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Ⅳ. 보험 경영 및 정책에 기초한 재논의

Ⅲ장은 다양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보험의 고유 성격과 우리 사회의 특성과 같이 

보험산업의 입장에서는 통제가 어려운 외생적인 요인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본 장은 

보험산업에 대한 감독당국의 정책이나 회사의 경영과 같이 보다 내생적인 요인들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신뢰도와 어떠한 관련성을 갖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자 한다.

1. 영업위주의 과잉경쟁

가. 영업 중심 경쟁의 역사적 배경

1960년대 들어 우리나라는 정부 주도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실시하여 눈부신 

경제성장을 일구었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개발 계획에 요구되는 국내자금 확보를 위

하여 1962년 2월 9일 국민저축조합법이 제정되었으며, 생명보험회사들도 은행, 

농협, 우체국 등과 함께 저축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이를 계기로 생명보험산업도 그 

외연을 빠르게 확대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 속에서 생명보험산업은 전 

국민적 저축 분위기에 맞는 저축성 보험상품 판매에 경영자원을 집중하게 되었다. 

특히, 감독당국의 가격통제까지 더해지면서 보험회사들은 영업력 외에는 경쟁사와 

차별화할 수 있는 경쟁요소가 없는 상태가 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자동차보험을 중

심으로 한 손해보험에도 그대로 나타났다. 한편 1990년대에 들어 외환위기를 거치

면서 외형적으로 가격자유화와 신상품 도입이 이루어지는 등 큰 발전이 있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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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기본적으로 감독당국의 규제는 계속되었고, 이에 따라 보험회사는 비차익을 중

심으로 한 박리다매(薄利多賣) 형태의 영업위주 경영전략을 지속하였다. 이에 보험

산업의 경쟁력은 영업을 통한 외연 확대에 머물렀고, 그 결과 고객만족이나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자율적인 여건 조성에는 소홀할 수밖에 없었다. 종합하면 보험산업은 

이러한 역사적 배경과 함께 차별화된 상품개발보다는 판매채널의 판매경쟁과 같은 

시장점유율 확대에 경영전략의 초점을 두었다고 하겠다.

나. 과당경쟁과 소비자 보호

자유시장 경제하에서의 경쟁은 개별 경제주체들의 효율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사

회 전체적 관점에서도 반드시 촉진되어야 할 요소임에 틀림없다. 그렇다면 ‘과당경

쟁’이라 불리는 경쟁은 도대체 무엇일까? 사실 과당경쟁에 대해 명확히 정의하는 것

은 쉽지 않다. 다만, 중장기 관점에서 기업에 손실을 초래하고 개별 경제주체뿐만 아

니라 사회 전체의 효용수준을 저해하는 경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보험회사의 외연 확대 위주의 경영은 상당기간 동안 지속되

어 왔으며, 이로 인해 보험시장 내 과당경쟁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었다. 이러

한 영업위주의 과당경쟁 문제는 대규모 영업조직 구축을 위한 판매채널 확보 경

쟁으로 이어졌다. 그 결과 설계사 증원은 보험회사들의 경영전략에 중요한 문제

가 되었다. 이러한 설계사 충원은 보험회사의 효율적인 규모에 해당하는 영업조

직 구축이라기보다는 ‘판매가 곧 실적’이라는 매스마케팅(Mass Marketing)에 초

점을 둔 경영전략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로 인해 보험회사들은 설계사의 ‘대량

채용·대량탈락’의 악순환을 지속적으로 겪어 왔다. 외연 확대 위주의 영업전략

은 설계사 증원과 관리에서도 그대로 엿보이는데, 지점이나 영업소에서 이루어지

는 신계약 모집실적 위주의 영업전략에 따라 다수의 설계사들이 도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결국 이러한 형태의 모집조직 인력확충 관행은 소비자 신

뢰를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효율적인 내부교육과 관리를 통

한 모집조직의 생산성 제고가 신규 설계사들의 정착률을 높이는 것이며, 이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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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소비자 신뢰가 제고되기 때문이다. 결국 Ⅱ장에서 지적하고 있는 낮은 설계사 

정착률, 계약 유지율 등은 보험산업의 고착화된 과당 영업경쟁과 관련이 깊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림 Ⅳ-1> 생명보험설계사 수 추이
(단위: 명)

   주: 1977년은 6~12월까지의 수치임.
자료: 생명보험협회 50년 통계.

