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第 4章 主 要國 의 生 命保 險 募集 制 度 및 組 織

第 1節 美國

1 . 生命保險 募集制 度의 發展過程

미국의 생명보험회사들은 생명보험의 初期 發展段階에 있어서는 신문이나 팜

플렛 등과 같은 廣告媒體를 利用하여 사무소의 소재지와 영업시간 등을 明示한

廣告를 게재하고, 보험가입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保險加入申請을 勸誘하는 방법

으로 생명보험상품을 판매하였다.

이와 같은 初步的인 段階에 머물러 있던 생명보험의 판매조직이 본격적으로

體制化되기 시작한 것은 1843년에 Mutual Life사가 訪問販賣를 조직적으로 행하

기 위하여 專業代理店을 활용하게 되면서부터이다.

그 후 서부개척시대를 맞이하면서 대부분 동부지역에 소재하고 있던 생명보험

회사들은 서부의 광범위한 지역을 포괄할 수 있는 판매조직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Mutual Life사는 1855년에 처음으로 總代理店制度 (General A gen cy

Sy st em )34)를 채택하였다. 최초에는 대리점의 감독기구로서 발족된 이 총대리점

제도는 서부지역 개척시에 적은 비용으로 광범위한 新規市場에 進出할 수 있는

최선의 판매제도였다. 이렇게 하여 도입된 총대리점제도는 미국의 독특한 생명

보험 판매조직으로서 1890년까지 크게 발전하였다.

그러나 1890년 New York Life사가 이제까지의 총대리점제도를 중심으로 하고

34) 총대리점제도는 보험회사가 회사와 고용관계가 없는 각 지역의 총대리점과

委任契約인 總代理店契約을 締結하고, 총대리점으로 하여금 新契約의 모집

권유, 旣存契約의 보전, 보험료의 수금 및 보상 등의 업무를 代理하게 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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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던 판매조직을 개선하여 보험회사가 영업을 직접 관리하는 支社制度 (Bran ch

Office Sy stem )35)를 도입하였다.

이 제도는 보험회사가 자사와 총대리점계약을 체결한 대리점에게 일정지역에

걸쳐 판매를 담당하게 하고 그 판매실적에 따라 手數料를 지급하는 총대리점제

도와는 달리, 보험회사의 종업원인 支社長이 지사운영의 管理責任을 전적으로

지고 영업 전지역에 걸쳐 강력한 統制力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의

方針과 施策을 철저히 시행할 수 있는 판매제도이다. 이에 따라 이 지사제도는

대형 생명보험회사에서도 채택하게 되어 총대리점제도와 함께 미국 생명보험회

사의 2대 판매조직으로서 자리잡게 되었다.

이와 같이 총대리점제도와 지사제도가 미국 생명보험회사의 중심적인 판매조

직으로 정착됨에 따라, 생명보험회사들은 1940년대부터 1970년대 초반까지 총대

리점조직과 지사조직 등과 같은 外野營業組織의 확대를 통하여 생명보험상품을

판매하였다.

이에 따라 미국의 생명보험회사들은 영업조직을 확대하기 위하여 경험이 없는

신규 모집인의 대량도입과 대량탈락을 반복함으로써 生産性 減少와 維持率 下落

을 초래하였을 뿐만 아니라, 事業費를 과다하게 지출하였기 때문에 생명보험회

사의 경영여건이 악화되었다.

그러나,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금리가 급등하고 높은 인플레가 발생하는 등

經濟環境이 급변하게 됨으로써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생명

보험회사들은 보험모집인을 專門化·獨立化하고, 판매조직 및 판매기법을 다양

화하기 시작하였다. 이를 위한 일환으로 미국의 생명보험회사들은 비인적 판매

조직인 直接販賣制度를 도입하였으며, 또한 個人獨立總代理人(P er sonal Pro-

35) 支社制度는 생명보험회사가 각 지방의 영업거점에 支社를 설치하고, 支社長

과 內勤職員 및 판매활동을 행하는 專屬營業職員 (career agent )을 雇用하여

보험영업을 하게 하는 제도로서, 지사의 운영은 내근직원인 지사장이 담당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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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cing General A gent : P P GA )36) 등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생명보험 판매조직

을 도입하였다.

