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第 3章 우 리나 라 의 生命 保 險 募 集 制度 및 組 織

第 1節 生命保險 募集制度의 發展過程

1 . 草創期 (1945年∼ 196 0年 )

해방이후의 우리나라는 당시의 상황이 사회적으로 안정되지 못한 시기였고,

또한 높은 인플레이션과 실업률 및 낮은 소득수준 등으로 인하여 保險制度가 定

着하기 곤란한 시기였기 때문에 생명보험회사들은 1957년경까지는 體系的인 保

險募集組織의 형태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였다.

따라서 생명보험회사의 입장으로서는 保險募集組織網의 미비로 인하여 개인보

험의 모집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기업을 대상으로 한 團體保險의

모집에 주력하여 직장퇴직보험, 단체후생보험, 직장후생보험, 단체부흥보험 등의

판매에 주력하게 되었다.

또한 이 당시에는 생명보험회사들이 地方募集組織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

에 본사의 任職員들이 직접 지방에 出張을 가서 보험모집활동을 하는 直扱中心

의 보험모집체제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생명보험회사들은 시장규모가 협소한 단체보험에만 집중하여 보험

상품을 판매함으로써 회사간에 過當競爭을 誘發하였으며, 직급조직에 의한 보험

상품판매가 생명보험시장의 확대로 인하여 효율성 면에서 한계를 보이게 되었기

때문에 생명보험회사들은 보험모집조직을 직급조직에서 募集人組織으로 轉換하

게 되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생명보험회사들은 1958년 무렵부터 支店 및 支社를 설

치하고 募集人을 대량으로 선발하여 地方募集組織을 갖추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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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9년에는 보험회사의 營業所設置가 사전승인제에서 事後報告制로 변경됨으로

써 생명보험회사의 점포망 확충이 더욱 촉진되었다.

또한, 이 당시에는 보험모집인에 대한 등록제도 및 자격규제가 없었기 때문에

생명보험회사들은 無選別的인 대량채용위주의 募集人 誘致競爭을 하였다. 이에

따라 保險募集秩序가 混亂해졌을 뿐만 아니라 보험계약의 유지를 소홀히 함으로

써 實效·解約이 급증하게 되었다.

이러한 모집상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保險監督當局은 우량모집인에 의한

양질의 보험계약 모집, 事業費의 지출규제 등과 같은 지시를 내렸으나, 모집제도

에 관한 법적 규제가 명확하지 못하여 효과를 거두지는 못하였다.

2 . 轉換期 (196 1年∼ 197 0年 )

1961년 5·16혁명 이후 한국의 보험업계는 제도적 기틀이 마련되는 큰 轉換期

를 맞이하게 되었다. 1962년 1월 20일 공포된 新 商法에 따라 구 상법의 총칙편

에 있던 「보험」이 「제4편 보험」으로 분리 독립됨으로써 保險契約法의 體系

가 정립되었으며, 1962년 1월 15일에는 「保險業法」이 제정·공포되었다. 또한

1962년 1월 20일에는 「保險募集團束法」 및 「外國保險事業者」에 관한 법률이

각각 제정·공포됨으로써 보험사업에 관한 감독법률이 완비되었다. 이에 따라

종전까지 채용하여 왔던 일본의 보험관계법령이 폐지되게 되었다.

이러한 법률중 「보험모집단속법」은 보험의 모집에 있어서 지켜야 할 사항과

금지사항을 명시한 최초의 保險募集 規制法律이었으며, 이 법률이 제정됨으로써

보험모집인과 보험대리점의 登錄制가 도입되는 등 우리나라의 보험모집체제가

제도적으로 정립되게 되었다.

그러던 중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수행과정에서 자금조달방편으로 제정

된 국민저축조합법이 1962년에 공포·시행되어 생명보험회사가 國民貯蓄預受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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關으로 指定되면서 단체보험계약이 급격하게 증가함으로써 생명보험산업은 급속

한 성장을 이루게 되었다.

이에 따라 생명보험회사들은 모집조직관리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어 과거의 請負制와 유사한 보험모집방식을 內勤社員組織으로 轉換하고, 남자

전업모집인을 주축으로 한 활동범위가 전국에 미치는 고능률·고보수의 支社制

度 (Proper Sy st em )6)를 실시하게 되었다.

이 지사제도는 團體保險을 중심으로 하여 생명보험의 안정적 성장에는 큰 공

헌을 하였으나, 단체보험시장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였고, 또한 모집과정에서의

리베이트 지급과 같은 募集秩序 紊亂行爲를 야기하였다.

이에 개인보험시장의 개척 필요성을 인식한 생명보험회사들은 일본으로부터

地區制度 (Debit Sy stem )7)를 도입하게 되었으며, 그 후 이 지구제도가 정착됨에

따라 생명보험모집인 중에서 女性募集人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로 높아지기 시

작하였다.

3 . 成長期 (197 1年∼ 1994年 )

1970년대에 들어오면서 우리나라의 보험산업은 고도의 성장을 지속하게 되었

다. 그러나 이러한 급속한 量的 成長은 보험제도의 질적 성장이 수반되지 않았

기 때문에 보험모집과정에 있어서 과당경쟁, 외상보험계약 및 리베이트지급 등

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을 초래하였다.

6 ) 이 제도는 지구제도가 개발되기 이전의 전통적인 보험모집인 조직형태로서

男子募集人을 주축으로 지역에 제한없이 전국을 대상으로 新契約의 募集에만

전념하는 고능률·고보수의 專業外務員을 육성·관리하기 위한 모집제도이

다.
7 ) 이 제도는 일정지구를 일정모집인에게 배정하여 그 지구내의 旣契約의 保險

料收金 및 契約保全業務 등을 담당하게 하고 이를 통하여 新契約을 확보하게

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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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국민의 所得水準 向上으로 인하여 보험에 대한 인식이 제고됨으로써 보

험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회보장제도의 補完的 側

面 및 경제개발계획에 따른 資金動員의 側面에서도 보험산업의 역할과 중요성이

새롭게 인식되기 시작함으로써 타금융기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보험산업을 政策的으로 근대화할 필요성이 부각되었다.

이에 따라 보험감독당국은 보험산업의 질적 보강을 위하여 1970년대 후반부터

保險産業의 近代化作業을 추진하게 되었다. 1976년부터 1977년까지 지속된 보험

산업의 근대화작업의 일환으로 보험업법을 포함한 보험관계법령이 全面的으로

統廢合되어 1977년 12월 31일 「保險業法」이 改正, 公布되었다.

이로 인하여 보험모집인의 資格制度가 도입되고, 보험대리점의 개설이 등록제

에서 許可制로 전환되었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保險仲介人制度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다. 또한, 보험모집조직을 다변화하기 위하여 生命保險會社의 任職員에

대해서도 손해보험회사의 임직원과 동일하게 별도의 申告節次를 거치지 않고 직

접 募集行爲를 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을 개정하였다. 이와 같이 보험업법이 개

정됨으로써 보험모집제도는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새로운 모집제도의 기틀을 마

련하게 되었다.

생명보험회사의 모집조직을 살펴보면, 1970년대에 들어와서는 일정지역을 단

위로 그 지역에 담당자를 정하고 그 담당자로 하여금 해당지역내의 계약자에 대

한 보험료 수금과 서비스 및 신계약 모집활동을 하게 하는 地區制度가 생명보험

모집의 주요 제도로 자리잡게 되었다.

그 후 대한교육보험은 지사제도와 지구제도의 장단점을 보완하여 양 제도를

결합한 地域制度 (Block Sy st em )8)를 도입하였다.

8 ) 이 제도의 기본개념은 지역을 여러 개로 분할하여 모집인에게 일정지역에 한

정하여 新契約의 獲得 및 收金業務를 동시에 담당하게 함으로써, 고객과의

친밀도를 높여 生産性을 향상시키고 契約者들에게 완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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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생명보험회사간에 모집을 둘러싼 過當競爭이 심화됨에 따라 1971년 9월

보험감독당국이 생명보험사업에 대한 운영개선방안을 시달함으로써 保險證券의

活字가 확대되고, 보험모집인의 私製領收證 使用이 금지되었으며, 보험모집인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1972년 2월 생명보험협회 주관으로 최초의 募集人 試

驗制度가 實施되었다.

1983년 11월 1일에는 보험소비자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고, 생명보험가입

자에 대한 보험자의 책임강화, 生産性提高를 통한 경영효율의 증진, 作成契約의

根絶 및 유휴 전문인력을 활용할 목적으로 生命保險代理店制度가 처음으로 시행

되었다. 그러나, 생명보험대리점제도의 정착은 모집인조직에 익숙한 생명보험업

계의 새로운 대리점제도에 대한 우려, 여건의 미비와 경험미숙 등으로 인하여

아직까지 특별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생명보험상품과 손해보험의 가계성상품을 함께 판매함으로써 소비자의

다양한 保險需要를 충족시키고, 이를 통하여 潛在的인 保險需要를 發掘하며, 대

리점의 영업범위를 확대하여 自立基盤을 마련하도록 하기 위하여 1983년 11월

생명보험대리점의 生·損保 兼營制度를 도입9)하였으나, 이 역시 현재까지 큰 효

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그 후, 1988년 12월 31일 보험업법이 개정되면서 한국보험공사가 保險監督院

으로 變更되었으며, 종전에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던 보험모집인의 등록신청

과 같은 실무적인 규정은 財務部令으로 규정하도록 개정되었다.

4 . 最近 (19 95年∼ )

1970년대부터 1990년대 전반기까지 한국의 생명보험산업은 高度成長을 이룩하

였으나, 최근 W T O體制의 出帆 및 OECD加入 등으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생명보

9) 손해보험의 경우에는 1983년 9월 1일부터 겸영대리점제도가 도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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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시장은 급속도로 開放化·自由化 되게 되었다. 이와 같이 급변하는 환경변화

속에서 정부의 규제는 약화되는 대신에 經營의 自律性이 강조됨으로써, 생명보

험회사들은 스스로의 環境適應 努力과 첨단경영기법의 도입 및 개발을 통하여

자생력을 갖지 못하면 시장에서 도태되는 競爭市場의 論理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생명보험회사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規制緩和와 더불어

1995년 4월 1일 「보험업법」을 개정하기에 이르렀다.

개정된 보험업법중 모집제도에 관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保險會社의 店鋪

에 대해서는 점포설치, 이전 및 폐쇄가 인가제에서 申告制로 변경됨으로서 보험

회사의 자율적 경영의 폭이 확대되었으며, 生命保險代理店에 대해서는 허가제를

登錄制로 변경함으로써 등록요건에 따라 등록만 하면 대리점영업이 가능하게 되

었다.

또한, 生命保險募集人의 登錄에 대해서는, 종래에는 보험감독원장이 登錄 不適

格者의 보험모집인 등록을 拒否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개정 보험업법에서는 등

록거부 사항에 해당한 자는 등록신청을 할 수 없도록 申請者의 遵守事項으로 규

정하고, 그러한 부적격자가 모집인 등록을 하였을 경우에는 보험감독원장이 그

등록을 取消하도록 변경하였다.

그 후, 1995년 4월 29일 보험감독원은 「生命保險會社 店鋪 및 募集管理規程

施行細則」을 폐지하고 개정보험업법의 취지에 따라 「保險會社 店鋪 및 募集管

理規程 施行細則」을 제정하여 보험회사에 대한 각종 사전규제들을 대폭 폐지

또는 완화하고 경영의 자율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는 事後管理機能을 강화하였으

며, 모집인 개인에 대한 제도는 변경되지 않았으나 모집인과 관련된 생명보험회

사에 대한 규제는 대폭 폐지하였다.

또한, 생명보험시장의 對外開放과 관련하여 보험감독당국이 발표한 보험시장

의 단계적 自由化日程에 의하여 1994년 4월에는 생명보험의 複數代理店制度를

도입하였으며, 1997년 4월 이후에는 생명보험의 獨立代理店制度가 도입되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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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또한 대리점에 대한 과거의 허가제도를 登錄制度로 전환하도록 한 보험업

법의 개정에 따라 허가제도와 관련된 각종 규제가 완화 또는 폐지되었다.

그리고, 1997년에는 손해보험중개인제도를 도입하고, 1998년에는 생명보험중개

인제도를 도입하는 등 保險仲介人制度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으로 있다.

第 2節 生命保險 募集制度

1 . 生命保險 募集規 制 및 監督體系

가 . 生 命 保 險 募 集 規 制

우리나라는 보험회사 및 보험모집인의 보험모집에 대해서는 보험업법, 보험업

법시행령, 보험업법시행규칙과 보험례규 등에서 규제하고 있다. 保險業法 등에서

는 보험회사의 賠償責任 및 手數料支給 등에 대하여 規制하고 있을 뿐만 아니

라, 보험모집인이나 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인의 登錄 및 許可, 行爲 및 活動 등

에 대하여 규제하는 등, 보험회사와 보험모집인, 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인 그

자체와 그 사람의 행위·활동을 規制 및 監督의 對象으로 하고 있다.