이러한 보험회사의 양적 위주의 영업전략은 방카슈랑스 및 보험대리점 제도가 

도입되자 전혀 다른 형태의 채널확보 경쟁으로 이어졌다. 일례로 정부가 소비자 선

택권 확대 차원에서 비전속 보험대리점 제도를 도입하자, 시장점유율 경쟁을 하고 

있는 보험회사들은 자사의 수익성 저하를 감수하고서라도 수수료 위주 영업을 하는 

비전속 보험대리점 채널과의 제휴를 포기할 수 없었다.

이러한 구조를 이론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표 Ⅳ-1>을 살펴보자. 예를 들어, 보험

시장에 두 보험회사가 있는데 그 중 한 회사는 대형사(A), 다른 한 회사는 중소형사

(B)이며, 이들이 서로 보험시장에서 비협조적인 시장점유율 경쟁을 한다고 가정하

자.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이들 보험회사들이 외부채널을 활용하기 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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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즉, 외부채널 제도가 없었다면 대형사의 시장점유율은 (  ), 중소형

사는  로 주어졌다고 하자. 여기서 정부가 외부채널 제도를 도입할 경우 이

들 두 보험회사의 비협조적 시장점유율 경쟁이 보여주는 Nash 균형은 결국 모

두 외부채널을 활용하게 되는 균형이다. 예를 들어, 어느 한 회사가 외부채널을 

활용하고 다른 회사가 활용하지 않는다면, 해당 회사의 경우 만큼의 시장점유

율이 축소되므로 외부채널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것이다. 게다가 

외부채널의 모집비용이 상대적으로 비싸 외부채널을 활용하지 않는 경우보다 

수익성이 나빠진다하더라도 시장점유율 경쟁하에서는 보험회사는 외부채널과 

제휴를 맺게 된다. 그 결과 보험회사에 대한 대형 외부채널의 우월적 지위 남용

이 있다하더라도 보험회사는 자사의 시장점유율 유지나 확대를 위해 이를 감당

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payoff(시장점유율)
B(중소형)사

외부채널 비활용
B(중소형)사

외부채널 활용

A(대형)사

외부채널 비활용
( ,   ) (  ,   )

A(대형)사

외부채널 활용
(  ,   ) ( ,    )

<표 Ⅳ-1> 외부채널 활용에 대한 보험회사들의 비협조적 시장점유율 경쟁

주: 1)    ,   을 가정함.
2) payoff가 볼드체로 되어 있는 부분은 비협조 시장점유율 경쟁에서의 Nash 균형에 해당함.

한편, 법인 보험대리점(GA) 채널 도입 이후 그 성장이 빠른 가운데, 최근 감독당

국의 보험회사 전속설계사에 대한 수수료 분급이 강화되자 해당 설계사들이 GA 채

널로 대거 이동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급격한 이동은 GA(특히, 대형 

GA)의 경우 자체적인 수수료 지급기준을 운영하고 있어 분급이 강화된 보험회사의 

수수료 체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예를 들어, 보험계약 유지율을 

100%로 가정했을 때 특정 보험회사 전속설계사의 월 보험료 대비 수수료 총액은 

335.3 ~ 429.3%인 반면, GA 소속 보험설계사는 432.7%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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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결국 GA 채널의 모집질서 문란과 높은 불완전판매율에 따라 보험회사가 감당

해야 할 법규준수리스크가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GA 채널의 영향력은 지속적

으로 강해지고 있어, 보험산업에 대한 소비자 신뢰 제고 차원에서 이들의 모집질서 

건전화 문제는 중요하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구분 현행 2015년 2016년 2017년

저축성보험

계약체결비용 

분급

일반채널 30% 40% 50% －

종신연금 25% － 35% 40%

방카슈랑스 30% 60% 70% －

온라인 30% 80% 100% －

방카슈랑스, 온라인 계약체결비용 

수준(일반채널 대비)
70% 60% 50% －

<표 Ⅳ-2> 저축성보험 및 방카슈랑스 사업비 체계 개편안

자료: 금융위원회(2013), 개인연금 활성화 방안, 규제개혁위원회 개선 권고안 반영.