1980년대 중반에는 뉴웨이브 상품의 탄생으로 생명보험상품이 다양해짐에 따

라 생명보험회사간의 판매경쟁이 격화되어 價格競爭이 발생하였고 인플레이션

경제가 정착됨에 따라 모집인 육성 및 교육비용이 상승함으로써 專屬販賣組織의

維持費用이 증가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일부 생명보험회사들은 전속판매조직을

포기하고 이미 충분한 판매력을 가지고 있는 PP GA나 보험중개인 등과 같은 비

전속 판매조직에 의존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 이후 생명보험회사간의 과당경쟁으로 인하여 PP GA나 보험중개인

에 대한 手數料가 상승함으로써 비전속 판매조직에 대한 비용이 급등하게 되었

으며, 또한 고객의 니드가 변화하고 다양화 되어 감에 따라, 이에 적극적으로 대

응하기 위해서는 전속판매조직을 고도화하고 財務設計 (F in an cial Plannin g ) 機能

을 충실화할 필요가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전속대리점 등과 같은 專屬販賣組織에 대한 재평가 인식

이 높아져 대형 생명보험회사들을 중심으로 이러한 조직의 육성에 힘을 쏟고 있

는 움직임이 다시 나타나고 있다.

2 . 生命保險 募集制 度 37)

가 . 生 命 保 險 募 集 規 制 및 監 督 體 系

36) 獨立保險代理人制度의 하나로서, car eer ag ent로부터 獨立한 것이 PP GA이

다. PP GA는 총대리점과는 달리 所屬會社를 위하여 자기가 고용하는 agent

를 모집하고 교육할 의무가 없다.
37) 미국 생명보험의 모집제도는 뉴욕주 보험법의 규제내용을 중심으로 작

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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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募集規制體系

미국 뉴욕주의 보험모집에 대한 규제를 살펴보면, 보험모집을 할 수 있는 자

의 자격 및 행위·활동 등에 대해서는 州保險法에 의하여 규제하고 있다. 이러

한 규제는 보험모집에 종사하는 자 및 보험회사 그 「自體」와 그 자의 「行爲

·活動」를 직접적인 규제대상으로 하고 있다.

가) 州保險法에 의한 規制

보험모집을 할 수 있는 자의 자격요건에 대해서는 뉴욕주 보험법 제2103조 및

제2104조에서 免許制와 資格試驗으로서 규제하고 있다. 또한 保險募集行爲에 대

한 규제로는, 의무행위, 금지행위, 예상배당 및 수수료에 관한 규제, 광고·공표

물 및 정보공시에 관한 규제 등이 있다.

나) 保險監督廳에 의한 規制

보험감독청에서는 보험ag ent38) 및 보험중개인에 대한 면허를 부여하고 있다.

2) 募集監督體系

38) 미국에 있어서 보험A g ent는 일반적으로 保險募集人 및 保險代理店을

포괄하는 넓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NA IC의 「A g ent 및 Broker 면

허교부모델법」 제2조에 의하면, In surance A gent는 보험자를 대신하여

保險契約의 請約勸誘, 交涉을 행하기 위하여 당해보험자에 의하여 임명

된 個人, 共同經營體 또는 法人을 말한다고 정의되어 있다. 그러므로 여

기에서는 보험A gent를 보험모집인 및 보험대리점을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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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監督法規

보험모집의 전반에 대한 감독법규는 뉴욕주 보험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변액

보험상품의 모집에 대한 감독법규는 뉴욕주 보험법 및 증권거래법 등39)에 규정

되어 있다.

나) 監督機關

보험상품모집의 전반에 대한 감독업무는 연방보험감독청과 주보험감독청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變額保險商品의 모집에 대한 감독업무는 연방보험감독청과 주

보험감독청 및 증권거래위원회 (S ecurit ies and Ex ch ang e Com m ission : SEC)40),

전미증권업협회 (N ation al A ssociat ion of S ecurities Dealer s : NA SD )에서 담당

하고 있다.

다) 監督對象

변액보험상품을 포함한 보험모집 전반에 대한 감독은, 보험회사와 보험ag ent ,

보험중개인 모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39) 미국에서는 생명보험회사의 分離計定에 의한 變額保險事業을 증권업무

로 간주하기 때문에, 변액보험을 판매할 경우에는 주보험법 이외에 연

방법인 1933년 有價證券法, 1934년 證券去來法, 1940년 投資會社法 및

州證券法의 규제를 받도록 되어 있다.
40) 증권거래위원회는 一般投資者의 利益을 保護하기 위하여 1934년에 설립

한 연방정부의 독립행정기관의 하나이다. 이 위원회는 1933년 유가증권

법, 1934년 증권거래법, 1940년 투자회사법 등에 준거하여, 민간기업의

자금조달, 기업회계 등의 調査·監督, 브로커·딜러의 監視, 증권위반조

사권, 위반업자의 등록말소 및 刑事訴追 등의 제재조치를 요구할 수 있

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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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 1> 美國의 生命保險募集 監督體系(뉴욕주)