1) 保險業法에 의한 規制

보험업법은 보험모집주체, 보험모집인·보험대리점의 登錄要件과 보험중개인

의 許可要件, 등록 및 허가 취소요건, 資格要件, 연수 및 자격시험 등에 대하여

규제하고 있다. 보험모집인의 募集行爲에 대한 規制로는 행위의무, 금지행위, 보

험안내자료에 관한 규제, 승환계약에 관한 규제 등 상세한 규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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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保險監督院에 의한 監督

보험감독원은 보험업법 제14조 (보고와 검사) 제2항에 의하여 보험사업자의 업

무 및 재산상황에 관한 檢査業務를 행하고 있으며, 동법 제20조 (임원의 해임, 사

업의 정지와 허가의 취소) 제2항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에게 보험회사의 임원

또는 직원의 문책요구, 事業의 停止 및 許可의 取消를 건의할 수 있다. 또한 동

법 제151조(보고와 조사)에 의하여 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인의 業務 및 財産狀

態에 대한 검사를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보험업법 제179조 (업무) 제3호에 의하여 保險募集人의 登錄과 管理를

맡고 있으며, 동법 제147조(등록의 취소 등)에 의하여 보험모집인의 登錄取消業

務를 담당하고 있으나, 모집인의 登錄關聯業務는 보험업법 제209조 (권한의 위탁)

제2항에 의하여 生·損保協會에 委託되어 현재에는 생·손보협회에서 담당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209조 제1항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으로부터 보험대리점의 등

록관련업무를 위탁받아 保險代理店 登錄業務를 행하고 있다.

나 . 生 命 保 險 募 集 監 督 體系

1) 監督法規

보험상품 전반의 모집에 대한 감독법규로는 보험업법, 보험업법시행령, 보험업

법시행규칙 및 보험예규10) 등이 있다.

10) 생명보험모집관련 보험예규로는 保險會社店鋪 및 募集管理規程(보험 45401-

133, 1995. 4. 27) 및 시행세칙 (보험 580- 6689, 1995. 4. 29), 保險募集秩序 改

善을 위한 協定(생보 550- 13009, 1991. 12. 21)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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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監督機關

보험모집에 관한 전반적인 감독은 보험감독원에서 행하고 있다.

3 ) 監督對象

보험상품 전반의 모집에 대한 감독은 보험회사와 보험모집인, 보험대리점, 보

험중개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2 . 生命保險 募集關 聯法規

가 . 募 集 主 體

우리나라 보험업법 제144조(모집할 수 있는 자)는, 保險募集에 從事할 수 있는

者를 보험사업자의 임원 (대표이사와 감사를 제외) 또는 직원, 보험모집인, 보험

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인, 보험대리점이나 보험중개인의 임원이나 사용인으로서

이 법에 의하여 申告된 자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중개인은 전술한 바와 같이 손해보험중개인은 1997년 4월부터, 생

명보험중개인은 1998년 4월부터 도입될 예정이다.

1) 募集人

보험모집인이란 保險事業者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仲介하는 자 (법인이

아닌 사단과 재단을 포함)로서, 보험업법 제145조 (보험모집인의 등록)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를 말한다 (동법 제2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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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代理店

보험대리점이란 보험사업자를 위하여 保險契約의 締結을 代理하는 자 (법인이

아닌 사단과 재단을 포함)로서 보험업법 제149조(보험대리점의 등록)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를 말한다 (동법 제2조 제4항).

3) 仲介人

보험중개인이란 獨立的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仲介하는 자 (법인이 아닌 사단

과 재단을 포함한다)로서 보험업법 제150조의2(보험중개인의 허가)의 규정에 의

하여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동법 제2조 제5항).

나 . 登 錄 및 許 可

1) 槪要

우리나라에서는 보험모집인, 보험대리점에 대해서는 登錄主義를 채택하고 있

으며, 보험중개인에 대해서는 許可主義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므로 보험모집인,

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인으로서 등록하지 않거나 또는 허가를 받지 않으면 보

험업법 제144조에 의하여 보험모집을 할 수 없다.

가) 募集人

보험모집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保險監督院에

登錄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보험업법 제14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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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1980년 제4차 보험업법 개정시에 종전의 보험감독원장의 권한중의 일

부를 보험협회장에게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보험업법 제209조 제2항)11)가

마련됨으로써, 1981년 말부터 보험모집인 登錄事務가 생·손보협회에 委託되어

현재에는 生·損保協會에서 모집인의 등록을 받고 있다.

나) 代理店

보험대리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財政經濟院에

登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험업법 제149조 제1항).

그러나, 보험대리점의 등록이 종전에는 허가제로서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받도

록 되어 있었으나, 1995년에 보험업법이 개정됨으로써 許可制에서 登錄制로 변

경되었으며, 또한 1995년 3월 31일 보험업법의 개정에 따라 시행된 「業務委託

Ⅰ」에 의하여 보험대리점의 등록사무가 보험업법 제209조 제1항의 규정12)에 의

거 1995년 4월부터 保險監督院長에게 委託되었다. 따라서 생명보험대리점이 되

고자 하는 자는 보험감독원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 仲介人

보험중개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財政經濟院長

官의 許可를 받아야 보험중개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보험업법 제150조의2 제1

11) 보험업법 제209조 (권한의 위탁) 제2항

재정경제원장관은 이 법에 의한 그 권한의 일부를 保險監督院長에게 委託할

수 있다.
12) 보험업법 제209조 (權限의 委託) 제1항

보험감독원장은 이 법에 의한 그 權限의 一部를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98조, 제198조의2 및 제20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團體 등의 長에게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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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그리고 보험중개인에 대해서는 生命保險仲介人과 損害保險仲介人으로 구분

하여 허가하고 있는데(동시행규칙 제30조의3), 두 가지의 허가를 모두 받았을 때

에는 이를 겸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동시행규칙 제30조의2 제7항).

보험중개인의 許可期間은 허가일로부터 3년으로 되어 있다 (동시행규칙 제30조

의5 제1항).

2) 登錄 및 許可要件

가) 募集人

보험모집인은 보험계약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의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知識과 能力은 물론이고 신뢰할 만한 資質과 敎養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므로 보험업법시행령 제23조 (보험모집인의 등록요건)에서는 보험업법

제145조 (보험모집인의 등록)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모집인으로서 등록할

수 있는 자를,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모집인에 관한 硏修課程을 履修

한 자, 保險關係業務에 1년이상 從事한 者로 규정하고 있다.

보험모집에 관한 硏修는 보험사업자 또는 보험협회가 실시하고, 硏修內容은

보험에 관한 기초지식, 보험모집에 관한 법규 및 실무, 보험약관과 일반교양 등

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 연수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해서는 보험

협회가 시험을 실시하고 합격한 자에 대해서는 修了證을 交付하도록 되어 있다

(보험업법시행규칙 제45조).

또한, 보험업법 제145조 제3항에서는 보험모집인으로서 등록을 신청할 수 없

는 자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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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 법에 의하여 罰金刑 이상의 實刑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이 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영업에 관하여 성년자와 동일한 능력을 가지지 아니한 未成年者로서 그 法定

代理人이 제1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것

6. 법인 또는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財團으로서 그 임원 또는 관리인중에 제1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것

7. 과거의 모집에 관하여 수수한 보험료를 다른 용도에 流用하거나 기타 모집에

관하여 현저하게 不當한 行爲를 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나) 代理店

생명보험대리점의 登錄要件에 대해서는 보험업법시행령 제27조 제3항에서 규

정하고 있는데, 생명보험대리점에 등록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

는 자이어야 한다.

1. 총리령이 정하는 연수기관에서 人保險代理店에 관한 硏修課程을 이수한 자

2. 人保險關係業務에 2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13)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재정경제원장관이 인정하는 자

4. 제1호 내지 제3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4인 이상 고용하고 있는 법인

13)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보험감독원, 보험사업자, 생명보험협회, 보험개발원에서 生命保險業務에

正規職員으로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保險代理店으로서 생명보험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보험업법 제201조 제1항에 의한 기타 保險關係團體에서 생명보험업무에

정규직원으로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4. 國家機關에서 생명보험에 관련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5. 생명보험모집인 및 인보험대리점의 任員 또는 使用人으로서 신고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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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보험대리점으로 등록을 신청할 수 없는 자에 대해서는 보험업법 제149조

제4항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보험업법 제145조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보험모집인으로 등록된 자와 다른 보험대리점의 임원 또는 사용인으로 신고

된 자

3. 기타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등 不公正한 保險募集行爲를 할 우려가 있

는 자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자14)

다) 仲介人

보험중개인의 許可基準에 대해서는 보험업법시행령 제30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보험중개인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의 요건을 갖추고

보험감독원장이 실시하는 評價試驗에 合格하여야 한다 (동조 제2항)

14) 보험업법시행규칙 제47조의 2(기타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등 不公正

한 保險募集行爲를 할 우려가 있는 자)

법 제149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등

불공정한 보험모집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자로서 보험대리점의 등록을 신청

할 수 없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국가기관과 特別法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 및 동 기관의 퇴직자로 구성된

법인 또는 단체와 동 기관이 出捐·出資 또는 투자하였거나 보조 등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

2. 은행·증권회사·종합금융회사·투자신탁회사·단기금융회사·상호신용금

고 및 시설대여회사 등 金融業務를 주로 營爲하는 기관

3. 제2호의 기관이 출연·출자 또는 투자하였거나 보조 등을 하는 법인 또

는 단체로서 그 기관과 관련된 物品 또는 勤勞用役을 주로 제공하는 법

인 또는 단체

4. 제1호 내지 제3호의 법인·단체 또는 기관의 임직원

5. 기타 공정한 去來秩序確立 및 보험대리점 육성에 저해된다고 재정경제원

장관이 인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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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하는 硏修機關15)에서 인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관한 硏修

課程16)을 履修하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최근 10년이내에 재정경제원장관이 인정하는 機關17)에서 생명보험 또는 손해

보험업무에 5년이상 從事한 經歷이 있는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재정경제원장관이 인정하는 자18). 다만 보험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업무 또

는 非常勤職에 종사한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또한, 법인으로서 보험중개인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理事 또는 社員

(대표이사 또는 업무집행사원을 포함한다)의 過半數가 제1항의 요건을 갖추고

常勤하여야 한다 (동조 제2항).

3) 登錄 및 許可申請

가) 募集人

15)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하는 연수기관은 사단법인 보험연수원과 기타 재정경제

원장관이 인정하는 연수기관으로 한다(보험중개인 관리규정 제4조 제1항).
16) 연수교육의 실질적인 수업시간은 85시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보험중개인

관리규정 제4조 제2항)
17) 財政經濟院長官이 認定하는 機關이란 법 제5조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保險

事業者, 법 제150조의2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法人保險仲介人, 각각 2이상의

인보험사업자 또는 손해보험사업자 (보증보험사업자는 제외한다)와 대리점계

약을 체결하고 있는 法人保險代理店, 보험감독원,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 화재보험협회, 보험연수원 기타 재정경제원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보험중개인 관리규정 제4조 제3항).
18) 대한민국외의 국가에서 제3항에서 정한 기관과 同一하다고 재정경제원장관

이 인정하는 機關에서 인보험 및 손해보험업무에 5년이상 종사하였음을 당

해 국가의 권한있는 機關 또는 당해 국가주재 大韓民國 領事의 確認을 받아

제출한 경우에는 보험업법시행령 제30조의2 제1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보험중개인 관리규정 제4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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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모집인으로 登錄하고자 하는 자는 성명, 상호 또는 명칭, 주소 또는 사무

소의 소재지, 소속보험사업자의 상호 또는 명칭을 기재한 申請書를 생명보험협

회장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보험업법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이 신청서에는 보험

업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保險募集人의 登錄要件을 갖추었음을 증명

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동조 제2항).

그리고 보험모집인의 登錄申請은 소속 保險事業者를 代理人으로 하여 신청할

수 있다 (동조 제3항).

나) 代理店

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총리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保險監督院長에게 提出하여야 한다(보험업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1. 성명·상호 또는 명칭

2. 주소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

3. 모집을 위탁한 保險事業者의 상호 또는 명칭

4. 영위하고자 하는 事業의 種類와 範圍

5. 다른 업무를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종류

또한, 保險代理店 登錄申請書를 제출할 때에는 보험업법시행규칙 제47조 (보험

대리점의 등록)에 의거하여, 個人인 경우에는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와 履歷書,

法人인 경우에는 정관 및 登記簿謄本, 유자격자 4인 이상의 人的事項과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및 모든 임원 및 유자격자의 이력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그리고, 보험대리점의 등록신청은 모집을 위탁한 保險事業者를 代理人으로 하

여 신청할 수 있다(동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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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仲介人

보험중개인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총리령이 정하는 서류19)를 첨부하여 財政經濟院長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동시

행령 제30조의4 제1항).

