.1 R}.70) 위와 같은 요건은 기업의 적

합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도 고려된다(COND 2.5.6).

69) 또한 기업{개인사업자(sole trader) 제외}인 보험중개자는 중개업무에 책임을 지는 사
람(임원 등)을 지정해야 하고, 이 사람의 이름은 등록된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
사업자의 이름을 접촉할 사람(contract person)으로 등록한다. MIPRU 2.2.1 R, 2.2.5 

G 참조.

70) 감독기관의 감독관련 규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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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과 능력을 갖추었는지 판단함에 있어 기업은 해당 개인이 업무경험이나 

교육을 통해 자신의 임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음을 증명하였고, FCA의 Training 

and Competence sourcebook(직원의 교육 및 평가, 그에 관한 내용의 기록 등을 

규정하고 있음)과 Senior Management Arrangements, Systems and Controls 

sourcebook(기술 및 지식,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고용하고, 그 능력과 적합성을 

평가할 것 등을 규정하고 있음)상 관련요건들을 충족했는지 고려해야 한다.  

나) 재무요건

보험중개자는 보상한도액이 1사고당 1,120,200 유로 이상이고 연간한도액이 

연간수입의 10% 이상인(단, 하한은 1,680,300유로이고 상한은 3,000만 파운드

이다) 전문직업인배상책임보험(professional indemnity insurance)에 가입해야 

한다(MIPRU 3.2.7 R). 여기에 면책금액(excess, 보험중개자의 자기부담분)을 설

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면책금액은 보험중개자가 고객의 자금(money)이나 자

산(assets)을 갖고 있는 경우 연간 수입의 3% 또는 5,000 파운드 중 높은 금액을 

초과해서는 안되고, 보험중개자가 고객의 자금이나 자산을 갖고 있지 않은 경우

에는 연간수입의 1.5% 또는 2,500파운드 중 높은 금액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MIPRU 3.2.11 R, 3.2.12 R).

그러나 1000만 파운드 이상이 순 유형자산을 보유한 다른 인가업자가 위 책임

보험에 상응하는 보증을 제공한 경우는 예외이다. 기업이 위와 같은 자산을 보

유한 인가업자가 속한 그룹의 구성원인 경우, 보증은 그 인가업자가 해야 한다

(MIPRU 3.1.1 R). 재보험중개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위 규제가 적용된다

(MIPRU 3.1.2 G).

참고로 고객의 자금이나 자산을 갖고 있지 않은 보험중개자는 5,000파운드와 

보험중개로부터 얻는 연간 수입의 2.5% 중 높은 금액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고객의 자금이나 자산을 갖고 있는 보험중개자는 10,000파운드와 보험중개로부

터 얻는 연간 수입의 5% 중 높은 금액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MIPRU 4.2.11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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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임대리인(appointed representatives)

FCA 등의 인가를 받은 기업과 선임대리인 사이에 선임대리인이 해당 기업의 

규제대상업무를 처리하고 그에 관한 규제를 준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기업이 선임대리인의 영업행위에 관한 책임을 서면으로 인수한 경우, 선임

대리인에 대해서는 인가의무가 면제된다(FSMA 39조 1항). 선임대리인의 본인

은 자신이 책임을 인수한 영업과 관련한 대리인의 작위나 부작위에 대하여 본인

이 명시적으로 이를 허락한 것과 동일하게 책임을 부담한다(FSMA 39조 3항). 

인가를 받은 보험중개자는 자신의 선임대리인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한

다(MIPRU 3.2.6).

일반보험계약과 순수보장성 보험(pure protection contract)71)의 경우 선임대

리인은 계약주선, 상담, 계약체결{순수보장성 보험의 경우 장기 요양보험

(long-term care insurance)은 제외}, 계약이행 및 관리 시 조력 업무를 할 수 있

다. 그러나 생명보험의 경우 계약주선, 상담, 계약이행 및 관리 시 조력 업무를 

할 수 있으나 계약체결은 할 수 없다{The Perimeter Guidance Manual(PERG) 

5.13.4 G; SUP 12.5.2. G 및 구(舊)FSA의 안내서72) 참조}. 선임대리인의 업무가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체결, 계약주선, 계약이행 및 관리 시 조력, 조언에 해

당하는 경우, 인가업자와 선임대리인 사이의 계약에는 선임대리인이 FCA 등록

부에 보험대리업무를 하는 자로 등록된 경우에만 위 업무를 한다는 내용의 조항

이 포함되어야 한다(SUP 12.5.2 G). FCA는 선임대리인이 업무를 하기에 적절하

지(fit and proper)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록을 거절할 수 있다(SUP 12.4.10 G).

비투자성 보험(일반보험계약 및 순수보장성 보험 중장기 요양보험을 제외한 

것)의 경우 선임대리인이 대리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본인의 수에 제한이 없다

71) 장기보험계약으로, ①보험금이 사망, 상해에 따른 장애 등을 이유로 지급되고, ②해
약환급금이 존재하지 않거나 보험료를 일시납입하고 해약환급금이 그 보험료를 초
과하지 않는 경우, ③위 2가지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내용으로 전환되는 계약조항
이 없는 경우를 뜻한다.

72) fca(http://www.fca.org.uk/your-fca/documents/factsheet-becoming-an-appointed-represent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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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 12.5.6 C). 그러나 지정투자상품의 경우 한명의 본인과만 대리계약을 체결

할 수 있고, 다른 본인과 대리계약을 체결하려면 기존 본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SUP 12.5.6A R, 12.5.6B G).

본인은 선임대리인을 임명함에 있어 능력요건과 재무요건을 심사해야 하고, 

선임대리인의 업무가 보험중개업무인 경우 업무개시 전에 FCA에 통지해야 한

다(SUP 12.4.9). 계약존속 중에도 본인은 선임대리인의 재무상황을 적어도 1년

에 한 번은 감독하고, 능력요건이나 재무요건이 충족되지 않았거나 그럴 수 있

다고 믿을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거나 계약을 해지해야 

한다. 또한 선임대리인이 계약내용을 이행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효율적인 감독

체제를 갖추기 위해 합리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SUP 12.6).

본인은 선임대리인과 관련된 내용(선임대리인이 개인이 아닌 경우 보험모집

업무의 관리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개인의 이름도 포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

사항, 대리계약이 해지된 경우 그 사실 등을 FCA에 통지해야 한다(SUP 12.7, 

12.8).

마. 호주

1) 면허의 취득

회사법 766A조(1)은 금융상품에 관한 조언,73) 금융상품의 거래, 금융상품을 

위한 시장형성(make a market for a financial product)74) 등이 금융서비스의 제

공에 해당한다고 하고 있고, 911A조(1)은 금융서비스의 제공을 하려는 자는 원

73) 고객이 특정 금융상품 또는 금융상품 군(群)에 관한 의사결정 또는 특정의 금융상품 
또는 금융상품 군의 이익에 관한 의사결정을 할 때, 고객에게 영향을 줄 목적으로 
이루어진 추천, 의견진술이나 위와 같은 영향을 줄 목적이었다고 합리적으로 볼 수 
있는 추천, 의견진술 등을 뜻한다{회사법 766B조(1)}.

74) 금융상품의 취득이나 처분을 제안하면서 제시하는 가격을 정기적으로 진술하는 행
위, 다른 사람들이 그들이 진술가격으로의 거래에 정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고 합리적으로 기대하는 경우 등을 뜻한다{회사법 766D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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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적으로 면허(Australian financial services license, 이하 ‘AFS면허’)를 취득해야 

한다고 규정한다.75)76) 다만, 면허취득자의 대리인이 면허취득자를 위하여 활동

하는 경우, 면허취득자나 관계회사의 임직원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면

허취득자의 인가대리인으로서 활동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면허를 취득할 필요

가 없다{회사법 911A조(2), 911B조}. 다만, 취득한 면허상 일반보험상품이나 통

합된(bundled) 소비자신용보험상품의 거래를 할 수 있는 자가 distributor에게 

자신을 위해 위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권한을 부여한 경우, distributor는 인가대

리인이 아니더라도(distributor가 소매고객에게 금융서비스 제공 시 분쟁해결체

계에 관하여 안내하고, 누구를 위해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며 보수내역 등을 알

리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피면허자가 합리적인 조치를 취함을 전제로) 금융서

비스면허를 취득할 필요가 없다(Class Order[CO 05/1070]).

일반적 조언을 신문 등의 특정 매체를 통해 제공하고 제공의 유일한 또는 주

된 목적이 금융상품에 관한 조언의 제공이 아닌 경우에는 면허를 취득할 필요가 

없다{회사법 911A조(2)(ea)~(ec)}. 다만, 조언제공자가 조언 제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령할(한) 보수’에 관하여 진술한 경우에만 면허취득 요건이 면제된다

(Regulation 7.6.01B). 도매고객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고 APRA의 규제를 받는 

단체이며 해당 서비스에 대하여 APRA가 규제 및 감독책임을 지고 있는 경우에

도, AFS면허를 취득할 필요가 없다{회사법 911A조(2)(g)}. 사실이 아님에도 면허

를 받았거나 해당 금융서비스와 관련하여 면허의무가 면제되었다거나 다른 사

람의 대리인으로서 금융상품을 제공하거나 피면허자의 권한범위 내에서 활동

한다고 표시한 경우 처벌대상이 된다{회사법 911C조, 1311(1)조}.

ASIC(호주 증권투자위원회, Australian Securities and Investments Commission)

75) 영업성 요건(business test)도 갖추어져야 한다. 이는 금융서비스를 체계를 갖고 계속
적,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 충족된다. 이윤추구의 동기가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다. 

Licensing: Financial product advice and dealing (ASIC Regulatory Guide 36) p. 27.

76) 다른 피면허자나 그 대리인이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알려주고, 그 자들의 
구체적 연락사항을 알려주는 행위만 하는 경우 AFS면허를  취득할 필요가 없다{다
만 소개와 관련하여 받는 보수를 공개해야 면허취득 요건이 면제된다(Regulation 

7.6.01(1)(e), (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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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면허를 부여하면서 보험계약자를 위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에 대해서만 

보험중개인, 손해보험중개인, 생명보험중개인과 같은 명칭사용을 허용할 수 있

고, 이러한 인가 없이 위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회사법 923B조. 위반 시 형사처

벌 대상임 1311조(1)}.   

