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第 1章 序 論

1 . 硏究의 背景 및 目的

우리나라의 生命保險産業은 그다지 길지 않은 역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연평균

30%이상의 높은 성장을 이룩함으로써 세계 6위의 保險大國으로 성장하게 되었

다. 우리나라의 생명보험산업이 이와 같이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룩하게 된 것

은 그 동안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募集人中心의 영업조직을 기반으로 量的 成長

戰略을 추진하여 온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外形的인 成長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생명보험산업은 構造的

인 면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즉 여전한 外形爲主의 성장전략으로

인하여 모집인의 大量導入·大量脫落이 되풀이되면서 모집인의 生産性이 떨어지

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양적 성장전략의 한계로 인하여 價格競爭力과 經營效率이

떨어지고 있다.

한편 최근의 국내 보험산업 환경은 保險市場의 開放 이후 보험회사가 급증하

면서 시장점유경쟁이 심화되기 시작하였고, 金利自由化로 인하여 소비자들의 金

利敏感度가 높아지는 동시에 消費者保護主義의 확산으로 영업실적에 대한 정확

한 공개요구가 높아지면서 보험회사의 실적경쟁 역시 치열해지고 있다.

또한, 보험가격자유화에 따른 自由料率制度의 시행으로 보험회사간의 가격경

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이미 개인연금보험과 같이 全金融圈이 동시에 취급하는

금융상품이 등장하게 되어 지금까지 어느 정도 차별화 되어 왔던 金融産業의 領

域區分이 허물어지면서 금융기관간에도 市場占有競爭이 치열해지고 있어 보험회

사의 마케팅능력 강화가 競爭優位確保 次元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이슈로서 등장

하고 있다.

더욱이 이와 같은 금융시장의 환경변화로 인하여 보험회사의 보험모집활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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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성이 날로 높아져 가고 있는 가운데, 保險仲介人制度의 도입이 임박해 있어

향후 보험시장의 구조가 고도화됨과 더불어 보험모집조직의 개선과 효율화를 통

한 募集組織의 機能强化가 더욱 중요시 될 전망이다.

한편 보험기업에 있어서의 마케팅전략이 일반기업과 다른 특성을 갖게 되는

것은 保險制度 固有의 特性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즉 경제제도로서의 보

험은 동일한 위험에 처해 있는 多數經濟主體의 結合을 전제로 일정수준 이상의

危險團體가 형성되지 않고는 성립될 수 없으며, 동시에 보험상품은 無形의 商品

으로서 미래의 불확실한 위험에 대비하는 潛在的인 效用을 갖는 특성 때문에 소

비자의 自發的인 購買를 기대하기가 어려운 상품이다.

따라서 보험영업은 일반상품의 마케팅과는 다른 차원에서, 광고와 홍보를 통

하여 보험상품에 대한 消費者의 購買意慾을 자극하는 한편, 다양한 판매기법의

개발과 販賣員에 대한 動機附與를 통하여 판매증대를 도모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점에서 판매원의 성과달성이 중요시되는 동시에, 마케팅활동의 초점은

자연히 消費者의 需要와 欲求를 파악하고 이를 만족시키는데 맞추어져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국내 생명보험업계는 새로운 마케팅 컨셉트의 도입이나 활용에 적극성

을 보이지 아니한 채 緣故販賣나 貸出連繫販賣 등과 같은 종전의 판매기법의 답

습에서 탈피하지 못함으로써, 契約의 實效·解約率이 줄어들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생명보험에 대한 인식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생명보험상품의 판매가 답보상태를 보이는 반면, 경제성장에 따른 勞動賃金의

上昇과 모집인의 과도한 유치경쟁으로 인하여 募集人手當이 과다하게 지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모집인에 대한 교육비의 상승으로 事業費가 增加함으로써 상

품판매 비용이 증가하고 있어 募集人의 生産性이 하락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생명보험산업은 開放化 및 自由化에 대응하기 위한 방

안으로서 競爭力提高와 自律性 確保를 목표로 보험시장의 구조 및 각종 제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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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화를 추진하여야 할 단계에 이르렀으며, 급속한 주변환경의 변화와 소비자

니드의 다양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의 판매자중심의 영업활동을 顧客中

心의 영업활동으로 전환하여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즉 기존모집

조직의 문제점을 과감히 개선함으로서 生産性과 效率性을 提高하는 동시에, 새

로운 형태의 판매채널을 도입하여 募集組織을 多角化하는 등 선진화된 생명보험

모집조직체제를 구축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생명보험의 모집조직을 보다 競爭力있는 體制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서, 국내 생명보험의 모집제도 및 모집조직의 改

善方案을 마련해 봄으로서 국내 생명보험산업이 환경변화에 效率的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2 . 硏究의 方法 및 範圍

보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보험모집기능의 效率化 問題는 보험기업의 經

營效率化 및 財務健全性의 確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保險募集機能을 極大化시킬 수 있는 方案을 모색키 위하여

우선 국내의 보험환경과 생명보험 모집제도를 巨視的 側面에서 검토하고 外國의

募集制度에 대한 全般的 調査를 실시한 후, 국내외 생명보험 모집제도 및 조직

을 比較·分析하여 이를 토대로 국내의 모집제도 및 조직에 관한 問題點을 검토

하는 동시에 改善方案을 提示코자 하였는 바, 본 연구의 주요 내용 및 정리순서

는 다음과 같다.

먼저 제2장에서는 생명보험시장의 주요 환경변화를 市場內的 環境의 변화와

市場外的 環境의 변화로 분류하여 분석하고, 이러한 내·외적 환경변화가 생명

보험산업 및 모집조직에 미치는 影響을 알아본다. 제3장에서는 우리나라 생명보

험 모집제도의 발전과정과 현행 모집제도, 모집조직의 現況 및 實績 등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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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개관하며, 제4장에서는 美國, 英國, 프랑스, 獨逸, 日本 등 주요 선진국의 생명

보험 모집제도의 발전과정과 현행 모집제도, 모집조직의 현황 및 실적 등을 각

국가별로 살펴본다.

제5장에서는 우리나라와 主要國의 생명보험 모집제도를 각 分野別 및 각 組織

別로 나누어 比較하여 국가별 생명보험 모집제도의 特徵에 대하여 정리하고, 아

울러 우리나라 생명보험 모집제도 및 조직의 문제점에 대하여 분석해 보고자 한

다. 제6장에서는 이러한 分析資料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생명보험 모집조직의

改善方案을 제시하고, 보험중개인제도의 도입에 따른 생명보험업계 및 정책당국

의 對應方案에 대하여 살펴보는 동시에, 생명보험회사가 도입할 수 있는 새로운

판매채널의 特徵 및 도입시의 考慮事項 등에 대하여 기술하고, 마지막으로 結論

에서는 현행 생명보험 모집조직의 改善作業 및 새로운 판매채널의 導入을 위한

政策方向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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