1. 상호 또는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주소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

3. 제30조의320)의 규정에 의한 보험중개인의 종류

4. 다른 업무를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종류

5.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이사 또는 업무집행사원, 이사 또는 사원현황

그러나 재정경제원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保險仲介人 許可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하여서는 안된다(동시행령 제30조의4 제3항).

1. 보험업법 제149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법 제145조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취급되

19) 총리령이 정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보험업법시행규칙 제49조의2(허가신청서

및 첨부서류)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보험중개인의 허가를 받고자 하

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保險仲介人 許可申請書에 다음과 같은 서류를 첨

부하여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험업법시행령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許可基準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2. 個人의 경우에는 신청인의 住民登錄表謄本 (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外國人登錄證明書 또는 이와 동등하게 취급되

는 서류)

3. 법인의 경우에는 定款, 法人登記簿 謄本, 주주 또는 출자자 명부

4. 보험중개인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알려야 할

사항

5. 허가신청인의 履歷書 및 보험업법시행령 제3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의 이력서

20) 보험중개인은 보험업법시행령 제30조의3 (보험중개인의 구분)의 규정에 의하

여 생명보험중개인과 손해보험중개인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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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자

3.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법인

4. 대한민국내에 사무소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4) 登錄 및 許可手數料

보험업법 제159조 (수수료)에서는 보험모집인·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인이

되고자 하는 자가 제145조, 제149조 및 제15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手數料를 納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 募集人

보험모집인의 登錄手數料는 1인당 6,000원이며, 이 등록수수료는 등록신청시에

生命保險協會에 납부하여야 한다 (보험업법시행규칙 제51조).

나) 代理店

보험대리점의 登錄手數料는 1건당 2만원으로 하며, 수수료는 등록신청을 할

때에 현금으로 保險監督院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 仲介人

보험중개인의 許可手數料는 개인의 경우에는 1건당 5만원, 법인의 경우에는

20만원으로 하며, 해당금액은 허가신청시에 현금으로 保險監督院에 납부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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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보험중개인의 허가갱신수수료도 동일하다.

5 ) 營業保證金

가) 代理店

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한 자에 대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은 營業保證金을 지정하는

기관에 預託하게 할 수 있으며 (보험업법 제149조 제2항), 보험대리점의 영업보증

금은 1억원의 한도내에서 당해 보험대리점의 區分 및 營業範圍를 참작하여 재정

경제원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시행령 제29조 제1항).

또한 재정경제원장관은 보험계약자의 보호와 모집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험대리점에 대하여 營業保證金의 增額을 명할 수 있다

(보험업법시행령 제29조 제2항).

이에 따라 生命保險代理店으로 등록한 자는 個人인 경우에는 200만원, 法人인

경우에는 400만원의 영업보증금을 모집을 위탁한 保險事業者에게 預託하여야 한

다 (보험회사 점포 및 모집관리규정 제10조 제1항).

이러한 영업보증금은 資本市場 育成에 관한 法律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장

유가증권 등과 같은 代用證券21)이나 保證保險證券으로도 예탁이 가능하지만, 대

용증권이 時價變動으로 영업보증금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보전하

여야 한다(동조 제2항). 또한 보험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

험가입자 보호와 채권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營業保證金을 增

額하거나 별도의 債權保全策을 강구할 수 있다 (동조 제3항).

21) 대용증권의 預託價額은 자본시장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준하여 계산한 가액에 의한다(보험업법시행령 제30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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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仲介人

재정경제원장관은 保險仲介人으로 許可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營業保證金을

재정경제원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게 預託하게 할 수 있다 (보험업법 제150조의2

제2항).

따라서 보험중개인은 보험업법시행령 제30조의6 (보험중개인의 영업보증금)에

의거하여 개인은 1억원이상, 법인은 3억원이상의 금액을 保險監督院에 預託하여

야 한다. 그 구체적인 금액은 당해 보험중개인의 營業規模를 고려하여 총리령으

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동조 제1항, 제3항)22).

또한, 재정경제원장관은 保險契約者 保護와 募集秩序維持를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험중개인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營業保證金의 增

額을 명할 수 있다(동조 제2항).

그리고 보험중개인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보증금을 營業期間

중에 계속해서 維持하여야 한다(동조 제5항).

영업보증금은 現金으로 預託하여야 하며, 현금에 갈음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권 등으로도 예탁할 수 있다 (동시행령 제30조의7).

1.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중 재정경제원장관이 인정하는 有價證券

2. 재정경제원장관이 인정하는 保證保險證券

3. 재정경제원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이 발행한 支給保證書

그러나 예탁한 유가증권 등이 그 評價額의 變動으로 예탁하여야 할 영업보증

금에 미달하여 保險監督院長으로부터 保全命令을 받은 때에는 보전명령을 받은

22) 영업보증금은 최초영업개시일부터 최초의 사업년도 종료후 3월 14일의 기간

까지는 보험업법시행령 제30조의 6 제1항에서 정한 最低營業保證金으로 하

고, 그 기간이 경과한 후부터는 1년 단위로 당해 보험중개인의 최근 사업년

도중 總收入金額의 3배 또는 최근 3사업년도의 보험중개와 관련된 총수입금

액중 많은 금액으로 하되, 많은 금액이 최저영업보증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최저영업보증금으로 한다 (동시행규칙 제49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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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부족금액을 보전하여야 한다 (동조 제2항).

또한, 보험중개인이 총리령이 정하는 保險仲介人 賠償責任保險23)에 가입하였

을 경우에는 保險監督院長은 영업보증금을 減額할 수 있다 (동시행령 제30조의8).

6) 登錄 및 許可의 取消 또는 停止

가) 募集人

보험모집인이 보험업법 제145조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거나 보험모집

인 등록 당시에 제145조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확인되었을 때,

또는 不正한 方法으로 제14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였을 경우에는 보험감독

원24)은 등록을 取消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험업법 제147조 제1항).

23) 보험중개인 배상책임보험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동시행규칙

제49조의7).

1. 보험중개인 또는 보험중개인의 사용인이 保險契約締結의 仲介와 관련하

여 보험계약자 등에게 損害를 가하여 법률상 배상책임을 지게 됨으로써

입은 손해를 補償하는 보험일 것

2. 보험기간이 보험중개인의 營業開始日 또는 許可更新日로부터 1년이상일

것

3. 보험감독원장이 승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保險契約을 解止하거나 내

용을 變更할 수 없을 것

4. 보험기간이 종료한 후 최소한 5년(장기보험의 중개업무를 취급하는 경우

는 10년) 이상의 일정기간을 연장하여 담보하는 特別約款이 포함되어 있

을 것

5. 自己負擔金을 정하는 경우 그 한도는 당해보험중개인이 예탁하여야 하는

영업보증금의 100분의 1을 초과하지 않을 것

6. 1사고당 補償限度가 최저영업보증금보다 많고 保險加入金額이 당해 보험

중개인의 영업보증금보다 많을 것

24) 법률상으로는 보험모집인의 등록취소권자가 보험감독원으로 되어 있으나, 전

술한 바와 같이 보험업법 제209조 제2항에 의하여 생명보험협회장에게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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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보험모집인이 이 법에 의한 命令이나 處分을 違反하였을 때나 모집에 관

하여 현저하게 부적당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保險監督院長은 기간을

정하여 그 業務의 停止를 명하거나 그 登錄을 取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조 제2항).

보험감독원이 등록취소나 업무정지를 명하고자 할 때에는 보험모집인에게 해

명을 위한 증거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동조 제3항), 보험모집인이 정당한 이

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이유를 기재한 문서로 등록취소나 업무정지의

뜻을 保險募集人에게 通知하여야 한다(동조 제4항, 제5항).

나) 代理店

재정경제원장관25)은 보험대리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登

錄을 取消하여야 한다 (보험업법 제150조 제1항).

1. 제149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2. 등록당시에 제149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판명된 때

3. 부정한 방법으로 제149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때

4. 제153조의 규정에 의한 自己代理店에 해당하게 된 때

또한, 보험대리점이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였을 때나 모집에

관하여 현저하게 부적당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정경제원장관은 기

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동조 제2항).

재정경제원장관이 登錄取消나 業務停止를 명하고자 할 때에는 보험대리점에게

해명을 위한 증거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동조 제3항), 보험대리점이 정당한

되어 있다.
25) 법률상으로는 보험대리점의 登錄取消權者가 재정경제원장관으로 되어 있으

나, 전술한 바와 같이 보험업법 제209조 제1항에 의하여 保險監督院長에게

위임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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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이유를 기재한 문서로 등록취소나 업무정지

의 뜻을 保險代理店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동조 제4항, 제5항).

다) 仲介人

보험중개인의 許可取消에 대해서는 보험업법 제150조의 4에서 규정하고 있는

데, 보험업법 제150조의 보험대리점의 등록취소 규정을 準用토록 하고 있다. 이

경우 보험대리점 은 保險仲介人 으로, 등록 은 許可 로 본다.

다 . 資 格 試 驗

1) 試驗의 種類

가) 募集人

생명보험모집인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생명보험회사에서 生命保險硏修를 받고

생명보험협회에서 실시하는 募集人 資格試驗에 합격하여야 한다 (생명보험모집인

자격시험 및 등록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

보험모집인 시험은 동 규정 제7조에 의하여 보험에 관한 基礎知識, 모집에 관

한 法規 및 實務, 保險約款과 一般敎養에 대해서 출제하도록 되어 있다26). 또한

보험모집인 시험은 每月 實施하며, 시험일자, 지역 및 장소 등 시험실시에 관한

사항은 協會가 별도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동 규정 제8조).

26) 보험모집인 試驗問題는 연초에 기본문제 500문제 정도를 개발한 후 매분기별

로 일정수의 문제를 추가로 개발하며, 職業意識과 倫理敎育에 대한 문제도

개발토록 하고 있다. 問題의 形態는 ○× 단답식 및 사지선다형 30문제로 하

고 있으며, 준비되어 있는 30개이내의 유형 중에서 선택하여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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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代理店

보험대리점의 자격시험은 없으나, 보험대리점의 임원 및 모집사용인의 시험에

관하여는 保險募集人의 試驗에 관한 규정을 準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생명보험

모집인 자격시험 및 등록관리에 관한 규정 제30조).

다) 仲介人

보험중개인의 평가시험에 대해서는 보험업법시행규칙 제49조의4에서 試驗科目

및 試驗方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생명보험중개인의 평가시험은, ①보험업법, ②상법중 보험편, ③민법중 총칙편,

④보험중개인 행동규범, ⑤회계원리, ⑥보험관련 세제 및 재무설계, ⑦생명보험

상품 및 약관, ⑧상해 및 질병, ⑨인보험의 재보험, ⑩공제 및 사회보장제도 등

총 10개의 시험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다27).

보험중개인의 평가시험은 選擇刑·論文形 또는 記入形을 같이 실시할 수 있으

며 (동조 제2항), 시험의 실시는 매년 1회를 원칙으로 하고 보험중개인의 수급상

보험감독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년 2회 실시할 수 있다 (동조 제3

항). 또한 보험중개인 평가시험의 合格者決定은 매과목별 배점의 100분의 40이상

을 득점하고, 전과목 배점합계의 100분의 60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동조 제4항).

그리고 보험중개인 評價試驗을 實施하고자 할 때에는, 보험감독원장은 다음

27) 損害保險仲介人의 평가시험은, ①보험업법, ②상법중 보험편, ③민법중 해상

편, ④보험중개인 행동규범, ⑤회계원리, ⑥위험관리론, ⑦자동차보험, ⑧상해

보험, ⑨특종보험, ⑩개인연금 등 저축성보험, ⑪화재보험, ⑫적하·운송보험,

⑬항공보험, ⑭선박보험, ⑮우주보험, 재보험 등 총 16개의 과목으로 구성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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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호의 사항을 시험실시 30일전까지 서울특별시에서 발간되는 2이상의 日刊紙에

公告하여야 한다 (동조 제5항).

2) 受驗資格

가) 募集人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보험모집인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고 규정하

고 있다 (생명보험모집인 등록자격 시험규정 제2장 제9조).