금융서비스 중 금융상품에 관한 조언77)의 경우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78) 

－ 소매고객 및 도매고객에 대한 금융상품의 개별적 조언 및 일반적 조언79)/ 

소매고객 및 도매고객에 대한 금융상품의 일반적 조언 / 도매고객에 대한 

금융상품의 일반적 조언 제공

금융서비스 중 금융상품의 거래의 경우80) 일단, 거래와 중개 중 하나를 선택

77) 원칙적으로 오로지 사실에 기초한 정보제공, 소비자를 피면허자나 그 대리인에게 단
순히 소개시켜 준 것은 금융상품에 관한 조언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경우 정보개
시와 관련된 문서를 소비자에게 제공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사실
에 기초한 정보제공도 조언에 해당할 수 있다(가령 두 보험상품의 내용에 대한 설
명에 두 상품의 장점에 관한 가치판단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되는 경우). 또한 소
개시켜 준 피면허자가 좁은 범위의 금융상품에 대해서만 조언을 하고, 소개해 준 자
가 소비자의 결정에 따라 보수를 받는 경우에는 금융상품에 관한 조언이 될 수 있
다. 또한, 단순한 도관(conduit)역할에 그치는 자나 경리직원이나 현금출납직원은 금
융상품에 관한 조언을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Licensing: The scope of the 

licensing regime: Financial product advice and dealing(ASIC Consultation paper 19) 참
조. 또한 서기나 경리직원의 통상적인 업무과정에서 이루어진 행위{회사법 766A조
(3)}, 상품정보개시설명서와 같은 제시요구 서면의 교부{회사법 766B조(1A)}, 금융상
품 발행자가 제공하는 일반적 조언으로서 조언 시 자신이 조언을 제공할 면허를 가
지고 있지 않다는 점을 고객에게 알리고, 상품구입 전에 상품정보개시설명서를 읽어
보도록 고객에게 권유하는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Regulation 7.1.33H), 금융상품
조언에 해당하지 않는다.

78) AFC Licensing Kit: Part2 - Preparing your AFS license or variation application(ASIC 

Regulatory Guide 2) p. 13.

79) 금융상품에 관한 조언은 일반적 조언과 개별적 조언으로 나뉜다{회사법 768B조(2)}. 

개별적 조언은 조언자가 고객의 목적, 재정상황 및 필요 중 적어도 한 개 이상을 
고려하였거나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조언자가 이를 고려하였다고 예상하는 경우를 
뜻한다{회사법 766B조(3)}. 개별적 조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모두 일반적 조언이다
{회사법 766B조(4)}.

80) 회사법은 금융상품의 거래에 관하여 거래(dealing)와 중개(arranging)를 구별하고 있
다(766C조). dealing은 금융상품의 발행, 변경, 처분 등의 행위를 뜻한다. 중개는 금
융상품의 발행, 판매 등에 관한 교섭, 금융상품의 발행, 판매를 성립시키려는 행위 
등을 뜻하는데, 조언까지 한 경우는 중개에 포함되지 않는다{766C조(2)}. 여행사가 
여행보험브로셔를 비치해놓고 고객이 청약서에 기입하는 것을 도와주며, 보험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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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거래나 중개의 특별한 유형으로서 다음 중 하나 또는 여럿을 선택할 수 있다.  

－ 금융상품의 발행, 청약, 구입, 변경, 처분 / 다른 사람의 대리인으로서 금융

상품의 청약, 구입, 변경, 처분 / 관리형투자펀드상 증권 등의 발행을 인수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금융상품의 종류는 다음 중 하나 또는 여럿을 선택할 수 

있다. 

－ 일반보험상품, 생명보험상품, 예금 및 지급상품, 파생상품, 외환거래계약, 

퇴직저축구좌, 각종 국채, 연금, 관리형투자펀드, 증권, 각종국채 등81)

금융서비스 면허 취득자는 ①금융서비스가 효율적이고 정직하고 공정하게 

제공되도록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해야 하고, 이해관계충돌을 관리하는 적절한 장

치를 마련해야 하며,82) ②면허조건을 준수해야 하며, ③금융서비스법을 준수

해야 하고, ④자신의 대리인이 금융서비스법을 준수하도록 합리적 조치를 취해

야 하며, ⑤ APRA(Australian Prudentail Regulation Authority, 호주 건전성 감독

기구)의 규제를 받지 않는 경우,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감독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적절한 자산(재정적, 기술적, 인적 자산)을 갖추어야 하고, ⑥금융서비스

를 제공하기 위한 능력을 유지해야 하며, ⑦대리인이 적절하게 교육을 받고 금

융서비스를 제공할 능력을 갖추었음을 보장해야 하고, ⑧소매고객83)에게 금융

수령하여 보험회사에 전달하는 경우 중개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Licensing: 

Financial product advice and dealing(ASIC Regulatory Guide 36) p. 26 참조. ASIC는 
중개의 요건으로 ①관여행위가 거래성사에 충분한 중요성을 갖출 것, ②다른 사람
을 위한 관여행위로 다른 사람에게 중요하게 가치를 증가시킬 것, ③다른 사람의 
의사결정에 따라 이익을 지급받을 것을 들고 있다. p. 19.

81) AFC Licensing Kit: Part2 - Preparing your AFS license or variation application(ASIC 

Regulatory Guide 2), p. 21.

82) 이해관계 충돌에 관한 공시는 ①적시에, 명확하게, 고객에게 특정되고 의미 있게, 

②금융서비스가 제공되기 전에 고객이 그 영향을 평가할 수 있는 합리적 시간을 두
어, ③충돌이 문제된 특정서비스를 언급하며 이루어져야 한다. Licensing: Managing 

Conflicts of interest(ASIC Regulatory Guide 181), p. 16

83) 일반보험상품(자동차보험, 주택보험, 가재보험, 질병상해보험, 소비자신용보험, 여행
보험, 사유재산 가재보험)의 판매에 있어 소매고객으로 보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개인이거나 보험상품이 소규모 사업(상품생산과 관련된 경우 종업원 100명 미만, 그 
밖의 경우 20명 미만)과 관련된 경우{회사법 761G조(5)}. 일반보험상품이나 퇴직연금 
등이 아닌 다른 금융상품의 경우 다음 조건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자가 
소매고객이다. ①금융서비스제공에 대한 가격, 금융상품의 가치가 일정 금액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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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분쟁해결체계를 갖추어야 하고(자사 내에 분쟁해결절

차를 갖추고, 외부 분쟁처리기관에 1곳 이상 가입해야 한다), ⑨ APRA의 규제를 

받지 않는 경우 적절한 위험관리체제를 갖추어야 하고, ⑩규제에 따른 다른 의

무를 준수해야 한다(회사법 912A조). 소매고객에게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경

우 면허취득자는 고객에 대한 보상체계(직업책임배상보험 등)를 갖추어야 한다

(회사법 912B조).84)

금융서비스 면허는 ①면허신청자가 요구된 정보와 서류를 제공하고, ② ASIC

가 신청자가 위 912A조상 의무를 준수할 것이라고 믿을 수 있고,85) ③신청자가 

자연인인 경우 그 본인, 법인인 경우 대표임원이 좋은 평판이나 성격(of good 

fame or character, 신청 전 10년간 중대한 사기로 유죄판결을 받았는지, 과거 금

융서비스면허가 정지, 취소된 경우가 있는지, 금지명령 등을 받은 적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을 갖고 있다고 ASIC가 확인(법인 등의 단체의 경우 위 

요건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신청자의 금융서비스 제공 능력이 중대하게 훼손되

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허가가 가능하다)하는 등의 요건이 갖추어지면, 

부여된다(회사법 913B조).

면허취득자에게는 고유번호가 부여되고(회사법 913C조), ASIC는 면허취득자

를 등록부에 기재해야 한다(회사법 922A조).

인 경우, ②금융상품이나 금융서비스가 소규모 사업과 무관한 용도로 제공되는 경
우, ③금융상품이나 금융서비스가 사업과 관련된 용도로 제공되지 않고 고객이 일
정규모 이상의 수입이나 자산을 갖고 있는 경우, ④고객이 전문적 투자가인 경우
{회사법 761G조(7)} 

84) 다만, APRA의 규제를 받는 일반보험회사나 생명보험회사의 경우 위 의무가 면제된
다{Regulation 7.6.02AAA(1), 7.6.02AAA(3)}.

85) 면허신청자는 면허신청 시 회사법 912A조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체제에 관한 정
보를 제공해야 한다{Regulation 7.6.03(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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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면허취득자의 지식 및 기능요건86)

ASIC는 Regulatory Guide 146(Licensing: Training of financial product 

advisers)에서 금융상품에 관하여 소매고객에게 조언을 하는 자에게 최소한의 

지식 및 기술요건을 구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기술요건은 개별적 조언을 하

려는 자에 대해서만 구비가 요구된다). 피면허자는 모든 조언자들이 교육요건

을 준수하도록 보장할 책임이 있다.

보험상품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일반보험 상품 중 개인질병 및 상해보험을 제

외한 상품, 소비자신용보험87)은 Tier2 상품에 해당하고, 나머지 보험상품은 

Tier1 상품에 해당한다. 지식요건 중 일반적 지식은 Tier1 상품을 다루는 조언자

에 대해서만 요구된다.

결과적으로 Tier1 상품에 관하여 일반적 조언을 하려는 자는 ASIC 교육등록

부(Training Register)에 등재된 관련 교육과정(일반적 지식과 전문적 지식88)에 

관한 교육)을 마치거나 인가된 평가자에 의해 개별적으로 평가를 받아야 한다. 