보험상품전반의 모집 변액보험상품의 모집

감독법규 ·뉴욕주보험법 ·뉴욕주보험법
·증권거래법

감독기관 ·연방보험감독청
·주보험감독청

·연방보험감독청
·주보험감독청
·증권거래위원회 (SE C)
·전미증권업협회 (NA SD )

감독대상 ·보험회사
·보험ag ent
·보험중개인

·보험회사
·보험agent
·보험중개인

3) 監督官廳의 檢査

가) 監督官廳의 檢査에 관한 規程

保險監督官은 주민의 이익을 보호하는데 필요하다고 간주될 때마다 보험회사,

기타 보험자, 또는 법률에 의하여 보고를 필요로 하거나 보험감독청에 의한 검

사에 따라야 하는 연금기금, 퇴직급부제도 또는 기타 조직의 업무에 대하여 檢

査를 행할 수 있다(제309조).

나) 監督官廳의 檢査實態

감독관청에 의한 검사는 적어도 5년에 1회 이상의 실시빈도로 검사를 실시하

여야 한다 (제309조 (b ))

검사의 실시방법은, 監督官은 검사의 범위를 표시한 명령서를 작성해야 하며,

보험자에게 고용되어 있지 않거나, 또는 보험계약자 이외에 보험자에게 利害關

係를 가지지 않는 자 중에서 1명 이상을 검사관으로서 임명할 수 있다.

또한, 보험감독관은 보험자, 그 계열회사 또는 자회사의 장부, 기록, 서류철,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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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및 기타서류로서 검사에 관련되는 것을 언제라도 閱覽할 수 있으며, 이러한

장부, 기록, 서류철 또는 기타 서류에 나타난 사실이나, 고급간부, 대리인 또는

기타의 자가 선서하고 증언한 것으로부터 확인된 사실 및 관계되는 사실로부터

합리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는 결론·권고만으로 된 진실된 보고서를 선서 확인

한 후에 검사관이 작성한다. 감독관은 검사를 위하여 1명 이상의 적임자를 부동

산을 감정하는 권한을 가진 鑑定人으로 임명할 수 있다 (제310조).

나 . 生 命 保 險募 集 關 聯 法規

1) 募集主體

뉴욕주 보험법에서는 생명보험의 모집을 할 수 있는 자를 「보험agent」와 「

보험중개인」의 두 가지 형태를 인정하고, 각각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제2101

조). 따라서 보험모집을 하는 자에 대한 면허, 행위규제 등과 같은 각종 규제도

이 분류에 의거하여 규정되어 있다.

가) 保險agent

「보험agent」란, 보험자 또는 공제조합의 권한을 부여받거나, 또는 승인을 받

은 ag ent 및 agent의 sub - ag ent 또는 기타 대표자로서, 보험중개인으로서가 아

니라 보험agent로서 보험계약 또는 연금계약의 권유, 교섭, 획득 또는 체결을 행

하는 자를 말한다(제2101조 (a )).

그러나 보험자, 공제조합 또는 보험ag ent의 정규 유급간부 (Officer ) 및 피용자

로서 당해보험자 또는 보험agent의 사무소 내에서만 공중에 대하여 청약권유 등

과 같은 모집활동에 종사할 수 있으며 成果比例의 報酬를 받지 않는 자는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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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agent」의 용어정의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러한 자가 보험ag ent의 면허를 받지 않았을 경우에는 보험모집활동에 종사

하기 전에 법적 행위능력 및 신뢰성에 관하여 보험감독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아

야 한다 (제2201조).

나) 保險仲介人

「保險仲介人」이란, 어떠한 보수나 수수료 또는 기타의 대가를 받고 자기이

외의 피보험자 또는 다른 보험중개인을 위하여 보험이나 연금계약을 권유, 교섭

또는 획득하거나, 위험의 인수 또는 조력하는 個人, 營利組合, 非營利組合 또는

株式會社를 말한다(제2101조 (c )).

그러나, 보험중개인의 被傭者는 상기 「보험중개인」의 용어 정의에는 포함되

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다 (제2102조 (c )).

2) 登錄 및 免許

가) 槪要

미국 뉴욕주 보험법은 保險募集을 할 수 있는 자에 대하여, 어떠한 개인, 영리

조합(F irm ), 비영리조합 (A s sociat ion ), 법인 (Corporat ion )도 주 내에서 무면허로

보험agent 또는 보험중개인으로서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2102조 (a )(1)). 즉, 미국 뉴욕주에서는 보험ag ent나 보험중개인 모두에 대하여

免許主義를 채택하고 있다.

⑴ 保險ag 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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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기업조합, 비영리단체, 주식회사가 보험ag ent로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주

보험감독관으로부터 保險ag ent의 免許를 받아야 한다 (제2103조).