1. 보험업법 제146조에 해당하는 자

2.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45조에 의한 연수를 이수하지 아니한 자

3. 이 규정 제25조 제3항에 의거 제재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협회가 정하는 기간

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시험에 필요한 서류가 시험응시원서에 첨부되지 아니하거나 상이한 자

나) 仲介人

재정경제원장관이 보험중개인 연수기관으로 지정한 보험연수원 및 기타 연수

기관에서 인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관한 85시간 이상의 연수과정을 이수하고 1년

이 지나지 않았거나, 최근 10년 이내에 보험회사, 법인보험중개인, 법인보험대리

점, 보험감독원, 보험개발원, 보험협회, 보험연수원 등 재정경제원장관이 인정하

는 기관에서 인보험 또는 손해보험업무에 5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28) 또

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재정경제원장관이 인정하는 자는 보험중개인평가

28) 운전기사, 교환원, 경비, 안전관리업무 등 保險業務와 직접 관련이 없는 職務

또는 非常勤職에 종사한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보험업법시행령 제

30조의2 제1항 제2호, 보험중개인 관리규정 시행세칙 제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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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단 법인보험대리점에 종사한 경력은 대리점유자격자로

서 보험감독원에 신고된 기간에 한한다 (보험중개인 관리규정 시행세칙 제8조 제

2항).

라 . 一 社 專 屬制

1) 募集人

우리나라는 보험모집인에 대해서는 일사전속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보험모집

인의 일사전속제에 대해서는 보험업법 제14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제1항에서

는 보험사업자가 다른 보험사업자에게 속하는 보험모집인에 대하여 모집을 위탁

하지 못하도록 보험회사측을 규제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보험모집인이 소속 보

험사업자 이외의 보험사업자를 위하여 모집하지 못하도록 보험모집인측을 규제

하고 있다.

2) 代理店

우리나라는 종래에는 보험대리점에 대하여 일사전속제를 채택하고 있었기 때

문에 동일 보험종목에 대해서는 1개의 보험회사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

으나, 1994년 4월 1일부터 생명보험 복수대리점제도가 도입됨으로써 보험대리점

의 일사전속제는 폐지되었다. 이에 따라 생명보험의 법인대리점은 동일 보험종

목에 대하여 2개의 보험회사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1996년 4월에는 손해보험에 대하여 독립대리점제도가 도입되었으며,

1997년 4월부터는 생명보험에 대해서도 독립대리점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

러한 독립대리점제도가 도입되면 생명보험 법인대리점은 단체보험에 한하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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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 생명보험회사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마 . 募 集 行 爲規 制

1) 義務行爲

가) 情報提供義務

㈎ 商法上의 規制

우리나라는 보험모집에 있어서의 정보제공의무에 대해서는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상법 제638조의 3에서는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계약자

에게 保險約款을 交付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고 규정

하여 보험자에게 보험약관의 交付·明示義務를 부과하고 있다. 보험자가 이 의

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동조 2항).

보험사업자는 계약체결에 있어서 고객에게 約款의 내용을 契約의 種類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明示하고, 고객이 요구할 때에는 당해 약관의 寫

本을 고객에게 交付하여 이를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

정에 의하여 行政官廳의 認可를 받은 약관으로서, 거래의 신속을 위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약관에 대하여는 예외로 하고 있다 (약관의 규

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또한, 보험사업자는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說明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성질상 설명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다(동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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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保險業法上의 規制

보험계약자·피보험자 또는 보험금액을 수취할 자는 보험사업자의 영업시간내

에는 언제든지 재무제표와 사업보고서를 閱覽 또는 謄寫하거나 보험사업자가 정

하는 비용을 지급하고 그 등본 또는 사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동법 제95조).

保險仲介人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함에 있어서 중개와 관련된 내

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부에 기재하고 보험계약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手數料에 관한 사항을 備置하여 보험계약자가 閱覽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보험업법 제150조의 3).

㈐ 「保險會社 情報公示에 관한 規程」에 의한 規制

보험회사의 보험계약자 등에 대한 정보공시에 대하여 규제하고 있는 「보험회

사 정보공시에 관한 규정」은, 정보공시자료를 일반공시자료와 개별공시자료 및

특별공시자료로 분류하고 각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보험가입안내서」, 「상품일람표」 및 「경영정보」 등의 一般公示資料는

보험감독원이나 협회, 보험회사 등에 비치하여야 하며, 「보험안내자료」, 「보

험계약관리내용」 및 「요약경영실적」 등의 個別公示資料 중에서 「보험계약관

리내용」과 「요약경영실적」은 사업년도 만료일 기준으로 1년이상 유지된 계약

및 계약자가 요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년 1회 이상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特別公示資料는 특별공시자료 공시기준의 공시대상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29)에는 당해 보험회사의 본사 소재지에서 발간되는 언론에 서면

으로 배포하여야 한다.

나) 明示義務

29) 특별공시자료 공시기준에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금전사고나 일정규모

이상의 부실채권이 발생하였거나 경영개선 감독명령을 받은 사항이 있을 경

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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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모집에 있어서의 명시의무에 대해서는 보험업법 제155조에서 규정하고 있

다. 보험모집을 위한 保險案內資料에는 소속 保險事業者의 商號나 名稱 또는 保

險募集人이나 保險代理店의 성명·상호나 명칭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

어 있다 (동조 제1항).

또한, 보험중개인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을 중개함에 있어서 보험중개인의 상호

또는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한 서면을 미리 保險契約者에게 交付

·說明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시행령 제30조의11 제1항 제1호)

2) 禁止行爲

보험계약의 체결 및 보험모집에 있어서의 금지행위에 대해서는 보험업법 제

156조에 규정되어 있다. 이 규정을 違反하였을 경우에는 보험업법 제218조에 의

거하여 1년 이하의 懲役 또는 1천만원 이하의 罰金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가) 不實表示, 不完全 比較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 대

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보험계약의 契約條項의 일부에 대하여 比較한 事

項을 알리거나, 보험계약의 계약조항중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 (동

조 제1항),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사업자에 대하여 중요한 사항을 알

리는 것을 妨害하거나 알리지 아니할 것을 勸誘하는 행위 (동조 제2항) 및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사업자에 대하여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不實한 사

항을 알릴 것을 권유하는 행위(동조 제3항) 등을 할 수 없다.

나) 特別利益의 提供, 保險料의 割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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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 대

하여 특별한 이익의 제공을 約束하거나, 保險料의 割引, 기타 특별한 이익을 提

供하는 행위(동조 제4항)를 하지 못한다.

다) 不當한 乘換契約의 勸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 대

하여 이미 성립된 保險契約을 부당하게 消滅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

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旣存保險契約을 부당하게

소멸하게 하거나 기타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請約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勸誘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동조 제5항).

바 . 豫 想 配 當

보험안내자료에는 보험사업자의 將來의 利益의 配當 또는 剩餘金의 分配에 대

한 예상에 관한 사항을 記載하지 못한다. 다만, 보험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

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5조

제3항).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보험업법 제218조 제4항에 의거하여 1년이하

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사 . 廣 告 規 制

보험모집을 위하여 放送·映畵·演說 기타의 방법으로 보험사업자의 자산 및

부채에 관한 사항과 장래의 이익의 배당 또는 잉여금의 분배에 대한 예상에 관

한 사항을 不特定人에게 알리는 경우에는 보험업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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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제원장관에게 제출한 서류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과 다른 내용의 것을 알리

지 못한다. 다만 보험사업자의 장래의 이익의 배당 또는 잉여금의 분배에 대한

예상에 관한 사항은 保險契約者의 理解를 돕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총

리령이 정하는 경우에만 알릴 수 있다(제155조 제2항, 제3항, 제4항).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보험업법 제218조 제4항에 의거하여 1년이하의 징

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아 . 手 數 料 規制

수수료지급 등의 금지에 대해서는 보험업법 제15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保險事業者는 제144조(모집할 수 있는 자)의 규정에 의하여 모집을 할 수 있

는 자 이외의 자에게 募集을 委託하거나 모집에 관하여 手數料·報酬 기타의 대

가를 지급하지 못한다. 다만 보험사업자가 대한민국 외에서 보험계약을 인수하

는 등과 같이 총리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0)(동조 제1항).

또한, 保險募集人은 다른 보험모집인에 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집을 하게

30) 手數料支給 등 禁止의 適用除外에 대해서는 보험업법시행규칙 제50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보험업법시행령 제50조

법 제157조 제1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업자가 법 제144조의 규정

에 의하여 모집을 할 수 있는 자 이외의 자에게 募集을 委託하거나 모집에

관하여 手數料·報酬 기타의 대가를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

로 한다.

1. 보험사업자가 대한민국 외에서 外國保險事業者와 공동으로 原保險契約을

引受하는 경우

2. 보험사업자가 대한민국 외에서 外國의 保險募集組織 (보험계약을 인수하는

외국의 보험모집인·보험대리점·보험중개인 기타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보험모집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된 경우에 한한다)을 利用하여 원보험계약

또는 再保險契約을 인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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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거나, 그 위탁을 하거나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보수 기타의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며, 保險代理店 또는 保險仲介人은 제154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임원이나 사용인 또는 다른 보험대리점이나 보험중개인에 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집을 하게 하거나, 그 위탁을 하거나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보수

기타의 대가를 지급하지 못한다(동조 제2항).

자 . 情 報 公 示規 制

1) 保險業法에 의한 規制

보험중개인은 보험계약을 중개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미리 보험계약자에게 交付·說明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시행령 제30조

의11 제1항)

1. 보험중개인의 상호 또는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총리령이 정하는 보험중개인의 권한과 지위에 관한 사항

3. 총리령이 정하는 보험중개인의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4. 보험사업자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5. 총리령이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서약서

또한, 보험중개자는 보험계약자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보험계약체결의

중개와 관련하여 보험사업자로부터 받은 수수료·보수 기타의 대가를 알려주어

야 한다 (동조 제2항).

2) 「保險會社 情報公示에 관한 規程」에 의한 규제

보험회사의 보험계약자 등에 대한 정보공시에 대해서는 「보험회사 정보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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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 규정」에서 규제하고 있다.

가) 一般公示資料

일반공시는 불특정의 보험계약자 등에게 보험과 관련한 情報事項을 公示 또는

提供하는 것을 말하는데, 동규정에서는 일반정보공시자료를 「保險加入案內書」,

「商品一覽表」, 「經營情報」 및 감독원장이 일반공시를 명하는 사항 등으로

분류하고, 각 정보공시자료의 記載事項 (제6조), 發刊 (제7조) 및 備置(제8조)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는 다음과 같은 일반공시자료를 발간하여, 보험감독원의

소비자보호 관련부서, 보험협회와 그 지방상담소, 보험회사 본사 및 그 관리점포

의 소비자보호 관련부서에 최소한 3년이상 備置하여야 한다.

⑴ 保險加入案內書

「보험가입안내서」는 보험소비자가 적절한 보험상품을 선택하여 가입하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基礎知識이나 情報를 수록한 안내서로,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동규정 제6조 제1항).

1. 보험의 원리와 특성 및 生活設計 등에 관한 사항

2. 보험상품과 타 금융상품과의 차이점에 관한 사항

3. 標準約款의 주요내용

4. 보험계약 청약시 留意事項

5. 契約貸出 등 보험가입자에 관한 혜택에 관한 사항

6. 保險相談案內에 관한 사항

7. 감독원의 보험상담 및 保險紛爭調整案內

8. 기타 보험가입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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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商品一覽表

「상품일람표」는 재정경제원장관의 인가를 받아 판매중인 보험상품을 보험종

류별로 분류하여 그 保障內容 등을 記述한 안내서로, 별표1의 상품일람표 작성

기준에 의하여 작성해야 한다 (동규정 제2항). 그러나 단체생명보험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동규정 제3항). 商品一覽表의 作成基準은 보험상품명, 상품의

특징, 상품내용 (도해), 가입안내, 보험료예시, 해약환급금예시, 보험료구성비, 만기

수익률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⑶ 經營情報

「경영정보」는 보험업법 제93조에 의거하여 작성한 財務諸表와 事業報告書를

기초로 하여 보험회사 개황, 영업실적, 경영효율 등을 기술한 보험회사의 경영과

관련된 정보자료로서 별표2의 經營情報 統一公示基準에 의하여 작성해야 한다

(동규정 제2항).

나) 個別公示資料

개별공시는 보험회사가 旣存契約者의 보험계약관리내용 또는 보험모집을 위하

여 사용하는 보험안내자료 등의 공시자료를 공시 또는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개별공시자료에는 「保險案內資料」, 「保險契約管理內容」, 「要約經營實績」,

기타 감독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이 있는데, 동규정에서는 각 개별

공시자료의 製作基準 및 提供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는 「보험계약관리내용」이나 「요약경영실적」은 사업년

도 만료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契約을 維持하고 있는 契約者에 대하여 년1회

이상 제공하여야 하며, 보험계약자가 제공을 요구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이에 응

해야 한다 (동규정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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⑴ 保險案內資料

「보험안내자료」는 보험업법 제155조에 의하여 보험모집활동을 위하여 제작

된 상품안내장, 보험가입안내장, 가입설계서 등 보험을 안내하기 위한 文書圖畵

및 상품안내 VT R과 보험모집을 위한 放送, 廣告 등 제반 홍보물을 말하는데,

보험안내자료는 보험업법 제155조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인가된 基礎書類

와 부합되게 작성하여야 한다 (동규정 제11조 제1항).