Tier1 상품에 관하여 개별적 조언을 하려는 자도 ASIC 교육등록부(Training 

Register)에 등재된 관련 교육과정(일반적 지식과 전문적 지식 및 관련 기술에 

86) 최근 지식 및 기술요건을 강화하고, 소비자신용보험을 Tier1 상품으로 분류하는 내
용의 개정안이 검토 중이다. 소비자신용보험의 재분류가 검토된 배경에는, 영국에서 
발생한 개인지급보장보험(personal protection insurance)의 불완전판매 문제와 미국에
서 발생한 신용보장보험(credit protection insurance)의 불완전판매 문제가 놓여 있다. 

이러한 성격의 보험이 갖는 위험성(소비자들이 상품을 찾기보다 신용카드나 대출과 
관련하여 추천이 이루어진다는 점)으로 인해 구조적으로 불완전 판매가 일어날 수 
있음을, 위 사태들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Licensing: Training of financial 

product advisers - Updates to RG 146(ASIC Consultation Paper 212), pp. 48-49 참조.

87) 일반보험이나 소비자신용보험은 상대적으로 그 내용이 명확하고, 투자요소를 갖고 
있지 않고, 전형적인 조항이나 조건으로 구성된 경우가 많고, 보험기간이 단기간(통
상 12개월)이기 때문에 Tier2로 분류하였다고 한다. 다만, 개인질병 및 상해보험은 
계약내용이 복잡하고, 고객의 선택이 고객의 재정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
기 때문에 Tier1으로 분류하였다고 한다. Regulatory Guide 146 p. 16.

88) 금융상품별로 Regulatory Guide 146 부록에서 상세히 그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보
험상품의 경우 모든 보험상품에 공통된 필수지식(core insurance knowledge)와 보험
상품별 지식(specialist insurance knowledge)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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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교육)을 마치거나 인가된 평가자에 의해 개별적으로 평가를 받아야 한다.

Tier2 상품에 관하여 일반적 조언을 하려는 자는 ASIC 교육등록부(Training 

Register)에 등재된 관련 교육과정(전문적 지식에 관한 교육)을 마치거나 인가된 

평가자에 의해 개별적으로 평가를 받아야 한다. Tier2 상품에 관하여 개별적 조

언을 하려는 자도 ASIC 교육등록부(Training Register)에 등재된 관련 교육과정

(전문적 지식 및 관련 기술에 관한 교육)을 마치거나 인가된 평가자에 의해 개

별적으로 평가를 받아야 한다.

3) 인가대리인(authorized representatives)

금융서비스면허를 받은 사람은 자신을 위해(인가받은 범위 내의) 금융서비스

를 제공할 인가대리인을 서면으로 선임할 수 있다. 이러한 권한부여는 언제든

지 서면으로 철회할 수 있다(회사법 916A조). 금융서비스면허를 받은 사람은 선

임 후 10영업일 이내에 관련정보와 함께 그 사실을 ASIC에 통지해야 하고(회사

법 916F조), ASIC는 인가대리인에게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인가대리인을 등록부

에 등록한다(회사법 922A조). 인가대리인은 요청하는 사람에게 인가서 사본을 

교부해야 한다(regulation 7.6.04).

인가대리인이 법인인 경우 피면허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 개인에게 피면허자

를 위해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권한을 서면으로 부여할 수 있다. 그 밖의 경우에

는 인가대리인은 피면허자를 위한 인가대리인이나 자신의 인가대리인을 선임

할 수 없다(회사법 916B조). 복수의 피면허자를 위한 인가대리인도, 각 피면허

자가 이에 동의하거나 각 피면허자가 다른 피면허자와 관련된 기업 법인인 경우

에는 가능하다(회사법 916C조). 피면허자는 다른 피면허자의 인가대리인이 될 

수 없으나(회사법 916D조), 다른 피면허자가 보험회사이고 그 보험회사가 가계

약(binder)에 따라 대리권한을 부여한 경우에는 예외이다(회사법 916E조). 이 

경우 보험계약자가 인가대리인인 피면허자(이하 ‘인가피면허자’)의 행위를 선의

로 신뢰하였다면, 인가피면허자가 가계약상 권한범위를 넘어 행동하였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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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피면허자는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행동한 것으로 본다(회사법 916E조).

바. 한국

보험회사·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는 소속 보험설계사가 되려는 자를 금

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보험업법 제84조 제1항). 보험설계사는 생명보험

설계사, 손해보험설계사, 제3보험설계사로 구분되며(보험업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보험업법 시행령 별표3은 각 보험설계사가 되기 위한 경력 내지 교육요

건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보험회사, 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는 소

속 보험설계사에게 등록 후 2년이 지날 때마다 소정의 교육을 해야 한다(보험업

법 제85조의2 제1항, 보험업법 시행령 제29조의2 제1항). 

보험대리점이 되려는 자는 개인과 법인을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보험업법 제87조 제1항). 보험대리점은 

개인보험대리점과 법인보험대리점으로 나뉘고, 각각 생명보험대리점, 손해보험

대리점, 제3보험대리점으로 구분한다(보험업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보험업

법 시행령 별표3은 각 보험대리점이 되기 위한 경력 내지 교육요건, 대리점 구

성원에 대한 요건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인이 아닌 보험대리점은 

등록한 날부터 2년이 지날 때마다 소정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보험업법 제85조

의2 제2항, 보험업법 시행령 제29조의2 제2항). 금융위원회는 등록을 한 보험대

리점으로 하여금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에 영업보증금을 예탁하게 할 수 

있다(보험업법 제87조 제3항). 보험대리점의 영업보증금은 1억 원(법인보험대

리점의 경우에는 3억 원)의 범위에서 보험회사와 대리점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

다. 다만,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 대해서는 영업보증금 예탁의무를 면제한다(보

험업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보험대리점의 등록을 한 자는 영업보증금을 금융

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에 예탁하지 아니하고는 영업을 시작할 수 없다(보험업

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 한편, 보험업법 시행령 제33조의2 제1항은 보험설계

사가 100명 이상인 법인보험대리점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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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대리점의 영업기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 제33조의4는 법인보험

대리점의 업무범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보험중개사가 되려는 자는 개인과 법인을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보험업법 제89조 제1항). 보험중개사는 

개인보험중개사와 법인보험중개사로 나뉘고, 각각 생명보험중개사, 손해보험중

개사, 제3보험중개사로 구분한다(보험업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보험업법 시

행령 별표3은 각 보험중개사가 되기 위한 경력 내지 교육요건, 중개사 구성원에 

대한 요건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인이 아닌 보험중개사는 등록한 

날부터 2년이 지날 때마다 소정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보험업법 제85조의2 제2

항, 보험업법 시행령 제29조의2 제2항). 금융위원회는 등록을 한 보험중개사가 

보험계약 체결 중개와 관련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입힌 손해의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중개사로 하여금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에 영업보증금을 예

탁하게 하거나 보험 가입,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보험업법 제

89조 제3항). 보험중개사의 영업보증금은 개인은 1억 원 이상, 법인은 3억 원 이

상으로 하며, 그 구체적인 금액은 해당 보험중개사의 영업 규모를 고려하여 총

리령으로 정한다. 다만, 금융기관보험중개사에 대해서는 영업보증금 예탁의무

를 면제한다(보험업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한편, 보험업법 시행령 제36조 제

1항은 법인보험중개사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보험중개사의 

영업기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 제38조의2는 법인보험중개사의 업무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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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집종사자의 법적 지위, 권리와 의무

가. 독일

1) 보험중개자 등이 공통으로 부담하는 의무

보험중개자 등은 보험모집의 최초 단계에서 보험계약자에게 다음 사항을 명

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텍스트 형식89)으로 알려야 한다(보험중개자령 11조 1

항). 고의나 과실로 이를 위반할 경우 질서위반행위로 과태료가 부과된다(영업

법 144조 2항 1b호, 보험중개자령 18조 1항). 보험계약자가 구두로 정보를 제공

하는 것을 원하거나 보험회사가 잠정부보를 하는 경우에는, 구두로 정보를 제공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정보는 보험계약체결 후 지체 없이 늦어도 보험증서의 

교부와 함께 보험계약자에게 텍스트 형식으로 고지되어야 한다. 단, 의무보험 

중 잠정부보의 경우에는 예외이다(보험중개자령 11조 3항).

－ 이름과 회사명칭

－ 사무소 소재지

－ 자신의 법적 지위{영업법 34d조 1항에 따라 허가 받은 보험중개인, 영업법 

34d조 1항에 따라 허가받은 보험대리인, 영업법 34d조 4항에 따라 보험회

사가 배상책임을 인수한 전속보험대리인, 주된 영업활동의 일부로 제공된 

상품이나 서비스에 부대하는 보험을 모집하는 대리인으로서 영업법 34d

조 3항에 따라 허가가 면제된 자, 영업법 34e조 1항에 따라 허가받은 보험

조언자}, 관청에 신고하고 영업법에 따라 등록되었는지, 등록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

－ 영업법 11a조 1항에서 정한 등록부의 관리에 이용되는 공동기관의 인터넷 

89) 서면뿐만 아니라 문서에의 지속적 재생에 적합한 다른 방법을 포함한다. 표의자가 
표시되어야 하고, 이름의 날인 등으로 의사표시의 종결이 인식될 수 있어야 한다. 

민법 126b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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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및 보험중개자의 주소와 전화번호, 등록번호

－ 보험회사에 대한 의결권이나 자본비율이 직간접적으로 10%를 넘는 경우 

그 비율

－ 보험중재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의결권이나 자본비율을 10% 넘게 

갖고 있는 보험회사나 보험회사의 모회사

－ 보험중개자나 보험조언자와 보험계약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는 조정위원회의 주소

보험중개자는, 제공된 보험의 정보를 판단하는데 있어 어려움, 보험계약자의 

개인적 특성과 상황에 비추어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경우, ①보험계약자

에게 그의 희망과 필요에 대해 질문해야 하고, ②조언에 드는 비용과 보험계약

자가 지급하는 보험료 사이의 적절한 관계를 고려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조언하

고 특정 보험에 대한 모든 조언의 근거를 제시해야 하며, ③이 조언과 근거를 

보험계약법 62조에 따라 보험계약의 복잡성을 고려하여 서면화해야 한다(VVG 

61조 1항). 가령, 터키고객에게는 자동차보험의 보장범위가 유럽에 국한된다는 

점을 언급해야 한다.90) 보험을 바꿀 경우 보험계약자는 더욱 조언이 필요하다. 