연도 생명보험설계사 손해보험설계사 GA 사용인 전체 모집인

2003 144,666  59,286 － 203,952

2004 139,945  65,488   56,500 261,933

2005 124,494  75,728   57,121 257,343

2006 130,140  76,390   67,361 273,891

2007 139,510  71,742 102,190 313,442

2008 148,446  80,352 106,452 335,250

2009 141,067  86,856 113,932 341,855

2010 133,763  83,597 121,411 338,771

2011 141,034  87,893 138,532 367,459

2012 145,933  95,017 145,868 386,818

2013 135,729  90,167 160,870 386,766

<표 Ⅳ-3> 보험산업 전속설계사 및 GA 사용인 수
(단위: 명)

주: 1) 생·손보 설계사의 표 안 수치는 각 연도(calender year) 4/4분기에 해당하는 설계사 수로 교차설

계사는 제외된 수치임.

주: 2) 2008년 생·손보 설계사 수와 2009년 GA 사용인 수는 내삽법(interpolation)을 사용한 수치임.

주: 3) GA 사용인 수는 각 연도 내 기준시점이 일정하지 않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자료: 보험연구원 보험동향;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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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규제의 한계

가. 하향식 소비자 보호 규제와 실효성 

2000년 이후 보험산업과 관련하여 감독당국은 보험회사의 상품설명과 정보제공 

의무 강화, 적합성 원칙, 수수료 체계 개선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

여 왔다(<표 Ⅳ-4> 참조). 또한, 이러한 감독당국 주도의 정책이 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험산업의 노력을 유도한 면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이 현장에서

의 실효성 측면에서는 한계도 있었다.

구분 법률 개정 사항 비고

상품설명 및 정보제공 

의무 강화 논의(2007)

보험업법(2010)·

시행령 (2011)

 ∙ 적합성 원칙

 ∙ 설명의무

    - 보험업법: 표준약관 규정

    - 시행령: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

                  고지의무 위반효과,
                  해지환급금 규정 등

판매수수료 체계 변경
보험업 감독규정 일부 

개정안

 ∙ 판매 및 유지보수로 이원화: 

   유지서비스 제고 및 초기 해지

   환급금 문제 개선

<표 Ⅳ-4>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정부정책

첫째, 정부가 주도하는 하향식 소비자 보호 강화 정책은 보험회사로 하여금 소비

자 보호를 위한 보험업계의 자율적 노력의 유인을 없애는 부정적 기능도 하였다. 예

를 들어,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정부가 관련 제도를 도입하기 전까지는 시장이 움직이

지 않는 비자율적인 분위기가 형성된 것이다. 그 결과 보험회사는 정부의 공적규제

를 따르는 것만으로 소비자 보호에 대한 책임을 다했다는 인식을 갖게 되면서 소비

자 보호에 대한 소극적 자세를 견지하게 되었다. 물론, 전술한 영업위주의 과당경쟁

도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자율적 노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보

험산업의 경우 기본적으로 생·손보로 나뉘어져 있을 뿐 아니라 해당 산업 내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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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지배구조 등의 차이에 따라 이해관계가 복잡해 산업 차원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능동적인 대처나 자율적인 규제 체제 마련이 쉽지 않았다.

둘째, 정부 주도의 하향식 소비자 보호 정책은 전술한 시장의 자율적 노력 저하 외

에 규제의 현실성도 취약해지는 문제를 야기하였다. 소비자 보호 관련 지표들이 하

향식 규제의 필요에 의해 활용되다 보니 현장의 체감 정도와 괴리가 발생하고 이는 

곧 정책의 실효성 저하로 이어졌다. 예를 들어, 민원등급 표준화지수의 경우 실제 민

원을 제기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가 해당 보험회사에 대해서 느끼고 있는 만족도와 

거의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Ⅳ-2> 참조). 또한, Ⅱ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불완전판매율도 청약철회가 대부분을 차지(불완전판매율: FY2012 청약

철회 포함 시 6.0%, 미포함 시 0.6%)하고 있어 그 현실적 적용에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금융업권별로 발표되는 민원 건수의 경우에도 업권별 특성이 

제대로 고려되지 않은 채로 단순히 건수로만 파악되고 있어 소비자의 불만족에 대한 

실질적 심각성을 측정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즉,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감독당국의 

하향식 정책 목적의 지표들은 소비자들의 실질적 만족도나 소비자들이 실제로 느끼

는 불만이나 문제에 대해 그 체감 정도를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으며, 그 결과 이

러한 지표를 바탕으로 한 소비자 보호 정책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하겠다.