「보험안내자료」는 本社製作 안내자료와 本社以外製作 안내자료로 구분하여,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할 사항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본사제작 보험안내자료

1. 보험안내자료의 제작일자 및 상품인가근거

2. 보험료납입방법 및 請約撤回請求制度 안내

3. 보험상담 요령 및 감독원의 保險紛爭調整 안내

4. 解約還給金 例示

㈏ 본사이외제작 보험안내자료

1. 보험안내자료의 제작일자 및 商品認可根據

2. 보험안내자료 製作店鋪(모집인 또는 대리점 등)의 명칭, 주소 및 전화번호

3. 본사의 보험상담안내 및 전화번호

⑵ 保險契約管理內容

「보험계약관리내용」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과 관련한 관리내용을 계약자에

게 제공하기 위하여 제작한 契約者 각각의 契約管理 內譯書로, 「보험계약관리

내용」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被保險者의 성명, 연령 및 성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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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保險會社의 명칭 및 본점 또는 점포의 주소와 전화번호

3. 보험료의 納入에 관한 사항

4. 계약자 配當金에 관한 사항

5. 계약자에 대한 貸出金額 및 貸出利率에 관한 사항

6. 保障內容에 관한 사항

7. 보험유지년도에 따른 解約還給金의 금액 및 산출근거 (금리연동형상품에 한함)

⑶ 要約經營實績

보험회사가 「요약경영실적」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要約 貸借對照表 및 損益計算書

2. 신계약, 보유계약, 수입보험료, 지급보험금에 관한 사항

3. 資産運用에 관한 사항

4. 보험계약준비금 및 配當에 관한 사항

다) 特別公示資料

특별공시는 금전사고, 부실채권발생 등 보험경영의 健全性을 沮害할 우려가

있는 사항을 공시 또는 제공하는 것을 말하는데, 공시해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

을 경우 當該 保險會社는 그 사유를 認知하였거나 또는 發見한 즉시 별표3의 특

별공시자료 공시기준의 공시항목 등을 본사 소재지에서 발간되는 言論에 書面으

로 배포하여야 한다 (동규정 제13조, 제14조).

차 . 給 與 制 度

우리나라의 生命保險募集人은 보험회사와 고용관계가 아닌 委任契約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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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모집에 종사하고 있으므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모집에 대한 手當을 받고

있다.

보험모집인에 대한 수당은 募集人의 專業化 및 定着率과 절대적인 관계를 가

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이 때문에 재정경제원장관은 1981년 「生命保險募

集人 手當支給制度」 지침을 시달하여 1981년부터 보험모집인에게 固定性手當을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1989년에는 생명보험모집인의 처우를 개선하여 모집인의

專門化를 유도하고, 모집인의 特別採用을 통하여 건전한 모집질서의 정착과 경

영효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生命保險募集人 手當支給制度 改善方針」을 시달하

였다.

이 지침은 생명보험모집인의 手當支給體制를 二元化하고, 모집인의 처우개선

과 고정성수당 지급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固定性手當의 지급과 관련한 최소한의

기본사항을 규제하고 있으며, 比例性手當의 지급방법 등의 기타 세부사항은 보

험회사가 자율적으로 규정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1992년의 「生命保險 募集制度 改善指針」에 의하여 생명보험모집인에

대한 手當支給制度는 완전히 自律化되었다. 이에 따라 생명보험모집인에 대한

수당지급이 생명보험회사의 자율에 맡겨졌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간에 다소 차이

는 있으나 생명보험회사들은 일반적으로 자율화 이전의 수당지급체제를 유지하

고 있다.

第 3節 生命保險 募集組織

1 . 生命保險 募集組 織의 體系

우리나라의 생명보험 모집조직을 대별해 보면, 전술한 바와 같이 保險業法上

에 있어서는 직급, 보험모집인,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인 등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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保險仲介人制度는 전술한 바와 같이 1997년부터 도입될 예정이다.

이러한 모집조직은 다시 조직형태, 직무내용, 영업범위, 자격제도 등의 分類基

準에 따라 여러 가지 다양한 形態로 분류되고 있다. 우리나라 生命保險의 募集

體系를 살펴보면 < 그림3- 1>과 같다.

<그림3- 1> 우리나라의 生命保險 募集組織 體系

본사조직
직급조직

점포조직

지사제도 (Proper Sy stem )
보험모집인 지구제도 (Debit Sy st em )

보험회사 지역제도 (Block Sy st em )

전속대리점
보험대리점

복수대리점

보험중개인

특수판매 (직접판매, 창구판매 등)

가 . 直 扱

생명보험회사의 직급조직은, 광의로는 본사의 任職員과 이들이 소속되어 있는

部署 또는 店鋪 및 募集人까지 포함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모집인을 제외하고

있는 협의의 개념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직급조직은 모집조직중에서 가장 基本的인 조직형태로서 회사의 設立初期段階

에는 아주 적합한 제도라 할 수 있으나, 회사의 규모가 확대되고 전문화되어 감

에 따라 內部職員만으로는 전국에 산재해 있는 모든 보험계약자의 관리가 불가

능하고, 또한 효율적인 모집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의의가 점점 축소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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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생명보험회사의 직급조직은 本社組織 및 店鋪組織으로 나누어지고,

점포조직은 營業局, 營業所 및 支部로 분류된다.

1) 本社組織

본사조직이란 보험업법 제14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대표이사와 감

사를 제외한 保險事業者의 任職員을 말한다. 보험사업자의 임직원은 보험사업자

와 雇用關係에 있는 본사 또는 점포의 內勤職員으로, 등록이나 별도의 절차 없

이 보험모집을 할 수 있다. 본사의 직급조직은 주로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團體

保險分野에 국한하여 보험모집을 하고 있다.

2) 店鋪組織

생명보험회사의 점포조직은 보험회사가 보험모집활동이 필요한 곳에 事務所를

설치하여 보험을 모집하는 조직으로서, 본사의 經營政策이나 인사, 직제 등의 諸

般經營管理가 그대로 적용되므로 本社制度라고도 한다.

이러한 점포조직은 업무내용에 따라 管理店鋪와 募集店鋪로 나누어진다. 管理

業務를 주된 기능으로 하는 관리점포에는 총국과 영업국이 있으며, 保險募集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모집점포에는 영업소와 지소가 있다.

나 . 募 集 人

보험모집인이란 보험사업자를 위하여 保險契約의 締結을 仲介하는 자 (법인이

아닌 사단과 재단을 포함)로서, 보험업법 제145조31)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31) 보험업법 제145조 (保險募集人의 登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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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말한다(보험업법 제2조 제3항). 즉 제145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되지 않은 자

는 보험모집인으로 볼 수 없으므로 보험모집에도 종사할 수 없다. 그리고 보험

업법에서는 보험모집인이 個人, 法人 또는 법인이 아닌 社團이나 財團으로 등록

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個人名義로 登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생명보험모집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모집인조직은 그 형태에 따라

支社制度, 地區制度 및 地域制度로 구분되고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지구

제도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1) 支社制度 (Proper Sy stem )

전통적인 보험모집조직인 지사제도는, 1960년대 후반까지 국민저축조합법에

의한 團體保險市場의 開拓時에 활발하게 이용되었으며, 당시 생명보험 모집조직

의 주축을 이루어 왔다.

①보험모집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保險監督院

에 登錄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등록을 할 수 있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資格要件을 갖춘 자

이어야 한다.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신청을 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復權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에 의하여 벌금형 이상의 實刑을 宣告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

이 면제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이 법에 의하여 登錄이 取消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영업에 관하여 성년자와 동일한 능력을 가지지 아니한 未成年者로서 그

법정대리인이 제1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것

6. 법인 또는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으로서 그 任員 또는 管理人 중에

제1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것

7. 과거의 모집에 관하여 수수한 保險料를 다른 용도에 流用하거나 기타 모

집에 관하여 현저하게 不當한 行爲를 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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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도는 지역의 제한 없이 全國的으로 시장이 개방되어 있으며 新契約募集

에만 전념하게 하여 고능률·고보수의 專業外務員을 육성 관리하려는 모집조직

이다. 지사제도는 90%이상이 男性募集人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제도는 처음에

는 지사조직으로 호칭되었으나 점포의 名稱統一措置에 의하여 현재에는 지구조

직과 같이 營業所 또는 支部로 호칭되고 있다.

지사제도의 기능은 團體保險을 위주로 한 新契約募集만을 주로 전담하고 있는

데, 1970년대 이후 단체보험시장의 한계와 단체보험 가입직원의 퇴직이 발생함

으로써 회사경영에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하여 지사별 모집조직을 意圖的으로

縮小한 결과, 지구제도에 비해 미약한 조직으로 퇴화하여 현재 그 존재가 미미

한 실정이다.

2) 地區制度 (Debit Sy st em )

이 제도는 회사가 一定地區를 모집인에게 配定하고 그 지구의 고객배양, 신계

약모집, 수금, 사후봉사 등을 밀착 담당하게 하여 保險募集에서 維持管理에 이르

기까지 능률과 효율을 기하려는데 목적이 있으며 우리나라 個人保險市場의 擴大

에 크게 공헌하였다.

지구제도는 보험모집인이 신계약비상의 各種手當 이외에 收金手當을 추가로

받을 수 있으므로 수입면에서도 안정적인 제도이며, 대부분의 모집인이 女性으

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지구제도는 모집인에 대한 지구분담이 철저하게 이루

어지지 않고 있으며 營業所單位로 일정지역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현실적으로는

全國的으로 開放된 상태에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3 ) 地域制度 (Block Sy st 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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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제도가 소지구 단위의 분담방식인데 반하여, 지역제도는 지역별로 中間規

模의 地域을 分擔하는 것으로 지사제도와 지구제도의 中間的인 地域分割形態라

고 할 수 있다. 또한 지사제도가 남성모집인 위주, 지구제도가 여성모집인 위주

인데 비하여, 지역제도는 男女混合組織으로 構成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지역제도의 기본적인 운영방침은 일정지역을 모집인에게 담당하게 하여 신계

약과 수금활동을 같이 하게 함으로써 募集人의 生産性을 향상시켜 수입과 신분

의 안정화를 기하고, 실효 및 해약을 방지함으로써 維持率을 向上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는 지구제도의 운영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지역제도는 募集

組織의 單一化로 영업시책을 강력하고 통일되게 함으로써 경영상의 번거로움을

제거하고 효율적 경영을 유지하려는데 그 主眼点을 두고 있다.

다 . 代 理 店

보험대리점이란 보험사업자를 위하여 保險契約의 締結을 代理하는 자 (법인이

아닌 사단과 재단을 포함한다)로서 보험업법 제149조32)의 규정에 의하여 登錄된

자를 말한다(보험업법 제2조 제4항).

32) 보험업법 제149조 (保險代理店의 登錄)

①보험대리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財政經濟

院에 登錄하여야 한다.

②재정경제원장관은 제1항의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營業保證金을 재정경제

원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預託하게 할 수 있다.

③보험대리점의 登錄要件 및 영업보증금의 限度額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신청을 할

수 없다.

1. 제145조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보험모집인으로 등록된 자와 다른 보험대리점의 임원 또는 사용인으로

신고된 자

3. 기타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등 不公正한 保險募集行爲를 할 우려

가 있는 자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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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대리점도 모집인과 마찬가지로 개인, 법인 또는 법인이 아닌 사단 및 재

단을 포함하고 있으나 대부분이 個人 또는 法人形態를 취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생명보험대리점은 종래에는 一社專屬主義에 의하여 동일종목에 대

해서는 1개의 보험회사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으나, 1994년 4월부터 複

數代理店制度가 도입됨으로써 법인대리점에 한하여 2개와 보험회사와 대리점계

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1996년 4월에 손해보험에 도입된 獨立代理店

制度가 1997년 4월부터는 생명보험에도 도입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 이에 따

라 생명보험대리점도 동일보험종목에 대하여 다수의 생명보험회사와 대리점계약

을 체결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앞서, 손해보험의 경우는 1983년 9월 1일부터, 생명보험의 경우는 11월 1

일부터 兼業代理店制度가 도입됨으로써 생명보험대리점은 보험종목이 서로 다른

생명보험, 손해보험, 보증보험의 모집을 겸업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생명보험대리점은 人格에 따라 個人代理店과 法人代理店으로 분류

되고, 業務範圍에 따라 專業代理店과 兼業代理店으로 분류된다. 또한 보험계약의

締結代理權이 하나의 보험사업자에 전속되어 있느냐 복수이냐에 따라 專屬代理

店과 複數代理店으로 분류되고 있다.