이 경우 통상의 보험계약자는 승환 과정에서 부보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기를 원

할 것이고, 기존 보험을 통한 보호보다 악화된 결과를 원치 않을 것이다.91) 보험

료가 낮은, 내용이 복잡하지 않은 표준상품의 경우에도 조언이 생략되면 보험계

약자에게 중대한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에는 조언이 요구된다.92)

서면화를 위해 실무에서는 정형화된 서류를 사용한다. 어떠한 영역에 대해 

언급이 이루어졌고 어떠한 위험이 지시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정형화된 서류에 X

표시를 하는 것만으로 충분할 수 있다. 그러나 고객이 어떠한 근거로 결정을 했

는지에 관하여 “고객이 A보험계약 체결을 결정하였다”고 기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히 서면화되었다고 할 수 없고, 서면화를 요구하는 목적에도 반한다.93) 고

90) BGHZ 40, 22

91) OLG Koblenz VersR 2007, 482; Bürkle Rn. 28

92) Bürkle Rn.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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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이 자신의 결정 근거를 사후에 확인하도록 하는 것이 서면화의 중요한 목적이

기 때문이다.

보험계약자는 위와 같은 조언 및 서면화를 별도의 서면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포기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서면에서 보험중개자는 보험계약자에게 위와 같

은 포기가 보험계약법 63조에 따른 보험중개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에 

불이익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밝혀야 한다(VVG 61조 2항).

질문, 조언, 조언의 근거에 관련된 정보는 보험계약체결 전94)에 보험계약자

에게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Textform의 형태로 전달되어야 한다(VVG 62조 1

항). 다만, 보험계약자가 구두제공을 원하거나 보험회사가 잠정부보를 한 경우

에는 위 정보는 구두로 전달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정보들은 보험계약 체결 이

후 지체 없이 늦어도 보험증서 교부와 함께 보험계약자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다만, 의무보험에서 잠정부보의 경우는 예외이다(VVG 62조 2항).

보험중개자가 위 60조 내지 61조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한 고

객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VVG 63조). 

60조 내지 63조는 보험계약법시행법에 따른 대형위험에 대한 보험계약의 중

개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보험계약자가 보험중개자에게 보험자의 보험계약상 급부를 대리수령할 권한

을 부여하려면, 보험계약자의 별도의 서면의사표시가 필요하다.95) 만약, 이러

한 권한 없이 보험중개자가 보험계약자를 위해 보험자의 급부를 수령하려면 보

험자를 위해 담보를 제공하거나 적절한 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보험중개자

령 12조 6항). 보험중개자가 대리권한 없이 보험자를 위해 보험계약자의 급부를 

93) Bürkle Rn. 31

94) 규정의 취지상 질문, 조언, 조언의 근거제시는 ‘보험계약자의 계약 의사표시 전’에 
이루어져야 하고, Textform이 ‘계약체결 전’에 전달되어야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Münchener §62 Rn. 10

95) 따라서 보험중개인이 약관의 형태로 고객의 보험금 등을 수령할 권한을 부여받을 
수는 없다. 그러나 별도의 서면 의사표시라는 요건이 충족된다면, 보험계약과 관련
한 현재 또는 장래의 모든 급부의 수령권을 보험중개인에게 부여하는 것은 가능하
다. Bürkle Rn. 149-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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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하려면 보험계약자를 위해 담보를 제공하거나 적절한 보험계약을 체결해

야 한다(보험중개자령 12조 1항). 보험중개자는 보험계약자가 요구하면 담보에 

관한 증거를 제시해야 하고(보험중개자령 13조),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보관해

야 한다(보험중개자령 14조). 이러한 규정을 고의 또는 과실로 위반한 경우 질

서위반금이 부과된다(보험중개자령 18조).

2) 보험대리인의 법적 지위, 권리와 의무

보험대리인은 다음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VVG 69조).

－ 보험계약자의 보험계약체결을 위한 청약, 청약의 철회, 계약체결 전 이루

어지는 고지 및 그 밖의 의사표시의 수령

－ 보험계약자의 보험계약 연장이나 변경의 청약, 청약의 철회, 해지

(Kündigung), 해제(Rücktritt), 그 밖의 보험관계와 관련된 의사표시 및 보

험관계 존속 중 이루어지는 고지의 수령

－ 보험자가 교부한 보험증서나 연장증서를 보험계약자에게 전달하는 것

－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의 중개나 체결과 관련하여 행한 지급의 수령. 지

급수령 권한에 제한이 있더라도 급부 시 보험계약자가 이를 알았거나 중

과실로 모른 경우에만 보험계약자에게 제한의 효력이 있다.

보험대리인이 보험계약 체결 대리권을 갖고 있는 경우, 그 계약의 변경 및 연

장 대리권과 해지나 해제의 의사표시를 할 권한도 갖는다(VVG 71조).

위와 같은 보험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하는 약관은 보험계약자 및 제3자에 대

하여 무효이다(VVG 72조).

보험대리인의 인식은 보험자에게 귀속된다. 그러나 대리인으로서 활동하지 

않으면서 보험계약과 무관하게 얻은 인식은 보험자에게 귀속되지 않는다(VVG 

70조).

보험대리인이 보험계약의 내용이나 개별 보험조건의 의미 등에 관하여 잘못

된 정보를 제공한 경우, 민법 278조(이행보조자 책임, Erfüllungshaftung)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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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보험계약은 보험대리인의 의사표시 내용에 따라 유효하게 성립하고,96) 보험

자는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보험대리인은 보험계약자에게 어떠한 시장이나 정보에 기초하여 조언을 하

는지 알리고 그 조언의 기초가 된 보험회사의 이름을 밝혀야 한다. 또한 보험대

리인은 어떠한 보험회사를 위하여 일하는지, 전속대리인인지 밝혀야 한다(VVG 

60조 2항). 이러한 정보는 보험계약자가 계약의 의사표시를 하기 전에 텍스트 

형식으로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전달되어야 한다(VVG 62조 1항). 보험계약

자는 별도의 서면에 의한 의사표시로 이러한 고지를 포기할 수 있다(VVG 60조 

3항). 보험계약자가 구두제공을 원하거나 보험회사가 잠정부보를 한 경우 위 정

보는 구두로 전달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정보들은 보험계약 체결 이후 지체 없

이 늦어도 보험증서 교부와 함께 보험계약자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다만, 의무

보험에서 잠정부보의 경우는 예외이다(VVG 62조 2항).

전속대리인은 자신이 대리하는 보험회사 상품의 부보범위에 관하여 근거를 

밝히며 조언할 의무를 부담하나 왜 그 보험회사의 상품을 제안하는지 근거를 제

시할 필요는 없다.97) 여러 보험회사를 대리할 권한을 갖는 보험대리인의 경우 

고객과 조언계약을 맺는 보험중개인에 비해 고객에 대하여 완화된 의무를 부담

하게 된다. 이러한 보험대리인은 고객을 위해 균형 있는 시장조사를 할 의무는 

없다. 그러나 자신이 대리할 권한을 갖는 보험자들(VVG 60조 2항에 따라 보험

계약자에게 공개한 보험자들이 기준이 될 것이다) 중 선택을 할 때에는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98) 

보험대리인은 보험회사의 대리인 지위에 있으므로 보험판매에 관하여 보험

회사에 적용되는 규정은 보험대리점이 보험중개업무를 할 때에도 적용된다. 대

표적인 것인 VVG 6조가 규정한 희망과 필요의 확인 및 조언의무, 7조가 규정한 

정보제공의무이다. 6조상 확인, 조언 등 의무와 관련된 내용은 VVG 61, 62조와 

96) Meixner/Steinbeck 103; Bürkle Rn. 36

97) Meixner/Steinbeck 97

98) Meixner/Steinbeck 99; Münchener §60 Rn. 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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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동일하나, 보험자에게 확인 및 조언의 이유가 인식가능하다면 계약체결 후 

보험관계의 존속 중에도 계속 존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VVG 6조 4항). 6

조 4항이 위반된 경우 보험자는 보험계약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나

(VVG 6조 5항), 보험대리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VVG 63

조 참조).99) 즉, 보험대리인 자신은 보험계약 체결 이후에는 더 이상 보험계약

자에 대하여 조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100) 보험대리인이 보험계약법 63조에 

따라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보험대리인과 보험회사는 

결과적으로 연대책임을 부담하게 된다.101)

실무상 보험자는 전속 대리점에 대하여 경과실에 한하여 대리점에 대한 구상

권을 포기하는 것이 통상이라고 한다.102) 보험자가 대리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부분은 보험료를 지급받음으로써 보험자가 인수하였다고 평가

할 수 없는 부분에 국한된다.103) 

3) 보험중개인의 법적 지위, 권리와 의무

보험중개인과 보험계약자 사이의 권리, 의무는 기본적으로 그들 사이의 중개

계약에 따라 결정된다. 통상적으로 보험중개인은 보험계약자의 신탁적 관리인

으로서 그의 보험이익을 포괄적으로 보살필 의무를 부담한다.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보험계약 체결 전 보험중개인은 보험계약자가 그에게 적합한 보험계약

을 체결하도록 도와줄 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실질적 중개행위 전에 위험분

99) Römer/Langheid §63 Rn. 1; Meixner/Steinbeck 99 

100) Münchener §60 Rn. 26; 그러나 보험계약 존속 중 보험대리인이 획득한 인식은 보
험자에게 귀속될 수 있고, 그에 따라 보험자의 조언의무 위반이 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Bürkle Rn. 51

101) Meixner/Steinbeck 100

102) Bürkle Rn. 66

103) Bürkle Rn. 6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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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과 고객의 구체적 필요에 부합하는 부보범위의 확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중개인 스스로 위험을 조사해야 할 수도 있다.104) 보험중개인

은 충분한 숫자의 시장에 제공된 보험계약과 보험자에 근거하여 조언을 해야하

고, 전문적 기준에 따라 어떠한 보험계약이 보험계약자의 필요를 충족하는지 추

천해야 한다. 그러나 보험계약자의 계약의사표시 전에 개별적으로, 한정된 보험

자 및 보험계약 중에서 조언을 제공함을 명시적으로 밝힌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VVG 60조 1항). 이 경우 보험중개인은 보험대리인과 마찬가지로 어떠한 시장 

및 정보근거에 기초해서 조언하는지 보험계약자에게 밝히고 조언의 기초가 된 

보험자의 이름을 고지해야 한다(VVG 60조 2항 1문). 보험계약자는 별도의 서면

에 의한 의사표시로 이러한 명시 및 고지를 포기할 수 있다(VVG 60조 3항).