<그림 Ⅳ-2> 민원등급과 소비자 체감 만족도

       자료: 박선영·권오경(2015), 보험민원 프로세스 선진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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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당국도 하향식 규제방식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금융위원

회(2014. 7)18)는 정책금융기관이나 협회에 이른바 ‘숨은 규제’가 많이 있으며, 규제

가 일단 만들어지면 관리가 잘 되지 않고 개선해야 할 규제가 현장에 많다는 입장을 

제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는 최근 금융규제 개혁방안(2014)에 대한 

발표를 통해 보험규제 개혁을 위한 T/F의 상시 정례화, 입법 자문단 구성, 분야별 협

의회 구성, 규제건의 통합창구 마련 등을 실시할 것임을 발표하였다.

일단 이러한 금융위원회의 폭 넓은 의견수렴 체제 구축과 규제개혁 의지에 대해서

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만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현행의 하향식 규제 방

식을 고수하고서는 스스로 지적한 현장의 숨은 규제를 개선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

에 없다. 따라서 효율적인 소비자 보호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

가 반영된 자율적이고 투명성이 있는 상향식 규제 시스템이 요구되며, 규제 내용 자

체보다 규제가 만들어지고 관리되는 효율적 시스템 구축이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판

단된다.

결국 전술한 하향식 규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자율규제 시스템

의 구축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영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그림 Ⅳ-3>에서 보듯이 영국의 경우 2008년 글로벌 금

융위기 이후 통합형 감독체제에서 쌍봉형 감독체제로 이행하는 등 공적규제가 강화

되는 추세에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공규제의 강화 추세와 관련하여 우리가 간과하

고 있는 것은 그러한 변화의 저변에는 전통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효율적인 자율규제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영국은 기존 자율규제 기능인 감시 및 보고 기능

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공공규제를 보완해 나가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공공

규제의 강화는 불가피할 것이나, 이를 효과적으로 보완해야 할 자율규제는 부실한 

상황이다. 현재 우리나라 자율규제 업무는 감독당국의 위임에 의존하여 업무를 보조

하는 수준에 불과하며, 자율규제기관도 배타적 업무수행과 기관 간 영역갈등으로 인

해 자율성 제고에는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실효성 있는 규제체계 확립

을 위해서는 일방적인 하향식 규제보다는 자율적인 규제시스템 도입과 함께 보

18) 금융위원회(2014. 7), 비명시적 규제에 대한 정부의 문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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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업계 스스로 시장을 자정하는 노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제도를 고려해 보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특히, 자율적인 규제시스템은 감독당국으로부터 보다 독

립적이어야 할 것이며, 스스로 지배구조와 업무수행에 있어 투명성을 제고하여

야 할 것이다.

<그림 Ⅳ-3> 영국의 공적 및 자율규제 시스템 사례

나. 판매채널 선진화 정책의 한계

감독당국은 소비자 선택권 확대와 판매채널의 선진화를 위해 다양한 비전속 채

널의 활성화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표 Ⅳ-5>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러한 비전속 판매채널의 활성화 정책은 소비자에게 양질의 자문서비스를 제공하

고 다양한 보험상품을 비교하여 제공하겠다는 당초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수

수료 위주의 영업을 추구하는 또 다른 채널만 출현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 보험산업은 판매채널과 관련하여 다양한 부작용에 직면하게 되

었다.

첫째, 감독당국의 소비자 선택권 확대 정책은 스스로 규제 사각지대를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현재 독립 영업채널은 자신들의 판매행위 과정에서 발생

한 과실에 대해서 1차적인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의 소

비자 선택권 확대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 판매채널의 확대를 초래하였다. 최

근 감독당국은 500인 이상의 대형 대리점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화하려고 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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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그림 Ⅳ-4>에 나타난 것처럼 GA 소속 설계사의 50% 이상이 500인 이하의 

법인 대리점에 소속되어 있어 정책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림 Ⅳ-4> 법인 보험대리점의 현황(2013년)

    

자료: 보험대리점 협회(2014. 8), 월간 보험인.