라 . 仲 介 人

보험중개인이란 보험사업자에 소속되지 않고 獨立的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仲介하는 자(법인 아닌 사단과 재단을 포함한다)로서 제150조의233)의 규정에 의

33) 보험업법 제150조의2(保險仲介人의 許可)

①보험중개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財政經濟

院長官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②재정경제원장관은 제1항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營業保證金을 재정경

제원장관이 지정하는 機關에 預託하게 할 수 있다.

③보험중개인의 許可基準 및 許可期間과 영업보증금의 한도액은 대통령령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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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보험업법 제2항 제5항). 따라서 보험중개인은 보

험사업자의 위탁을 받지 않고 獨自的으로 保險契約當事者를 위하여 계약의 체결

을 중개하는 모집조직이다.

우리나라의 保險仲介人制度는 1977년 12월 보험업법 개정시에 법규상 처음으

로 도입된 제도이다. 이 제도는 보험산업의 근대화작업의 일환으로 마련된 대책

중 하나로서 보험모집조직을 전문화하고 專門募集組織의 基盤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하였으나, 제반 여건의 미비로 그 동안 시행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OECD가입에 따른 保險市場의 國際化·開放化의 추진으로 인하여 1997년

부터는 보험중개인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마 . 特 殊 販 賣

생명보험의 특수판매방식에는 우편, 전화, 인터넷, 인쇄매체 및 방송매체를 이

용한 直接販賣와 窓口販賣, 提携販賣 등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보험

회사에 의한 특수판매의 역사가 일천하기 때문에, 현재 일부 대형 생명보험회사

들에 의하여 주로 우편에 의한 판매(Direct M ail : DM )나 전화에 의한 판매

(T ele - M arket in g : T M ) 및 인터넷판매 등과 같은 직접판매와 창구판매가 이루

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주요 선진국에서 행하여지고 있는 특수판매중에서 현재

우리나라 생명보험회사가 행하고 있거나 향후 도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특수판매

의 형태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1) 直接販賣

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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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판매란 기업이 판매활동에 종사하는 자를 개입시키지 않고 신문, 잡지, 우

편, 전화, T V 및 CAT V 등의 通信媒體 중에서 1가지 이상의 매체를 이용하여,

고객 또는 예상고객에 대하여 상품에 관한 情報를 提供하고 소비자의 照會 및

購入申請에 의해서 상품을 직접 판매하는 방법을 말한다.

마찬가지로 보험에 있어서의 직접판매는 보험모집인이나 대리점, 중개인 등과

같은 人的販賣組織을 介入시키지 않고 우편, 전화, 인터넷 등과 같은 매체를 이

용하여 보험회사가 潛在的 契約者와 직접 接觸하여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이 비인적 판매방식에 의하여 보험회사가 소비자에게 직접 보험상품을

판매한다는 의미에서 直接販賣 (Dir ect M arketing )라고 하며, 또한 보험회사가 직

접 소비자로부터 반응을 얻는다는 의미에서 直接反應販賣 (Dir ect Respon se

M arket ing )라고도 한다.

직접판매는 이용하는 매체에 따라, 일반적으로 郵便에 의한 판매, 電話에 의한

판매, 인터넷에 의한 판매, 印刷媒體 및 通信媒體에 의한 판매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러한 직접판매의 매체는 향후 멀티미디어시대를 맞이하여 더욱 다양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가) 郵便에 의한 販賣 (Dir ect M ail )

우편에 의한 판매란 보험회사가 豫想顧客에게 우편을 이용하여 印刷物形態의

인사장, 상품안내자료, 보험청약서 등을 郵送하는 방법으로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방식을 말하는데, 이 방식은 보험회사가 特定市場과 소비자수를 自由自在로 決

定하여 우편물을 발송할 수 있으며, 소비자의 反應率이 높다는 장점이 있으나,

다른 직접판매방식에 비하여 費用이 많이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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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電話에 의한 販賣 (T ele - M arket ing )

보험회사가 전화를 이용하여 예상고객에게 保險商品 및 保險價格에 대한 정보

를 안내하고 保險加入을 勸誘하는 방식이다. 전화에 의한 판매는 직접판매방식

중에서 가장 많은 費用이 所要된다는 단점이 있으나, 消費者의 反應率이 높고

利用이 便利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 방식은 일반적으로 販賣效果를 極大

화하기 위하여 우편 (Dir ect M ail)이나 T V 등과 같은 다른 매체를 竝行하여 사용

하는 경우가 많다.

다) 인터넷에 의한 販賣

인터넷에 의한 판매란, 보험회사가 인터넷에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會社紹介,

保險商品案內, 保險關聯情報 및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보험상품을 판

매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 방식은 인터넷을 통하여 保險契約을 締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保險料도 納付할 수 있는 便利性 때문에 최근 세계적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라) 印刷媒體에 의한 販賣

인쇄매체는 일반적으로 신문이나 잡지와 같은 刊行物을 이용하여 보험상품을

안내하는 방법으로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消費者들의 注意

를 끌기 어렵고, 소비자의 반응율이 낮다는 단점이 있으나, 비교적 적은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자주 이용할 수 있고, 또한 인쇄매체 자체가 消費者를 細分化

하고 있으므로 特定市場에 적합한 보험상품을 집중적으로 판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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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放送媒體에 의한 販賣

라디오나 T V , CAT V 등과 같은 放送媒體를 이용하여 一般大衆에게 보험상품

을 안내하는 방법으로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방식인데, 이 방식은 광고내용에 대

한 常設照會手段이 없으므로, 주로 다른 매체에 의한 販賣를 支援하기 위하여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先進國에서는 고소득층인 CAT V 이용자를 대상으로 雙

方向 通信技術을 이용하여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회사도 있다.

2) 窓口販賣

창구판매란 보험회사가 모집인 등과 같은 기존의 모집조직을 이용하지 않고

보험회사의 영업점포 내에 窓口를 設置하거나, 또는 백화점이나 대형 슈퍼마켓

등에 販賣窓口를 설치하거나 대형 유통기구를 法人代理店化하는 방법으로 自發

的으로 來店하는 顧客을 對象으로 직접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창구판매는 크게 나누어, 내점형 新型店鋪의 신설, 종래형 점포의 來店型으로

의 轉換, 백화점이나 대형 슈퍼마켓 등에의 판매창구 설치 및 법인대리점화, 異

業種 複合型 窓口의 설치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가) 來店型 新型店鋪의 新設

종래의 영업점포와는 이미지를 완전히 달리하여 기존의 점포와는 別途로 신형

점포를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통상적으로 日本의 생명보험회사들은 「保險契約

·手續코너」나 「保險·稅務相談코너」 등과 같은 고객상담점포를 설치하고,

財務設計士(F inan cial Plann er : F P )를 배치하여 보험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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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從來型 店鋪의 來店型 店鋪로의 轉換

종래의 생명보험회사의 영업점포내에 銀行이나 證券會社와 같이 카운터를 設

置하여 내점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다) 大型流通機構에의 販賣窓口設置 및 法人代理店化

대형 백화점이나 슈퍼마켓 등과 같은 대형유통기구에 生命保險 販賣窓口를 설

치하거나 유통기구를 法人代理店化하여, 쇼핑을 목적으로 내점하는 고객을 대상

으로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라) 異業種 複合型店鋪에의 進出

최근 주요 선진국에서는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신용카드회사 및 증권회

사 등과 같이 業種이 전혀 다른 회사들이 고객에게 金融에 관한 서비스를 綜合

的으로 提供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共同으로 店鋪를 마련하고, 내점하는 고

객을 대상으로 금융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의 점포가 나타나

고 있다.

3 ) 提携販賣

제휴판매는 생명보험회사가 은행 등의 他業體와 提携하여 보험상품을 판매하

는 방식이다. 이러한 제휴는 주로 보험상품에 대한 販賣提携와 제휴회사간의 共

同商品開發 등과 같은 방법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생명보험회사 제휴판매의 형태는 銀行과의 제휴판매, 損害保險會社와의 제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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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信用카드會社와의 제휴판매 등 매우 다양하다.

은행과의 제휴판매는 은행상품과 보험상품을 混合하여 세트상품을 開發하거나

은행과 販賣提携協定를 맺어 은행으로 하여금 보험상품을 판매하게 하는 방법이

다. 현재 유럽은 물론이고 미국에서는 은행과의 판매제휴를 통하여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방식이 매우 활성화되어 있다. 이에 비하여 일본의 경우에는 은행을

통한 보험상품판매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은행예금의 利子를 생명보험의 保險料

로 納付하는 세트상품을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다. 그러나 향후 일본에서도 은행

을 통한 보험상품판매가 허용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

2 . 生命保險 募集組 織의 現況

가 . 生 命 保 險 募 集 組 織 및 從 事 者 現況

이상과 같은 우리나라 생명보험의 모집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保險募集組織 및

募集從事者의 數는 다음의 <표3- 1> 과 같다.

<표3- 1> 生命保險 募集組織 現況

(단위 : 명, 개)

구분 임직원 보험모집인 보험대리점

1991 42,335 269,130 3,184
1992 47,634 291,728 5,041
1993 50,991 296,489 6,378
1994 54,477 338,799 7,456
1995 57,768 349,206 8,862

자료 : 생명보험통계연보, 각년도, 생명보험협회

<표3- 1> 에서 우리나라의 생명모집조직의 현황을 年度別로 살펴보면, 199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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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1995년까지 최근 5년간 회사 임직원, 보험모집인 및 보험대리점의 수는 매

년 계속적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생명보험회사의 任職員數가 1991년에는

42,335명이었으나 1995년에는 57,768명으로 늘어나 36.6%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保險募集人의 數는 1991년 269,130명에서 매년 평균 약 7%씩 증가하여

1995년에는 349,206명에 달하고 있다. 또한, 保險代理店은 1991년의 3,184개에서

1995년에는 무려 178.3%나 증가하여 8,862개에 달하고 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생명보험의 모집조직은 保險募集人

制度가 主를 이루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향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나 . 生 命 保 險 募 集 組 織 別 現 況

1) 直扱

우리나라 생명보험회사의 직급조직은 기업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단체생명보험

분야에 국한하여 보험영업을 하는 保險會社의 內部募集組織으로 대표이사나 감

사를 제외한 보험회사의 任職員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단체보험의 경우는 보험계약자의 수가 많고, 기업의 대출 등과 연결되

어 있는 경우 등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보험회사의 經營陣이나 幹部職員에

의해서 募集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회사별로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의 생명

보험회사들은 團體保險을 담당하는 全擔部署를 두고 단체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그러므로 실질적으로 직급모집조직에 종사하는 임직원은 전체 임직원의 일부

에 지나지 않는다. 최근 우리나라 생명보험회사의 직급조직을 任職員別, 店鋪別

로 살펴보면 <표3- 2>와 같다.

- 88 -



<표3- 2> 生命保險會社의 直扱組織 現況

(단위 : 명, 개)

구분 임직원수 점포수

임원 직원 계 영업국 영업소 지소 계

1991 276 42,335 42,335 685 8,709 87 9,481
1992 302 47,634 47,634 862 9,667 59 10,588
1993 278 50,991 50,991 982 10,623 2 11,607
1994 272 54,768 54,477 1,087 11,435 3 12,525
1995 298 57,470 57,768 1,157 13,661 1 14,819

자료 : 생명보험통계연보, 각년도, 생명보험협회

우리나라 생명보험회사의 任職員 現況을 살펴보면, 1995년 현재 임직원수는

총 57,768명으로 1991년의 42,335명에 비하여 36.5% 증가하였다. 이중 任員數는

298명으로 1991년에 비하여 약 8.0% 증가하여 그다지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지 않으나, 職員數는 57,470명으로 1991년보다 35.8% 증가함으로써 비교적 높

은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생명보험회사의 店鋪現況을 살펴보면, 1991년에 9,481개였던 점포수가

1995년에는 14,819개로 5,338개가 증가하여 56.3%의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

다. 이중 營業局은 1991년의 685개에서 1995년에는 1,157개로 약 68.9%의 증가율

을 나타내고 있으며, 營業所는 8,709개에서 13,661개로 증가하여 56.9%의 증가율

을 나타내고 있다. 반면에 支所는 1991년의 87개에서 1995년에는 1개로 대폭 감

소하였다.

이와 같이 생명보험회사의 임직원수 및 점포수가 급격히 증가한 것은 그 동안

생명보험회사가 질적 성장보다는 募集組織의 양적 확대를 통하여 量的 成長을

追求하여 왔기 때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2) 募集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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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생명보험 모집조직은 모집인제도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모집인중

에서도 女性募集人이 생명보험모집의 中樞的인 役割을 담당하고 있다. 최근 우

리나라 생명보험모집인의 인원수에 대해서 살펴보면 <표3- 3> 과 같다.

