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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금융 뉴스
보험 모집조직의 
양적 성장 및 질적 개선

최 원 선임연구원

 금감원의 ‘FY2011 보험회사의 모집조직ㆍ판매실적 및 효율분석’에 따르면, 2012년 3월 말 기준 보험

회사 모집조직1)은 43만 7,401명으로 전년대비 6.6% 증가한 반면 보험대리점은 4만 8,796개로 5.8% 

감소함.

 모집조직 부문별로는 보험회사 소속 설계사,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 임직원이 각각 7.1%, 

5.3%, 7.9% 증가한 23만 1,555명, 14만 5,868명, 5만 9,978명을 기록함.

 보험대리점 감소는 수수료율이 높은 대형대리점2)에 대한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개인 및 중소형 대

리점이 대형대리점으로 통합되었기 때문임.

                <그림 1> 모집조직 규모                                   <그림 2> 보험대리점 수

     

      자료: 금감원.                                             자료: 금감원.

1) 보험회사 소속 임직원 및 설계사와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를 포함함.
2) 설계사가 1,000명 이상인 보험대리점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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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모집조직의 질적 성과를 나타내는 보험계약유지율3), 불완전판매비율4), 설계사 정착률5) 등이 모두 

전년대비 개선되었으며, 보험설계사 생산성6)도 향상됨.

 13회차 보험계약유지율의 경우 전년동기대비 2.5%p 높아진 79.9%를 기록하였으며, 25회차의 경

우도 6.0%p 증가한 63.2%를 나타냄.

   - 이는 높은 유지율을 나타내는 퇴직연금의 판매실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불완전 판매비율 비교·

공시로 인하여 보험회사들의 완전판매를 위한 노력이 확대되었기 때문임.

 불완전판매비율은 전체적으로 0.23%p 낮아진 0.81%로 개선되었으나 홈쇼핑(1.26%)과 직영

(1.51%) 채널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설계사 정착률은 보험회사 영업조직 성과평가에 설계사 정착률이 반영됨에 따라 0.6%p 상승한 

39.9%로 개선됨.

 설계사 월평균 소득은 300만 원으로 7.9% 증가하였고, 월평균 모집액도 2,630만 원으로 6.9% 증

가함.

<표 1> 모집조직 질적 성과 지표

구분 FY2009 FY2010 FY2011

13회차 보험계약유지율(%) 71.6 77.4 79.9

25회차 보험계약유지율(%) 61.2 57.2 63.2

불완전판매비율(%) 1.56 1.04 0.81

설계사 정착률(%) 38.1 39.3 39.9

설계사 월평균 소득(만 원)      281      278      300 

설계사 월평균 모집액(만 원)   2,266   2,461   2,630 

 자료: 금감원.   

 금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FY2011 보험회사 모집조직이 양적 성장과 질적 개선을 동시에 달

성한 것으로 평가하는 한편, 건전한 모집질서 확립, 효율성 개선, 불완전판매 근절 등을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FY2011 보험회사의 모집조직ㆍ판매실적 및 효율분석, 금감원, 7/4)

3) 최초 체결된 보험계약이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유지되는 비율.
4) (품질보증해지+민원해지+무효) 건수 / 신계약건수
5) 신규 등록 설계사 중 1년 이상 경과 후 정상적으로 모집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설계사 비율.
6) 보험설계사 월평균 소득 및 모집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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