소비자 선택권 확대 판매채널 선진화

◇ 보험대리점 제도

    ∙ 목적: 소비자 선택권 확대에만 주로 관심

 ◇중개인 제도 도입(’97(손), ’98(생))

    ∙ 목적: 소비자를 위한 다양한 상품정보 

전달과 계약 체결 중개

    ∙ 1980년대 이전

       – 손해보험대리점(’62), 등록제 → 

허가제(’77)

    ∙ 1980년대

       – 생명보험대리점 제도 도입(대리점의 

생손보 겸영)

 ◇ 금융상품판매전문업·보험판매전문
     회사제도 도입 추진(2008)

    ∙ 목적: 제판분리, 원스톱 금융서비스 → 

판매채널 선진화

    ∙ 1990년대

       – 복수대리점(’93(손), ’94(생))

       – 허가제 → 등록제(’95)

    ∙ 2000년대

       – 금융기관보험대리점(방카) 제도 도입

(2003)

<표 Ⅳ-5> 판매채널 선진화 정책을 위한 정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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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소비자를 위한 자문서비스를 활성화시키려는 선진화 정책은 가시적인 성과

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제판분리와 원스톱 금융서비스 제공 등 소비자 중심

의 판매채널 선진화 정책 차원에서 중개업 제도를 실시함과 동시에 금융상품판매 전

문업·보험판매 전문회사 제도 도입도 추진하였다. 그러나 이들 채널에 대한 자문수

수료(Fee) 문제, 요율 협상권 문제, 전속채널과의 마찰 문제 등에 대한 현실적 대안

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동 정책들은 현재 그 추진력을 잃은 상태에 있다고 하겠다.

셋째,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 판매채널만 복잡해지면서 판매자의 특성에 대한 이

해와 계약행위 시 중요사항에 대한 이해가 더욱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사실 보험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은 주로 상품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시키

는 데에 집중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19) 

고객들은 보험계약 및 절차에 대해서도 이해도가 상당히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

다(<표 Ⅳ-6> 참조). 따라서 전술한 설명의무 강화 등에 대한 감독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가 불건전한 판매행위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여건은 매우 

취약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19) 참고로 동 설문조사는 우리나라에 거주하면서 본인 명의의 보험상품을 가지고 있는 20

세 이상의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조사기관인 Now & Future가 수행하였으며, 유효표본 
수는 1,000명이었음. 그리고 동 설문조사를 통해 소비자의 보험계약 절차에 대한 이해도
를 측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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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문항 ◯ ✕
① 보험회사 소속 설계사에게 보험청약서를 제출하고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으로 해당 보험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한다.

82.0
18.0

(정답)

②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직업과 병력 등 요구되는 

주요사항에 대해 설계사에게 알렸으나, 설계사의 

실수 또는 고의로 보험회사에 이러한 정보를 

전달하지 않았다면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상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31.4

(정답)
68.6

③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대리점에서 보험가입 시 

판매행위와 관련된 문제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될 

경우 보험회사가 아닌 판매한 금융기관대리점에게 

1차적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70.5
29.5

(정답)

④ 일반 보험대리점에서 보험가입 시 판매행위와 
관련 문제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될 경우 
보험회사가 아닌 판매한 보험대리점에게 1차적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63.0
37.0

(정답)

<표 Ⅳ-6> 소비자의 보험계약 및 절차에 대한 이해도 수준
(단위: %)

3. 효과적인 소비자 신뢰 개선을 위한 규제 체제

보험산업의 미래는 분명 고객지향적인 마케팅과 자율적 규제 활동이 중요해지는 

시장환경이 될 것이다. 즉, 고객에 대해 일방적인 ‘밀어내기’식 상품판매 방식보다는 

고객의 재무상황 등을 잘 파악하고 이들에게 꼭 필요한 맞춤형 상품을 개발하고 판

매하는 것이 보험회사의 가치가 될 것이다. 또한, 과거 감독당국의 규제하에 이루어

진 소극적 소비자 보호보다는 보험회사 스스로 자율적인 분위기에서 자신을 규제하

고 적극적으로 소비자를 보호하는 경영전략이 보다 중요해질 것으로 본다. 향후 이

에 대한 환경조성을 위해 정부 중심의 공적규제는 판매자 책임 부여, 설명의무 강화 

등과 관련하여 그 범위를 구체화하여 엄정하게 통제하는 시스템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공적규제를 보완하는 효과적인 자율규제체제의 구축을 통해 정

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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