이 표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생명보험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모집인은

1991년에 269,130명에서 최근 4년동안 年平均 6.7%씩 증가하여 1995년에는 총

349,206명에 달하고 있다. 이와 같이 생명보험회사의 모집인의 급격하게 증가한

것은 그 동안 생명보험회사들이 모집인을 大量으로 增員하는 등 모집조직의 양

적 확대를 통하여 新契約競爭에 전념하여 왔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표3- 3> 生命保險募集人 現況

(단위 : 명, % )

1991 1992 1993 1994 1995
모집인수 269,130 291,728 296,489 338,799 349,206

자료 : 생명보험통계연보, 각년도, 생명보험협회

가) 性別 募集人 現況

<표3- 4> 에서 생명보험모집인을 性別로 살펴보면, 男性募集人의 경우는 1991

년의 16,310명에서 1995년에는 17,609명으로 약 7.9% 증가하였으나, 이에 비하여

女性募集人은 1991년의 252,820명에서 1995년에는 331,597명으로 무려 31.2%나

증가하였다.

이를 男女構成比로 比較해 보면, 1991년의 6.1% 대 93.9%에서 1995년에는 5.0

%대 95.0%로 남성모집인의 비중은 매년 감소하고 있으나, 여성모집인의 구성비

는 미미하지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향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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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 4> 性別 生命保險募集人 現況

(단위 : 명, % )

구분
남자 여자 계

인원수 비율 인원수 비율 인원수 비율

1991년 16,310 6.1 252,820 93.9 269,130 100.0
1992년 16,601 5.7 275,127 94.3 291,728 100.0
1993년 17,442 5.9 279,047 94.1 296,489 100.0
1994년 17,126 5.1 321,673 94.9 338,799 100.0
1995년 17,609 5.0 331,597 95.0 349,206 100.0

자료 : 생명보험통계연보, 각년도, 생명보험협회

나) 勤務年限別 募集人 現況

생명보험모집인을 勤務年限別로 區分해서 살펴보면, <표3- 5> 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근무년수가 1년미만인 모집인이 絶對的인 比重을 차지하고 있으며, 1

년이상인 모집인은 전체모집인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표3- 5> 勤務年限別 生命保險募集人 現況

(단위 : 명, % )

구분 1년미만
1년이상
2년미만

2년이상
3년미만

3년이상
4년미만

4년이상
5년미만

5년이상 합계

'91
모집인수 163,551 42,833 18,822 10,413 7,154 26,357 269,130

비율 60.8 15.9 7.0 3.9 2.7 9.7 100.0

'92
모집인수 177,285 46,526 20,957 11,489 7,539 27,932 291,728

비율 60.8 15.9 7.2 3.9 2.6 9.6 100.0

'93
모집인수 170,433 50,288 23,034 14,033 8,370 30,331 296,489

비율 57.5 17.0 7.8 4.7 2.8 10.2 100.0

'94
모집인수 195,231 59,034 25,654 15,224 9,888 33,768 338,799

비율 57.6 17.4 7.6 4.5 2.9 10.0 100.0

'95
모집인수 196,191 61,135 27,076 16,337 11,298 37,169 349,206

비율 56.2 17.5 7.8 4.7 3.2 10.6 100.0

자료 : 생명보험통계연보, 각년도, 생명보험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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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현재 근무년한별 募集人比率을 보면, 근속년수가 1년미만인 모집인은

196,191명으로 전체모집인의 56.2%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1년이상 2년

미만인 모집인이 17.5% , 2년이상 3년미만이 7.8% , 3년이상 4년미만이 4.7% , 4년

이상 5년미만이 3.2% , 5년이상이 10.6%를 나타내고 있다.

이를 年度別로 比較해 보면, 1991년에 전체모집인의 60.8%를 차지하고 있던

근속년수 1년미만인 모집인이 1995년에는 56.2%를 차지함으로써 4.6% 감소하였

으나, 1년이상 2년미만인 모집인은 1991년에 비하여 1.6% , 2년이상 3년미만인 모

집인 및 3년이상 4년미만인 모집인은 각각 0.8% , 4년이상 5년미만인 모집인은

0.5% , 5년이상인 모집인은 0.9% 증가함으로써, 모집인의 근속년수가 매년 조금

씩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學歷別 募集人 現況

또한, < 표3- 6>과 같이 생명보험모집인을 學歷別로 分類해 보면, 학력이 고졸

인 모집인이 생명보험모집인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3- 6> 學歷別 生命保險募集人 現況

(단위 : 명)

구분 무학 국졸 중졸 고졸 초대졸 대졸 대학원졸 계

91
모집인수 239 2,462 15,744 236,707 4,687 8,993 298 269,130

비율 0.1 0.9 5.8 88.0 1.8 3.3 0.1 100.0

92
모집인수 176 2,149 12,801 262,410 4,611 9,032 549 291,728

비율 0.1 0.7 4.4 90.0 1.6 3.1 0.2 100.0

93
모집인수 166 2,136 10,703 269,674 4,513 8,821 476 296,489

비율 0.1 0.7 3.6 91.0 1.5 3.0 0.2 100.0

94
모집인수 156 2,038 9,943 310,934 5,253 10,004 471 338,799

비율 0.0 0.6 2,9 91.8 1.6 3.0 0.1 100.0

95
모집인수 136 1,697 8,783 319,342 5,997 12,786 465 349,206

비율 0.0 0.5 2.5 91.4 1.7 3.7 0.1 100.0

자료 : 생명보험통계연보, 각년도, 생명보험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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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전체모집인 349,206명중 高卒募集人이 319,342명

으로 전체의 91.4%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이 대졸 3.7% , 중졸 2.5% , 초대

졸 1.7% , 국졸 0.5%의 순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모집인의 학력을 고졸을 기준으로 보면, 中卒以下의 募集人은 1991년

에는 전체모집인의 6.8%를 차지하였으나 1995년에는 3.0%로 감소하였으며, 高卒

以上의 募集人은 1991년의 93.1%에서 1995년에는 97.0%로 증가함으로써 모집인

의 학력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라) 年齡別 募集人 現況

우리나라 생명보험모집인을 年齡別로 區分하여 살펴보면, < 표3- 7>과 같다.

1995년을 기준으로 생명보험모집인의 연령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30세이상 40세

미만인 모집인이 전체모집인의 43.0%로 제일 높은 比重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20세이상 30세미만이 28.9% , 40세이상 50세미만이 18.8% , 50세이상 60

세미만이 7.2% , 60세이상이 2.0% , 20세미만이 0.1%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20세에서 50세까지의 모집인이 316,744명으로 全體募集人의 90.7%를 차지하고

있다.

이를 年度別로 비교해 보면, 1991년에 17.8%를 차지하고 있던 40세이상 50세

미만인 모집인이 1995년에는 18.8%로서 1.0% 增加하였으며, 20세이상 30세미만

인 모집인과 60세이상인 모집인도 1991년에 비하여 각각0.1%씩 증가하였다. 그

러나 30세이상 40세 미만인 모집인은 1991년에 비하여 0.9% , 50세이상 60세미만

인 모집인은 0.3% 減少하였으며, 20세미만인 모집인은 同一한 構成比를 유지하

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생명보험모집인의 연령은 매년 조금씩 증가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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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 7> 年齡別 生命保險募集人 現況

(단위 : 명)

구분 20세미만
20세이상
30세미만

30세이상
40세미만

40세이상
50세미만

50세이상
60세미만

60세이상 합계

'91
모집인수 172 77,408 118,250 47,893 20,338 5,069 269,130

비율 0.1 28.8 43.9 17.8 7.5 1.9 100.0

'92
모집인수 201 89,201 125,305 49,807 21,743 5,471 291,728

비율 0.1 30.6 42.9 17.1 7.4 1.9 100.0

'93
모집인수 319 88,084 126,667 52,640 22,807 5,972 296,489

비율 0.1 29.7 42.7 17.8 7.7 2.0 100.0

'94
모집인수 275 100,001 145,413 61,680 24,753 6,677 338,799

비율 0.1 29.5 42.9 18.2 7.3 2.0 100.0

'95
모집인수 306 100,883 150,036 65,825 25,043 7,113 349,206

비율 0.1 28.9 43.0 18.8 7.2 2.0 100.0

자료 : 생명보험통계연보, 각년도, 생명보험협회

3) 代理店

우리나라의 생명보험대리점은 전술한 바와 같이 종래에는 일사전속제를 채택

하고 있었으나, 1983년 11월부터 兼業代理店制度가 도입되고, 1994년 4월부터 複

數代理店制度가 도입되었으며, 또한 1997년 4월에는 독립대리점제도가 도입되는

등 우리나라의 생명보험대리점조직이 더욱 다양화되고 있다.

이와 같은 다양한 생명보험대리점조직을 분류기준에 따라 분류해 보면, 業務

範圍에 따라서는 전업대리점과 겸업대리점으로 분류되고, 또한 人格에 따라서는

개인대리점과 법인대리점으로 분류되며, 법인대리점은 다시 保險契約 締結代理

權의 數에 따라서 전속대리점, 복수대리점 및 독립대리점으로 분류되고 있다.

가) 人格別 代理店 現況

생명보험대리점의 현황을 < 표3- 8> 에서 살펴보면, 전체대리점의 수는 199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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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5,110개에서 1995년에는 8,862개로 73.4% 증가하였다. 이를 人格別로 分類해

보면, 個人代理店은 1992년의 5,093개에서 1995년에는 8,823개로 3,730개 증가하

여 73.2%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法人代理店은 17개에서 39개로 1991년에

비하여 129.4%나 증가하였다. 그러나 개인대리점이 전체 생명보험대리점의

99.6%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법인대리점중 專屬代理店은 1992년에 17개였으나 1995년에는 34개로

100.0% 증가하였으며, 1994년의 4개였던 複數代理店은 1995년에는 5개로 25.0%

증가하였다.

<표3- 8> 人格別 生命保險代理店 現況

(단위 : 개, % )

구분

개인대리점 법인대리점 합계

대리점수 비율
대리점수

비율 대리점수 비율전 속
대리점

복 수
대리점

소계

1992 5,093 99.7 17 - 17 0.3 5,110 100.0
1993 6,360 99.7 18 - 18 0.3 6,378 100.0
1994 7.425 99.6 27 4 31 0.4 7,456 100.0
1995 8,823 99.6 34 5 39 0.4 8,862 100.0

주 : 생명보험의 복수대리점은 1994년 4월 1일부터 허용되었슴.

자료 : 보험감독원

나) 業務範圍別 代理店 現況

또한, <표3- 9> 에 의하여 업무범위별 생명보험대리점 현황을 살펴보면, 專業代

理店은 1991년의 3,289개에서 1995년에는 4,900개로 최근 4년동안 49.0% 증가하

는데 그쳤으나, 이에 비하여 兼業代理店은 1991년의 1,921개에서 1995년에는

3,962개로 106.2%나 증가하였다.

전업대리점과 겸업대리점의 比率을 살펴보면, 1992년의 62.4% 대 37.6%에서

1995년에는 55.3% 대 44.7%로 兼業代理店의 비율이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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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내고 있다.

<표3- 9> 業務範圍別 生命保險代理店 現況

(단위 : 개, % )

구분
전업대리점 겸업대리점 합계

대리점수 비율 대리점수 비율 대리점수 비율

1992 3,289 62.4 1,921 37.6 5,110 100.0
1993 3,570 56.0 2,808 44.0 6,378 100.0
1994 4,504 60.4 2,952 39.6 7,456 100.0
1995 4,900 55.3 3,962 44.7 8,862 100.0

주 : 생명보험의 겸업대리점은 1983년 11월 1일부터 허용되었슴.

자료 : 보험감독원

4) 特殊販賣

우리나라의 특수판매에 관한 역사는 매우 일천하다. 1980년대 일부 생명보험

회사에 의해서 直接販賣 및 窓口販賣가 실시되었으나, 그 당시는 직접판매나 창

구판매에 대한 개념이 정립되어 있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수판매에 대한

구체적인 戰略不在, 初期投資의 미흡 및 소비자들의 보험에 대한 認識不足 등으

로 인하여 특수판매의 운영성과가 극히 미미하였기 때문에 생명보험회사들의 관

심을 끌지 못하였다.

그러나 최근 생명보험회사들은 모집인의 판매감소로 인한 募集人生産性의 下

落과 교육비 및 인건비의 상승으로 인한 販賣費用의 上昇으로 경영효율 및 가격

경쟁력이 하락하게 되자 기존 人的販賣組織에 의한 영업상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직접판매 등과 같은 특수판매방식에 다시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에 따

라 생명보험회사들은 直接販賣方式을 도입하는 등 생명보험 판매채널의 多角化

를 모색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생명보험회사들이 행하고 있는 특수판매채널의 현황을 살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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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다음의 < 표3- 10>과 같다.