보험계약 체결 단계에서 보험중개인은, 일반적인 정보제공의무 및 석명의무

뿐만 아니라 보험자로부터 받은 서류를 전달할 의무, 서류상 기재내용을 확인할 

의무 등을 부담한다. 따라서 보험증서상의 내용이 청약내용과 다른 경우 보험

중개인은 그 의미 및 보험계약법 5조에 따른 구제수단에 대하여 설명할 의무를 

부담한다.105)

보험계약 체결 후에도 보험계약관계가 계속되고 있는 동안에는 - 중개약정상 

명시적인 반대약정이 없는 한 - 보험중개인은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보호·관리

할 의무를 부담한다.106) 따라서 보험계약자의 필요에 변경이 생겼다면 그에 따

라 보험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한지 등을 조사할 의무가 있다. 보험계

약자로부터 요청이 없더라도 이러한 조사 및 조언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107) 보

험사고 발생 시 보험중개인은 보험금청구권이 발생하였는지 조사하고, 보험자

에게 적시에 통지가 이루어지도록 보장할 의무를 부담한다.108)

104) Münchener §60 Rn. 28; Meixner/Steinbeck 109

105) Meixner/Steinbeck 110

106) Münchener §60 Rn. 29; Bürkle Rn. 46

107) Meixner/Steinbeck 111

108) Meixner/Steinbeck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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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로부터 수령대리권을 부여받지 않는 한, 보험중개인의 인식은 보험자

에게 귀속되지 않는다.109) 보험중개인의 인식이 보험계약자에게 귀속되는지에 

대해서는 견해가 대립한다. 보험중개인을 보험계약자의 대리인으로 볼 수 있다

면, 원칙적으로 민법 166조에 따라 대리인인 보험중개인의 인식이 보험계약자

에게 귀속될 수 있다. 따라서 보험자가 보험중개인에게 계약체결 전 정보제공

의무(VVG 7조 1항)를 이행한 것만으로 보험계약자에게 정보제공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110) 그러나 보험자의 정보제공의무 국면에서는 민법 

166조의 적용이나 유추적용이 어렵고, 보험자는 보험중개인이 있더라도 보험계

약자에게 직접 정보제공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반론도 유력하다.111) 

실제로는 보험계약자인데 보험중개인으로 간주되는 경우(VVG 59조 3항), 중

개계약상 다른 근거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그의 인식이 보험계약자에게 귀속될 

여지는 없다.112) 이러한 간주 보험중개인의 인식은 보험자에게 귀속된다는 것

은 대체적 학설의 견해이다.113) 간주 보험중개인은 보험자와의 관계에서는 보

험자의 이행보조자이므로 보험자는 보험계약자에 대하여 민법 278조에 따른 책

임을 질 수 있다.114)

보험중개인이 보험계약법 60조 내지 61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계약자

에게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음은 보험대리인과 마찬가지

이다(VVG 63조). 보험중개인은 이뿐만 아니라 중개계약상 채무불이행을 원인

으로 한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도 있다.

109) Prölss/Martin §59 Rn. 98; Meixner/Steinbeck 112

110) Münchener §7 Rn. 13

111) Meixner/Steinbeck 106-108

112) Münchener §7 Rn. 13

113) Rüffer/Halbach/Schimikowski §69 Rn. 6; Römer/Langheid §69 Rn. 3; Prölss/Martin §69 

Rn. 4; Münchener §69 Rn. 6; Meixner/Steinbeck 113

114) Bürkle Rn.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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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통신판매의 경우

보험계약법 6조 6항은 보험자의 조언 및 서면화 의무를 통신판매(Fernabsat

z)115)의 경우 면제하고 있는데 보험중개자의 조언 및 서면화 의무 규정(VVG 61

조)에는 위와 같은 면제 조항이 없다. 이에 대하여 면제조항을 통신판매 - 특히 

인터넷을 통한 판매 - 를 하는 보험중개자의 경우에도 유추적용하자는 견해

와116) 그와 같이 볼 근거가 없다며 반대하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117)

나. 일본

우선 모집종사자가 할 수 있는 보험모집의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이어서 

모집종사자의 종류별로 법적지위와 권리의무를 검토한다.

1) 보험모집의 정의

보험모집은 보험계약 체결의 대리 또는 매개를 하는 것을 뜻한다(2조 26호). 

‘대리’와 달리 ‘매개’라는 개념은 그 법적 의미가 반드시 명확한 것은 아니다. 등

록 없이 보험모집을 한 경우 보험업법에 따라 형사처벌 등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을 고려할 때, 보험모집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중요하다. 금융청 

감독지침 Ⅱ-3-3-1(1)②, Ⅱ-3-3-5(1)②는 보험모집에 해당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예시하고 있다.

115) 구체적인 정의는 민법 312b조 1, 2항에서 규정한 바에 의한다(원격통신수단으로 편
지, 목록, 전화, 모사전송, 이메일, 전파방송, 원격매체서비스를 언급하고 있다).

116) Münchener §61 Rn. 38; Prölss/Martin §6 Rn. 72; Meixner/Steinbeck 115는 전속대리
인의 경우 대리인의 조언의무가 본인보다 무거울 수 없다는 이유로 유추적용을 긍
정하는 반면, 다수의 보험자를 대리하는 보험대리인이나 보험중개인의 경우 유추적
용을 부정한다.

117) Rüffer/Halbach/Schimikowski §61 Rn. 10; Römer/Langheid §61 Rn.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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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계약의 체결의 권유 / 보험계약의 체결의 권유를 목적으로 한 보험상

품의 내용설명 / 보험계약의 청약의 수령 / 그 밖의 보험계약 체결의 대리 

또는 매개(가령 청약서 작성, 보험료 수령 등)118) 

그러나 다음의 행위만을 한 자는 기본적으로 모집인등록을 요하지 않는다.

－ 보험모집인의 지시를 받아 행한 상품안내전단의 단순한 배포 / 콜센터 오

퍼레이터가 하는 사무적인 연락의 접수 및 사무절차 등에 관한 설명 / 금

융상품설명회에서 일반적인 보험상품의 구조, 활용법 등에 관한 설명

보험모집 해당여부와 관련한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개별 보험상품의 상품내

용을 설명하였는가’를 드는 견해가 있다.119) 또한 보험상품의 내용을 설명하지 

않고 소개료도 사회통념상 사례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소개행위는 보험모집

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다.120)

보험모집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특수한 쟁점으로 단체보험의 보험계약자가 

해당 단체의 구성원에게 보험가입을 권유하는 행위가 보험모집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있다. 금융청은 이러한 행위가 보험업법상 등록을 필요로 하는 보험모

집에 해당하지 않지만, 보험회사로서는 피보험자인 개별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

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121)

2) 모집종사자의 법적 지위와 권리의무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회사와의 계약내용에 따라 보험모집인이 보험계약 

체결의 대리권을 갖는 것도 가능하고, 결과적으로 보험모집인은 회사법상 상업

사용인이나 체약대리상에 해당할 수 있다. 보험모집인은 보험모집에 앞서 고객

118) 中原健夫 78

119) 錦野裕宗 105

120) 中原健夫 79-80

121) 錦野裕宗 106-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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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하여 자신이 소속보험회사 등의 대리인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지, 보험

계약의 체결을 매개하는지 밝혀야 한다(294조 2호). 매개대리점이 보험계약체

결권이 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보험계약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민법상 표

현대리 법리를 통해 보험계약의 성립이 인정될 수 있다. 보험계약의 성립이 인

정되지 않는다면, 아래에서 보는 소속보험회사 등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여

지가 있을 것이다.

실무상 손해보험대리점은 계약체결 대리권, 고지수령권, 보험료수령권을 부

여받는 것이 통상적인 반면,122) 생명보험모집인의 경우 계약체결 대리권, 고지

수령권을 부여받은 사례는 아직 보이지 않고, 1회 보험료수령권은 부여되고 있

으며 2회 이후의 보험료수령권은 일정한 생명보험모집인에게 부여되고 있다고 

한다.123) 보험모집인이 계약체결 대리권을 갖고 있는지 여부는 보험계약의 성

립여부 및 성립시점을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갖고, 고지수령권을 갖고 

있는지 여부도 고지의무 위반의 법률관계와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보험중개인은 보험자의 사용인도 아니고, 보험대리상도 아닌 자로서, 보험자

와 보험계약자 사이의 계약 체결을 매개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독립된 상인이

다. 계약체결을 매개한다는 점에서 매개대리상과 유사하나 일정한 보험자에 전

속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매개를 한다는 점에서 매

개대리상과도 다르다.124) 보험중개인은 매개를 위탁한 보험계약자가 되려는 고

객과 준위임 관계에 있다.125) 보험중개인은 고객을 위해 성실히 보험계약의 체

결을 매개할 의무를 진다(299조).126) 따라서 개개 보험계약자의 수요에 적합한 

122) 보험법 123

123) 보험법 244; 포인트 253(집금을 하는 영업직원과 집금을 하지 않는 영업직원이 있
고, 집금만 담당하는 직원도 있다고 한다)

124) 이하 보험법 53

125) 보험법 126

126) 감독지침은 보험중개인의 성실의무의 구체적 내용을 다음과 같이 설시하고 있다.

    ① 보험중개인은 고객으로부터의 위탁의 본지에 따라 성실히 행동해야 한다.