<표3- 10> 生命保險會社의 特殊販賣채널 現況

DM T M 인터넷 창구판매

삼성생명 ● ● ● ●

대한생명 ● ●

교보생명 ● ● ●

흥국생명 ●

동아생명 ● ●

국민생명 ● ● ●

신한생명 ●

자료 : 보험매일, 1996. 10. 8

가) 直接販賣

직접판매는 우리나라 생명보험회사들이 가장 일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특수

판매방식이다. 직접판매는 주로 郵便이나 電話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

부분의 회사에서는 우편과 전화에 의한 販賣方式을 竝行하여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P C통신시장의 발전과 P C보급의 확대에 따라 생명보험회사

들은 P C通信이나 인터넷을 이용한 直接販賣를 시도하고 있다. 현재 P C통신이나

인터넷을 이용한 직접판매는 일부 大型 生命保險會社에 의해서 실시되고 있으

나, 대부분의 경우가 P C통신이나 인터넷에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단계로서 회사

소개 및 보험상품 안내 등 각종 생명보험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初步的인 段階에

머물러 있다.

나) 窓口販賣

창구판매의 경우도 일부의 보험회사에 의해서 실시되고 있으나, 판매실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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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미미하다. 삼성생명의 경우 1990년에 신세계백화점 내에 직접판매창구를

설치한 것을 시작으로 1992년에 本社內에도 창구를 설치하여 保險加入案內 및

相談機能을 병행하여 직접판매를 실시하였으나 實績이 不振함에 따라 신세계백

화점의 창구는 폐쇄하고 현재 본사내의 창구만을 운영하고 있다.

다) 提携販賣

현재 우리나라 생명보험회사의 제휴판매는 주로 信用카드會社와의 提携에 의

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국민생명이 1994년부터 국민카드와 제휴하여 광고와 DM

을 이용하여 보험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교보생명도 1996년부터 BC카드와 제

휴하여 BC카드회원을 대상으로 보험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생명보험회사의 제휴판매는, 제휴회사간에 세트상품을 공

동으로 개발하여 공동판매하는 제휴가 아니라, 제휴하고 있는 신용카드회사의

顧客을 對象으로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初步的인 販賣提携段階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銀行과의 提携를 시도하는 생명보험회사가 나타나고 있다.

한국생명은 1996년 9월에 주택은행과 業務提携協約을 締結하고 은행·보험간의

連繫商品開發 및 은행점포망을 통한 營業提携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생명은 우선 銀行貸出連繫商品을 개발하고 있다.

3 . 生命保險 募集組 織의 實績

가 . 生 命 保 險市 場 現 況

최근 우리나라 생명보험회사의 事業實績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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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生命保險種目別 新契約實績

<표3- 11> 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1995년도 생명보험회사의 新契約保險料는

672조 9,257억원으로 전년대비 15.1%의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신계약상황을 종목

별로 살펴보면, 1991년에 전체 신계약보험료의 97.7%를 차지하고 있던 個人保險

은 매년 그 비율이 감소하여 1995년에는 94.3%로 감소하였으며, 團體保險은

1991년의 2.3%에서 1995년에는 5.7%로 증가하였다.

<표3- 11> 生命保險種目別 新契約實績

(단위 : 억원, % )

구
분

개인보험
단체보험 합계

생존보험 사망보험 양로보험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91 1,543,482 79.2 90,346 4.7 268,189 13.8 45,771 2.3 1,947,788 100.0
'92 2,773,001 72.4 565,973 14.8 312,131 8.1 179,400 4.7 3,830,505 100.0
'93 3,226,033 71.1 805,992 17.8 279,362 6.2 221,783 4.9 4,533,170 100.0
'94 4,534,247 77.5 878,707 15.0 210,135 3.6 225,012 3.9 5,848,101 100.0
'95 4,086,472 60.7 2,003,195 29.8 255,985 3.8 383,605 5.7 6,729,257 100.0

자료 : 생명보험통계연보, 각년도, 생명보험협회

1995년도 개인보험의 종목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生存保險이 408조 6,472억원

으로 전체 신계약보험료의 60.7%를 차지하고 있으며, 死亡保險이 200조 3,195억

원으로 29.8% , 養老保險이 25조 5,985억원으로 3.8%를 차지하고 있다. 이중 사망

보험은 保障性保險의 판매가 급신장 추세를 보임에 따라 전년대비 128.0% 증가

하였으며, 양로보험은 21.8%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개인보험의 대부

분을 차지하고 있는 생존보험은 전년대비 9.9% 감소하였다.

2) 生命保險種目別 保有契約實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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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 12> 에 의하면, 1995년도말 생명보험회사의 總保有契約은 1,198조 7,367

억원으로 전년대비 25.3%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保險種目別 보유계약의 구

성비에 있어서는, 個人保險은 1,136조 4,101억원으로 전체의 94.8%를 차지하고

있으며, 團體保險은 62조 3,266억원으로 5.2%를 차지하고 있다.

개인보험중 生存保險은 795조 4,082억원으로 전년대비 12.0% 증가하여 총보유

계약의 66.4%를 차지하고 있으며, 死亡保險은 290조 2,031억원으로 전년대비

85.7% 증가하여 24.2%를 차지하고 있고, 養老保險은 50조 7,988억원으로 전년대

비 11.2%가 증가하여 4.2%를 차지하고 있다.

<표3- 12> 生命保險種目別 保有契約實績

(단위 : 억원, % )

개인보험
단체보험 합계

생존보험 사망보험 양로보험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91 3,731,399 77.7 307,234 6.4 484,035 10.1 278,032 5.8 4,800,700 100.0
'92 4,438,915 75.4 631,560 10.7 491,531 8.3 326,387 5.5 5,888,393 100.0
'93 5,426,463 73.8 1,064,722 14.5 476,304 6.5 389,786 5.3 7,357,274 100.0
'94 7,100,955 74.2 1,563,020 16.3 456,691 4.8 448,774 4.7 9,569,440 100.0
'95 7,954,082 66.4 2,902,031 24.2 507,988 4.2 623,266 5.2 11,987,367 100.0

자료 : 생명보험통계연보, 각년도, 생명보험협회

나 . 生 命 保 險 募 集 組 織 別 販 賣 實 績

우리나라 생명보험회사의 1995년도 募集組織別 市場占有率을 신계약보험료의

初回收入保險料를 基準으로 살펴보면, <표3- 13> 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募集

人에 의한 판매는 7조 7,513억원으로 전체의 74.8%를 차지하고 있으며, 임직원

등 直扱組織에 의한 판매는 2조 5,065억원으로 24.2% , 代理店에 의한 판매는 907

억원으로 0.9% , 기타 방법에 의한 판매는 173억원으로 0.2%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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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 13> 募集組織別 實績(初回收入保險料 基準)

(단위 : 백만원, % )

구분
직급 모집인 대리점 기 타 합 계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1991 774,118 13.4 4,951,123 85.9 34,071 0.6 3,557 0.1 5,762,869 100.0
1992 847,918 12.6 5,841,513 86.7 48,347 0.7 1,441 0.0 6,739,219 100.0
1993 1,206,275 20.6 4,574,526 78.1 69,521 1.2 3,360 0.1 5,853,682 100.0
1994 1,319,406 21.1 4,872,469 78.0 52,802 0.8 9 0.0 6,244,686 100.0
1995 2,506,506 24.2 7,751,384 74.8 90,726 0.9 17,340 0.2 10,365,956 100.0

자료 : 보험감독원

1) 直扱

직급조직에 의한 신계약보험료의 初回收入保險料는 1991년에는 774,118백만원

이었으나,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 1995년에는 2조 5,065억 6백만원으로 최근 5년

동안 무려 223.8% 증가하였으며, 또한 전체 초회수입보험료에서 차지하는 비중

도 13.4%에서 24.2%로 증가하였다.

이와 같이 직급조직에 의한 생명보험상품의 판매는 金額이나 比率에 있어서

모두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2) 募集人

모집인에 의한 신계약보험료의 초회수입보험료는 1991년의 4,951,123백만원에

서 1995년에는 7,751,384백만으로 최근 5년간 金額面에서는 56.7% 증가한 반면

에, 比率面에서는 1991년의 85.9%에서 1995년에는 74.8%로 대폭 감소하였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생명보험판매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생명보험모집인에 의

한 판매비율이 감소하는 이유는, 생명보험모집인의 대량증원·대량탈락의 악순

환 현상의 지속과 이에 따른 모집인 전업화의 부진, 상품의 왜곡판매 등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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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보험계약의 해약 및 실효가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의 생명보

험에 대한 불만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3 ) 代理店

우리나라의 생명보험회사들은 그 동안 보험모집인 위주의 보험모집을 전개하

여 왔기 때문에 생명보험대리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소홀히 대처하여 왔다. 이

때문에 보험대리점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제대로 정착되지

않고 있다.

生命保險代理店의 販賣實績을 살펴보면 1991년에는 초회수입보험료가 34,071

백만원으로 0.6%를 차지하였으나, 1995년에는 90,726백만원으로 전체의 0.9%를

차지함으로써 최근 5년동안에 金額面에서는 166.3% , 比率面에서는 50% 증가하

는 등 매우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으나, 전체 모집조직에서 차지하는 비중

은 아직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4 ) 特殊販賣

우리나라의 경우 생명보험의 특수판매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직 도입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이러한 판매제도에 대한 연구 및 경험이 부족하고, 또한

保險募集人에 대한 依存度가 높은 생명보험의 특성 및 法的·制度的 制約 때문

에 아직까지 생명보험의 판매채널로서 완전히 정착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 생명보험회사의 特殊販賣 實績은 <표3- 14> 에 나타나 있는 바

와 같다. 자료의 미비로 현재 특수판매를 실시하고 있는 代表的인 생명보험회사

를 중심으로 조사하였는데, 표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생명보험

회사들은 주로 郵便이나 電話에 의한 直接販賣方式으로 보험상품을 판매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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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실정이다.

판매형태별 (初回)收入保險料 實績을 살펴보면, 1995년의 직접판매에 의한 실

적은 1억 8,134만 9천원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 중 郵便에 의한 판매가 1억

4,298만 8천원으로 제일 높은 실적을 나타내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電話에 의한

판매가 3,836만 1천원, 窓口販賣가 696만 2천원의 실적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1996년 4월부터 7월까지의 통계를 보면, 전화에 의한 판매가 7,537만

4천원으로 우편에 의한 판매 6,791만 6천원을 앞지르고 있으며, 창구판매가 298

만 7천원을 기록하고 있다. 또한 최근 P C通信市場의 擴大와 P C普及率이 증가함

에 따라 P C통신이나 인터넷을 이용한 直接販賣도 실시하여 1996년 4월부터 7월

까지의 기간동안에 11만 2천원의 판매실적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직접판매방식

에 의한 판매실적은 전체 생명보험판매실적에서 보면 아주 미미한 상태에 머물

러 있다.

<표3- 14> 販賣形態別 (初回)收入保險料 現況

(단위 : 천원)

구 분
직접판매

창구판매 합계
DM T M 인터넷 소계

1995 삼성생명 - - - - 6,962 6,962
국민생명 142,988 38,361 - 181,349 - 181,349

계 142,988 38,361 - 181,349 6,962 188,311
1996.4- 7 삼성생명 621 5,681 112 6,414 2,987 9,401

교보생명 9,162 - - 9,162 - 9,162
국민생명 58,133 69,693 - 127,826 - 127,826

계 67,916 75,374 112 143,402 2,987 146,389

자료 : 보험감독원

이와 같이 생명보험의 直接販賣 및 窓口販賣의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직접판

매 및 창구판매방식이 아직 도입 初期段階라는 이유도 있으나, 이 보다는 생명

보험상품의 구조가 복잡하고 소비자의 가입욕구가 自發的이지 못하기 때문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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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또한, 생명보험상품을 판매할 경우에는 보험계약 체결시에 보험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의 自筆署名이 있어야 하므로, 전화에 의한 口頭契約이나 인터넷상

의 ID入力이나 電子署名만으로는 계약이 성립하지 못한다. 이와 같은 制度的인

制約要件은 직접판매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의 생명보험회사들은 전화나 인터넷을 통하여 예상고객의 保險加入意思

를 確認한 후 우편이나 모집인조직을 통하여 保險契約을 締結하는 방법으로 생

명보험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特殊販賣方式에 의한 보험판매 실적이 아직까지 저조하기는 하나 그

영업실적이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현재 특수판매방식에 의한 보험

판매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 회사들도 특수판매의 발전가능성에 높은 관심을 보

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인식하고 있다.

- 104 -


	제3장  우리나라의 생명보험 모집제도 및 조직
	제1절 생명보험 모집년도의 발전과정
	제2절 생명보험 모집제도
	1. 생명보험 모집규제 및 감독체계
	2. 생명보험 모집관련법규

	제3절 생명보험 모집조직
	1. 생명보험 모집조직의 체계
	2. 생명보험 모집조직의 현황
	3. 생명보험 모집조직의 실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