    ② 보험중개인은 업무수행 및 보험회사의 선택에 있어, 고객의 목적, 재산상황 등
을 고려하고, 자기가 알 수 있는 보험상품 중 고객에게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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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을 권유할 의무(조언의무)를 부담한다.127) 보험중개인은 보험계약체결의 

매개 시 고객에게 상호, 권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한 서면을 교부해

야 한다(296조). 또한 보험중개인이 보험계약의 체결을 매개하는 경우에는 위 

서면에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보험계약 내용의 변경이나 해제

의 신청을 받는 것, 보험료의 수령이나 반환,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계약에 관

한 고지나 통지를 받는 것, 보험사고에 의한 손해를 전보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

의 판단 및 전보액의 결정, 보험증권의 발행을 할 수 없다고 명시해야 한다(규칙 

230조 1항). 또한 보험중개인은 위 서면에 보험계약 체결의 매개와 관련하여 보

험중개인이 보험계약자에게 가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

는다고 명시해야 한다(규칙 230조 2항). 보험중개인은 보험자를 대리하여 보험

계약을 체결할 권한, 고지수령권, 보험료수령권 등을 갖지 않는다.128) 그러나 

보험료수령권 등은 보험자와의 계약내용에 따라 달리 볼 여지도 있다고 사료된

다(상법 544조 참조). 상법상 중개인은 당사자 쌍방에게 보수를 청구할 수 있으

나(상법 550조 2항), 일본 행정규칙(保険中介人の業務運営について)상으로 보

는 것을 이유를 명확히 하여 조언해야 한다.

    ③ 보험중개인은 자신의 직무로부터 얻는 수수료 등의 다과에 따라 서비스의 질을 
달리해서는 안된다. 또한 위험에 관하여 동일한 조건의 고객들 사이에서 부당한 
차별을 해서는 안된다.

    ④ 보험중개인은 고객을 위해 보험회사로부터 입수한 보험에 관한 정보를 객관적
이고 성실하게 고객에게 전달해야 한다. 특히 고객이 개인인 경우, 중요사항과 
추천이유 등을 서면으로 설명하는 등 가능한 고객이 알기 쉽게 전달하고 오해
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보험중개인은 고객으로부터 입수한 보험에 
관한 희망, 정보를 객관적이고 성실하게 보험회사에 전달해야 한다.

    ⑤ 보험중개인이 고객으로부터 얻은 비공개정보는 보험계약의 교섭, 유지, 경개를 
위한 통상의 경과, 또는 그 고객의 보험금청구를 처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하거나 개시해서는 안된다. 다만 고객의 동의를 얻은 경우는 예외이다.

    ⑥ 보험중개인이 고객을 위해 보험회사로부터 얻은 정보는 당해 고객이외의 제3자
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개시해서는 안된다. 다만, 보험회사의 동의를 얻은 
경우는 예외이다.

127) 보험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이러한 조언의무를 인정할 수는 없고, 보험계약자가 모
집주체에게 보험의 선택에 관하여 일임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적절한 조언의무를 
지울 수 있다.

128) 보험법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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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중개인은 보험계약체결의 매개에 관한 수수료 등을 보험회사로부터만 청구

하도록 되어 있다고 한다.129) 보험계약체결 매개 이외의 서비스에 관한 보수에 

관해서는 고객이 그 지급을 사전에 승낙한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고, 보험중개

인은 당해 서비스 제공 전에 서면으로 그 보수의 명세를 고객에게 공개해야 한

다.130) 또한 보험중개인은 고객으로부터 요구가 있으면 보험계약체결의 매개와 

관련하여 받은 대가 등131)을 공개해야 한다(297조).

3) 소속보험회사 등의 책임

소속보험회사 등은 생명보험모집인, 손해보험모집인, 소액단기보험모집인이 

보험모집을 하는 보험계약의 보험자가 될 보험회사 또는 소액단기보험업자를 

뜻한다(2조 24호). 소속보험회사 등은 보험모집인이 보험모집에서 보험계약자

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283조 1항). 이는 민법상 사용자책임

과 같이 특수한 불법행위책임으로 해석되며, 민법상 사용자책임(민법 715조) 요

건에 해당한다면 사용자책임을 주장할 수도 있다.132) 엄 하게 보면 보험모집

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그와 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가령 예상고객을 찾아 청

약의 유인이 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행위)로 인한 손해의 경우에는 283조 1항에 

따른 배상책임의 대상이 된다.133) 283조 1항이 말하는 보험계약자도 소속보험

129) 石田滿 617

130) 石田滿 617

131) 고객이 보험중개인에게 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 정보는 다음과 같다(규칙 
231조).

    ① 보험중개인과 보험계약 체결의 매개에 관하여 거래관계에 있는 주된 보험자의 
상호, 명칭이나 이름 및 보험중개인이 수령한 수수료, 보수 그 밖의 대가를 합
산한 총액에서 당해 보험자로부터 수령한 수수료, 보수 그 밖의 대가를 합산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

    ② 보험중개인이 공탁한 보증금액, 체결한 보증위탁계약상 계약금액, 배상보험계약
상 보험금액

132) 石田滿 602{보험회사와 고용관계에 있는 자가 보험모집인인 경우 사용자책임을 주
장할 수 있지만, 보험대리점(대리상)의 경우 사용자책임을 주장하기 어려울 것이라
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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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등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자뿐만 아니라 보험계약의 취소나 무효의 경우를 

포함해 보험모집의 상대방이 된 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할 것이다.134)

소속보험회사 등이 임원인 보험모집인의 선임, 사용인인 보험모집인의 고용, 

특정보험모집인의 위탁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를 하였고, 이들이 보험모집에 관

하여 보험계약자에 가한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한 경우, 소속보험회

사 등은 배상책임을 면한다(283조 2항).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는지 여부를 판단

함에 있어 임원의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일상적으로 교육과 지도가 이루어지고 

있었는지 여부가 하나의 판단요소가 된다.135) 손해발생방지는 이미 발생한 손

해의 확대뿐만 아니라 손해의 발생 자체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도 포함된다.136)

보험계약자가 보험대리점과 무효인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행위가 당

해 보험대리점의 직무권한 내에 있는 적법한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악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283조 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할 수 없다.137)

다. 미국(뉴욕주 보험법)

모집종사자는 보수액이나 범위를 특정한 서면 계약에 의해서만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있다{2119조(a)(1)}. 

1) 보험대리인

보험회사로부터 보험모집에 관한 대리권을 부여받은 자이다. 하나의 보험회

133) 石田滿 603

134) 中原健夫 13-14

135) 石田滿 603

136) 石田滿 603-604

137) 東京高判 2008(平20). 11. 5(判タ1309. 257) : 보험대리점 대표자가 보험계약 체결을 
빙자하여 보험료를 편취하였고, 보험계약자들은 통상의 보험계약과 다른 여러 정황
을 알면서도 단기간 내에 이익을 보장하겠다는 대표자의 말을 믿고 보험계약을 체
결한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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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만을 대리할 수도 있고, 여러 보험회사를 대리할 수도 있다. 보험회사에 고용

된 직원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생명보험이나 연금계약의 청약을 

받은 생명보험대리인이 합리적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자신이 대리할 권한을 갖

는 보험회사로부터 보험을 획득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대리인은 청약자의 동의 

하에 다른 보험회사의 보험에 관하여 판매권유, 교섭, 판매를 할 수 있다. 그러

나 대리인이 면허상 해당 보험회사를 대리할 권한을 갖고 있지 못하다면, 대리

인은 그 보험회사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는 없다{2114조(b)}. 

가) 보험회사와 보험대리인, 고객과 보험대리인 사이의 법률관계

보험대리인의 권한은 보험회사와 보험대리인 사이에 체결된 위탁계약의 내

용에 따라 결정된다. 책임보험이나 손해보험의 경우 대리인에게 통상 계약체결, 

수정, 해약권한이 부여되고, 생명보험의 경우 청약권유, 보험증서 교부, 최초보

험료 수령의 권한이 부여되며 계약체결, 수정, 해약권한은 보험회사만이 갖는다

고 한다.138) 업무과정에서 대리인의 착오, 기망, 부정행위(wrongdoing)는 설사 

해당 행위와 관련하여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더라도 본인인 보험회사에 귀속

된다. 다만, 대리인과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를 속일 목적으로 공모한 경우에는 

대리인 행위의 효력이 본인에게 귀속되지 않는다.139) “고객과 본인인 보험회사 

사이의 법률관계”를 정함에 있어 보험대리인에게 실제 대리권(actual authority) 

이외에 법률에 의해 표현대리권(apparent authority)이 인정될 수도 있다. 현재 

대부분의 주는 손해보험대리인에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표현대리권을 인정

하고 있다고 한다.140) 보험회사와 대리인 사이의 약정을 통해 일반 대리인

(general agent)의 표현대리권을 제한하더라도,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대리인을 

통해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계약자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141) 보험계약 체

138) Stempel 312

139) Stempel 312

140) CPCU 109

141) Elmer Tallent Agency, Inc. v. Bailey Wood Products, Inc., 374 So.2d 1312(Ala.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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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이 유효하다면 보험대리인이 고객에 대하여 - 아래와 같이 조언의무가 인정되

거나 보험대리인의 부실표시가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 별도의 손해배상책

임을 부담할 여지는 없지만, 보험계약 체결이 보험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는 

경우 보험대리인은 고객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142)

보험대리인은 부보범위의 적절성 평가, 추가 보험가입의 권유와 관련하여 매

우 제한된 의무만을 부담한다. 미국 판례는 부보범위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의 

특별한 요청이 없는 한 보험대리인이 보험계약자를 안내하고, 보험계약자에게 

조언할 의무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보험대리인과 고객 사이에 “특별한 관

계”(special relationship)가 있는 경우에는 조언의무가 인정될 수도 있다.143) 또

한 보험대리인이 대리점위탁계약상 보험계약자에 대하여 위험관리에 관한 조

언을 제공하기로 한 경우, 조언을 제대로 하지 않음으로 인해 손해배상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다.144)

보험대리인(독립대리점)이 보험계약자에 대하여 1개 이상의 특정 보험종목

의 보험증권을 제공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보험대리인은 지급능력이 있

는 보험회사에 보험을 인수시킬 의무를 부담한다. 부보대상 물건이 소재하는 

주에서 인가를 받은 보험회사가 보험을 인수하는 경우 보험대리인이 그 보험회

사의 재무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을 나타내는 정보를 알지 못하고 있는 한 위 의

무위반이 문제될 여지는 없지만, 그 주의 인가를 받지 않은 보험회사가 보험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보험대리인은 보험회사의 재무상태에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의무가 있다.145)

Weaver v. Metropolitan Life Insurance Co., 545 F.Supp. 74 (1982); Stempel 312

142) Abraham 70; Stempel 313

143) Stempel 312; Murphy v. Kuhn 90 N.Y.2d 266, 660 N.Y.S.2d 371, 682 N.E.2d 972 

(1997)

144) CPCU 109

145) CPCU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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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보수의 지급방법

보험대리인은 통상 보험회사로부터 보험료 중 일정비율(대리점 위탁계약서

에 특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을 보수로 지급받는다. 이러한 보수를 commission

이라고 한다. 한편, 기본 급여가 있는 경우도 있다(보험대리인이 보험회사의 직

원인 경우). 또한 보험회사는 일정 비율의 수수료 이외에 총영업실적과 손해율

을 반영한 변동수수료(contingent commission, bonus commission, profit-sharing 

commission)를 지급하는 경우도 있다.146) 고객에 대하여 신인의무를 부담하는 보

험중개인의 경우 위와 같은 보수가 이해관계 충돌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147) 

보험회사를 대리하는 보험대리인의 경우 이해관계 충돌 문제가 제기될 여지는 

많지 않지만, 고객의 이해관계도 대변하는 독립대리점의 경우에는 이해관계 충

돌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148)

보험회사는 부대리인에게 업무를 위탁하고 부대리인을 감독할 권한을 대리

인에게 부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보험회사가 대리인에게 지급하는 수수

료를 Override commission이라고 한다.149) 하나 또는 여러 보험회사로부터 위

탁을 받아 직접 판매활동은 하지 않고 주로 부대리인에게 업무를 위탁하여 이를 

감독하는 대리점으로서 마치 보험회사의 지점과 같은 역할을 하는 대리점을 업

무대행대리점(managing general agent)이라고 한다.

다) 보험대리인을 통해 체결된 보험계약에 대하여 보험대리인이 갖는 지배권의  

정도 : 만기표 소유권(Ownership of Expirations)150)

만기표 소유권은 기존 보험계약의 만기를 표시하고 있는 전체 기록에 대한 소

146) CPCU 111

147) 영업행위 규제 중 수수료 공개 부분 참조.

148) Abraham 156

149) CPCU 111

150) CPCU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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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을 뜻한다. 대리점에 만기표 소유권이 있는 경우, 보험회사는 자신이 직접 

또는 다른 대리점을 통해 경개(更改)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금지된다. 대리점은 

기존 보험회사와의 위탁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회사가 경개계약을 체결

하도록 할 수 있다. 또한 보험회사는 기존 보험대리점의 동의 없이 해당 보험계

약을 다른 보험대리점에 이관할 수 없다. 따라서 보험대리점 입장에서 만기표 

소유권은 중요한 재산적 가치를 갖는다(다만, 만기표 소유권에 관한 위 논의는 

보험회사와 보험대리점 사이의 법률관계에서만 의미가 있고, 보험계약자를 구

속하는 것은 아니다. 즉, 최종적인 만기표 소유권자는 보험계약자이며 보험계약

자는 자신이 원하는 보험대리인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보험회사와 경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만기표 소유권의 귀속은 통상 대리점위탁계약서에 규정되어 있고, 독립대리

점은 위탁계약서상 반대 규정이 없는 한 만기표 소유권을 갖는다고 해석된

다.151) 달리 말해 독립대리점은 보험계약자의 승낙이 있으면 자신이 대리하는 

다른 보험회사로 보험자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독립대리점의 경우 

종속대리점과 달리 신규계약과 경개계약의 수수료가 동일한 것이 일반적이라

고 한다.152) 경개계약의 수수료를 신규계약보다 낮게 설정할 경우 독립대리점

은 새로운 보험회사와 경개계약을 체결하려 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보험중개인

보험중개인의 주된 임무는 보험계약자를 위해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것

이다. 따라서 보험중개인의 보험계약자의 대리인인 경우가 많다. 그러나 보험

중개인은 보험회사로부터 보험료 중 일정비율의 금원을 보수로 지급받는 경우

가 많고(commission), 보험회사로부터 일정 부분 대리권을 부여받는 경우도 있

151) 뉴욕주 보험법 2101조 (b)는 만기표 소유권을 갖는 자가 독립보험대리인(independent 

insurance agent)이라고 정의한다.

152) CPCU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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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보험중개인은 자신이 요청하여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험과 관련하여 증권발

행 시 또는 교부 시 지급해야 하는 보험료 등을 보험회사를 위해 수령할 권한을 

갖는다{2121조(a)}.

보험중개인은 보험계약자에 대하여 신인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구체적 요

청이 없는 경우에도 보험계약자를 위해 합리적으로 행동할 의무를 부담한다. 보

험중개인이 보험계약자의 발생가능한 필요를 모두 예측하여 행동해야 하는 것

은 아니다. 따라서 합리적인 범위에서 보험에 가입한 보험계약자가 이후 예기

치 못한 막대한 손해배상청구를 당한 경우, 보험중개인에게 부보범위를 더 높게 

할 것을 권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중개인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그

러나 보험중개인이 제약회사에 보험을 판매하면서 만약 해당 제품이 소송의 대

상이 되면 보험금액이 부적절할 수 있다는 경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중

개인이 과실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고 한다.153)

보험대리점은 대리점계약을 체결해 통상적인 거래를 하는 보험회사가 인수

하지 않는 위험이나 그 밖의 특수한 위험의 부보가 문제되는 경우, 컨설팅 등 부

가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보험중개인으로서 업무를 할 수 있다. 이러

한 보험중개인은 제공하는 서비스 내역과 보수액이 표시된 서면에 의해 고객의 

동의를 얻어 고객으로부터 별도의 수수료(fee)를 받을 수 있다.154) 보험중개인

이 보험회사로부터 별도의 보수(commission)을 받는 경우, 이 사실을 고객에게 

미리 공개하고 고객이 수수료 지급에 동의한 경우에만 고객으로부터 수수료

(fee)를 지급받는 것이 허용된다고 보는 주도 있다(캘리포니아주 규칙 10 CCR § 

2189.3, NAIC 보험모집인 면허 모델법 18조 A도 참조).

153) Stempel 314

154) 구미주요국 184-185; 한편, 뉴욕주 보험법 2119조(c)(1)은 보험중개인이 고객으로부
터 보험료에서 공제되는 수수료 이외의 수수료를 받으려면, 수수료 금액이나 범위
가 특정된 서면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뉴욕주 보험법 2119조
(d)는 보험중개인이 보험판매, 판매권유, 교섭, 발행, 배달과 관련하여 고객으로부
터 보험회사가 확정한 보험료 중 일정비율의 금원을 초과한 금원을 받으려면 해당 
금액 등을 특정한 서면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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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영국

1) 보험중개인의 대리권

보험중개인은 보험계약자를 대리하는 것이 통상적이나, 보험회사를 대리할 

수도 있다. 보험계약자가 보험중개인이나 독립적 보험중개자를 통해 보험회사

와 교섭하는 경우 보험중개인이나 독립적 보험중개자가 보험회사와 가까운 관

계에 있지 않는 한, 이러한 보험중개자들의 보험회사에 대한 표현대리권이 인정

될 여지는 없다.155)

2) 보험회사의 대리인과 고객 사이의 법률관계

보험계약자가 청약서 작성을 보험회사의 대리인에게 부탁한 후 기재된 내용

이 사실인지 확인하지 않고 청약서에 서명한 경우, 청약서에 기재된 내용이 허

위이고 보험회사의 대리인이 사실을 알고 있었더라도 보험회사에 대리인의 그

와 같은 인식이 귀속되지 않는다.156)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문맹이거나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인 경우, 대리인이 단순히 보험계약 체결을 제안하는 권

한뿐만 아니라 계약조항의 내용을 변경할 권한까지 갖고 있다는 외관을 띄는 경

우에는, 대리인의 인식이 보험회사에 귀속될 수 있다.157) 캐나다 판례 중에는 

보험계약자가 백지 청약서에 먼저 서명을 한 뒤 보험회사의 대리인이 사실을 알

면서 청약서에 허위 내용을 기재한 경우, 대리인이 인식이 보험회사에 귀속된다

고 본 것이 있다.158) 보험회사 대리인의 인식이 보험회사에 귀속되는지 여부는 

대리인의 실제 대리권(actual authority)이나 표현대리권(apparent authority)의 

155) Birds 196

156) Newsholme Bros v Road Transport & General Insurance Co. [1929] 2 K.B. 356

157) Birds 205

158) Blanchette v US Ltd (1973) 36 D.L.R. (3d) 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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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에 달려 있다. 단지 보험계약 체결을 권유, 제안하는 대리권만을 갖고 있는 

대리인이라면 보험계약 내용의 변경권과 같은 광범위한 대리권이 표현대리권

으로 인정되기 어렵지만 중요사실에 대한 고지 수령권은 표현대리권으로 인정

될 수 있다.159)

3) 고객의 대리인인 보험중개인과 고객 사이의 법률관계

보험중개인은 보험계약자의 대리인으로서 자신의 고객에게 어느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할지 조언해 줌에 있어 적절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160) 보험

중개인이 보험계약 갱신 시 편입되는 특정 조항에 대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경고

하지 않은 경우, 보험중개인은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다.161) 보험중개인이 보

험금 지급의 선행조건(condition precedent)에 관하여 설명하지 않아 보험계약

자가 충분히 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한 경우, 보험중개인은 손해배상의무를 부담

할 수 있다.162) 

고객의 대리인으로 행동하는 보험중개인이 고객에게 그가 중요한 사항이라

고 알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보험회사가 고지의무 위

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한 경우, 고객은 보험중개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책

임을 물을 수 있다.163) 보험중개인이 중요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에도 보험중개

인의 인식은 통상 보험회사에 귀속되지 않으므로 보험중개인은 마찬가지로 손

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164) 그러나 보험중개인이 보험계약자에게 질문을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일반적·추상적 의무로서 보험계약자

에게 고지사항에 대하여 경고할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다.165) 보험중개인이 알

159) Birds 201

160) Osman v J. Ralph Moss [1970] 1 Lloyd’s Rep. 313

161) Mint Security Ltd v Blair [1982] 1 Lloyd’s Rep. 188

162) J.W. Bollom & Co Ltd v Byas Mosley & Co Ltd [2000] Lloyd’s Rep. I.R. 136

163) McNealy v Pennine Insurance Co [1978] 1 Lloyd’s Rep. 274

164) Birds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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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사실을 청약서에 부정확하게 기재한 경우 보험계약자에 대하여 배상책

임을 질 수 있다.166) 다만, 중요사항의 고지에 관한 보험중개인의 의무를 다룬 

위 판례들은 ICOB의 시행과 함께 변화될 여지도 있다고 한다. ICOB가 보험중

개자로 하여금 고객에게 고지의무에 관하여 설명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

다.167) 

4) 그 밖에 보험중개자에게 요구되는 의무  

보험중개자가 보험회사의 대리인으로서 고객으로부터 보험료를 수령하거나 

보험금지급청구 관련업무, 보험료환급업무를 담당하려면, 보험중개자와 보험회

사는 서면으로 위 내용을 합의해야 하고,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험증권의 내용이 

위 서면합의와 부합한다는 점이 합리적 근거를 통해 충족되어야 한다{Client 

Assets(CASS) 5.2.3 R}. 보험중개자는 고객의 돈을 자신의 돈과 분리해서 관리해

야 한다(CASS 5.5).

영업행위와 관련하여 보험중개자가 준수해야 할 의무에 대해서는 영업행위 

규제 부분에서 살펴본다.

마. 호주

1) 보험계약자에 대한 의무

보험중개인은 common law상 고객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여 행동해야 한다.168) 보험중개인은 보험계약자의 대리인으로서 합리적인 

165) Birds 212

166) Dunbar v A&B Painters Ltd [1986] 2 Lloyd’s Rep. 38

167) Birds 213

168) Insurance broker remuneration arrangements(ASIC Report 42) p.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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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보기간 동안 충분한 부보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보험중개인은 고객에게 중

요한 사항을 공개하도록 조언하고 요구된 공시의무의 성격과 범위에 관하여 조

언해야 한다.169) 보험중개인은 자신의 조언과 관련하여 비 수수료(secret commissions)

를 받아서는 안된다(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170) 

2) 대리인의 행위에 대한 금융서비스면허를 받은 자의 책임

고객이 대리인의 행위에 의존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기대되고, 실제로 선의로 

대리인의 행위에 의존한 경우, 피면허자는 다음과 같이 책임을 부담한다.

대리인이 오직 한 사람의 피면허자의 대리인일 경우, 대리인이 권한 범위 내

에서 행동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피면허자는 고객에 대한 관계에서 대리인

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회사법 917B조).

대리인이 복수의 피면허자의 대리인일 경우, 특정금융서비스에 관해서는 대

리인이 오직 한 명의 피면허자의 대리인이고 대리인의 행위가 그 특정금융서비

스와 관련이 있다면, 해당 피면허자는 대리인이 권한 범위 내에서 행동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고객에 대한 관계에서 대리인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한

다. 특정금융서비스에 관해서 대리인이 복수의 피면허자의 대리인이고 대리인

의 행위가 그 특정금융서비스와 관련이 있다면, 대리인의 행위가 자신이 부여한 

권한 범위 내에 있는 피면허자가 고객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그러한 피면

허자가 복수인 경우 연대책임을 부담한다). 그 밖의 모든 경우에는 모든 피면허

자가 대리인이 권한 범위 내에서 행동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고객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한다(이상 회사법 917C조).

대리인이 자신의 행위가 권한범위 밖에 있음을 고객이 대리인의 행위에 의존

하기 전에 명확하고 분명하게 고객에게 밝힌 경우에는 피면허자는 위와 같은 책

169) Tarr, Julie-Anne, “The regulation of insurance intermediaries in the Australian 

financial services market”, Australian Business Law Review, 38(6), 19-20 참조.

170) Insurance broker remuneration arrangements(ASIC Report 42) p.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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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을 부담하지 않는다(회사법 917D조).

피면허자의 위와 같은 책임의 범위는 대리인의 행동으로 고객이 입은 손실이

나 손해에도 미친다(회사법 917E조). 

피면허자는 대리인과 함께 연대책임을 부담한다(회사법 917F조).

3) 보험대리인이나 중개인을 통한 금전의 지급(회사법 985B조)

보험계약이 피면허자를 통해 체결되었고 피면허자가 보험회사가 아닌 경우, 

보험계약자가 보험료 등을 피면허자에게 지급하였다면 보험계약자는 이로써 

보험회사에 대한 의무를 면한다. 보험회사가 보험금이나 초과 보험료 등을 피

면허자에게 지급하였다고 해서 바로 보험계약자에 대한 관계에서 의무를 면하

는 것은 아니다.

4) 대리자격 관련

보험계약법(the Insurance Contracts Act 1984)상 보험계약 체결 전에 보험계

약자에게 통지, 진술, 정보제공, 서류교부를 해야 하는 경우(보험계약법 58조 2

항 제외: 보험계약종료일 통지의무), 보험중개인이 보험계약자의 대리인으로 중

개행위를 한 상황이라면 보험중개인에 대한 통지 등으로 보험계약자에게 통지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보험중개인이 아닌 자가 보험계약자의 대리인으로 중개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보험계약법 71조 1항, 2항). 보험중개인이 

아닌 보험중개자는 통지 등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가 아니라 보험회사의 대리

인으로 간주한다(보험계약법 71조 3항).

바. 한국

보험대리점이나 보험회사 임직원은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대리권을 갖



76 조사보고서 2014-3

고 있을 수 있다. 대리권의 범위는 보험회사와 사이의 위임계약이나 보험회사

의 수권행위의 내용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보험설계사나 보험중개사는 계약체결 대리권을 갖지 못한다. 따라서 이들의 

행위와 관련하여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대하여 표현대리 법리를 주장하기

는 쉽지 않을 것이다. 개정 상법 제646조의2 제3항은 보험대리상이 아니면서 특

정한 보험자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보험회사에 

소속된 보험설계사가 이에 해당할 가능성이 많을 것임) 보험료 수령권 및 보험

증권 교부권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개정 상법 제646조의2 제1항은 보험대리상의 구체적 권한범위(보험료 

수령권, 보험증권 교부권, 보험계약자로부터 청약, 고지 등의 수령권, 보험계약

자에게 보험계약의 체결, 변경 등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한)를 미리 규정하

고 제2항은 보험자가 위 권한을 제한하더라도 선의의 보험계약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험대리상의 경우 위 상법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에도 표현대리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있을 것이다.

보험회사는 그 임직원·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보험대리점 소속 보험

설계사를 포함한다)이 모집을 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보험회사가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에 모집을 위탁하면

서 상당한 주의를 하였고 이들이 모집을 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을 막기 위하여 노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보험업법 제102조 제1

항).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 단서는 임직원의 불법행위의 경우 보험회사의 면

책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은데, 이 경우 민법상 사용자책임의 단서 조항(민법 

제756조 제1항 단서)이 적용되지 않고 따라서 보험회사는 임직원의 불법행위의 

경우 무과실책임을 진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171) 판례도 유사한 취지로 보인

다.172) 위 조항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뿐만 아니라 피보험자나 계약상 이해관

계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도 보험회사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도록 적용

171) 이성남(2013), 보험업법상 모집행위의 규제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p. 243.

172)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2642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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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를 확대하고, 모집과정 이외에 보험료의 횡령 등의 경우에도 보험회사에 손

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하다는 입법론이 있다.173)

보험중개사의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행위와 관련하여 손해를 입은 보험계약

자 등은 그 보험중개사의 영업보증금의 한도에서 영업보증금예탁기관에 손해

배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보험업법 제38조 제1항). 보험중개사는 영업

보증금예탁기관의 장으로부터 손해배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은 보험

계약자 등에 대하여 그 금액만큼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보험업법 제38조 제3항).

보험중개사는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할 때 그 중개와 관련된 내용을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에 적고 보험계약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수수료

에 관한 사항을 비치하여 보험계약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보험업

법 제92조 제1항). 장부에 적을 내용에는 ①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와 관련하여 

해당 보험중개사가 받은 수수료·보수와 그 밖의 대가, ② 자기 또는 자기를 고

용하고 있는 자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한 

경우 그 내용 등이 포함된다(보험업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보험중개사는 보

험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체결의 중개와 관련하여 보험회사로부

터 받은 수수료·보수와 그 밖의 대가를 알려 주어야 한다(보험업법 시행령 제

41조 제4항).

보험중개사는 보험계약의 체결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미

리 보험계약자에게 발급하고 설명하여야 한다(보험업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① 보험중개사의 상호 또는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② 총리령으로 정하는 보험중개사의 권한과 지위에 관한 사항

③ 총리령으로 정하는 보험중개사의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④ 보험회사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⑤ 총리령으로 정하는 보험중개사의 준수사항

보험중개사는 보험회사의 임직원이 될 수 없으며,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

173) 이성남(2013), 보험업법상 모집행위의 규제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p.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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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보험회사·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의 업무

를 겸할 수 없다(보험업법 제92조 제2항).

보험중개사는 보험계약체결의 중개와 관련한 대가를 보험회사에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와 별도로 보험계약자 등에게 제공한 서

비스의 대가로 일정금액으로 표시되는 보수 및 그 밖의 대가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보험계약자등과 합의한 서면약정서에 의한 경우에 한하여 보

험계약자 등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이에 의한 보수 및 그 밖의 대가를 직접 

보험계약자 등에게 청구하려면, 제공할 서비스별 내역이 표시된 보수명세표를 

당해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보험계약자 등에게 제공해야 한다(보험업감독규

정 제4-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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