⑵ 保險仲介人

개인, 기업조합, 주식회사 등이 보험중개인으로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주보험감

독관으로부터 保險仲介人의 免許를 받아야 한다 (제2104조).

나) 免許의 發行

⑴ 保險ag ent

보험감독관은 주보험법이 규정하는 요건에 합치되는 개인, 영리조합, 비영리조

합, 법인에 대하여, 免許證에 기명되어 있는 보험자 또는 공제조합을 위해 면허

증에 기명되어 있는 특정보험종류에 대하여 보험agent로서 행위할 수 있는 권한

을 부여하는 면허를 발행할 수 있다.

면허의 종류는 生命保險 (연금포함), 傷害·健康保險, 損害保險 등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으며, 동일한 보험agent가 복수의 면허를 보유하는 것은 관계없다 (제

2103조).

⑵ 保險仲介人

보험감독관은 개인, 영리조합, 비영리조합 및 법인으로서, 피보험자의 이익보

호 관점에 있어서 보험중개인으로서 행위를 하는데 충분한 信賴性과 能力이 있

다고 간주되고, 또한 본법이 요구하는 기타의 資格要件 및 前提條件에 합치되는

자에 대해서는 보험중개인으로서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면허를 발

행할 수 있다.

보험중개인의 면허는 생명보험 및 연금을 제외한 기타 모든 종류의 보험을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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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할 수 있는 보험중개인 한가지로만 분류하고 있다. 따라서 보험중개인은 생명

보험 및 연금을 취급할 수 없다. 보험중개인이 생명보험 및 연금을 판매하기 위

해서는 보험ag ent 면허를 취득하여야 한다(제2104조 (a )(b )).

다) 免許의 要件

⑴ 保險ag ent

보험ag ent 免許를 취득할 수 있는 자의 資格은, 면허증 발행시의 연령이 18세

이상인 자, 보험자 또는 공제조합이 임용할 예정이며 信賴性과 能力이 있다는

證明書를 발급받은 자로 규정하고 있다 (제2103조 (d)).

⑵ 保險仲介人

보험중개인의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면허증 발행시의 연령이

21세 이상이어야 하며, 보험감독관이 그 방법 및 내용에 대하여 승인한 보험사

업의 주요한 부문에 걸친 90시간 이상의 학습을 필요로 하는 敎育課程을 소정의

성적으로 수료한 자, 또는 면허신청 직전 3년간의 기간중에서 통산 1년이상 보

험회사의 正規 使用人으로 계약체결 또는 損害査定의 책임있는 직무에 종사한

자에 한하고 있다.

라) 免許申請節次

⑴ 保險ag ent

보험ag ent 면허신청자는 뉴욕주 보험법 제2103조 (e )에 의거하여 다음의 서류

를 사전에 保險監督廳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면허신청자가 작성한 보험감독청 소정양식의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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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험감독청이 요구하는 정보를 기재한 신청서

3. 면허신청자가 당해보험자 또는 공제조합에 임용되어 있거나, 임용될 예정이거

나, 또는 보험ag ent로서의 신뢰성 및 능력이 있다는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보험자 또는 공제조합이 발행한 증명서

⑵ 保險仲介人

보험중개인 면허신청자는 사전에 다음의 서류를 보험감독청에 제출하여야 한

다 (제2104조 (d )).

1. 면허신청자가 작성한 보험감독청 소정양식에 의한 신청서

2. 보험감독청이 요구하는 정보를 기재한 서류

마) 免許期間

⑴ 保險ag ent

보험ag ent의 면허기간은 2년간이며, 짝수 년의 6월 30일에 有效飢寒이 滿了된

다 (제2103조 (j )(2)). 단, 보험agent 면허는 보험자 또는 공제조합과 보험agent와

의 委任關係가 消滅된 경우나 제2110조의 규정에 따라 보험감독청에 의하여 면

허가 取消되거나 또는 停止되었을 경우에는 효력이 상실된다 (제2103조 (j )).

⑵ 保險仲介人

면허발행일의 익년 10월 31일에 有效期限이 만료된다. 갱신신청서의 제출에

따라 계속하여 2년간 면허가 更新된다 (제2104조 (g )). 단, 제2110조의 규정에 따

라 保險監督廳에 의하여 면허가 취소되거나 또는 정지되었을 경우에는 갱신전이

라 하더라도 효력이 상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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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免許의 更新

⑴ 保險ag ent

보험감독청 소정양식의 보충서류로서 免許更新申請을 하여야 하며, 또한 소정

의 手數料가 旣支給되어 있어야 한다(제2103조 (j )(5)).

⑵ 保險仲介人

보험중개인은 2년마다 免許手數料를 첨부하여 更新節次를 밟아야 한다. 갱신

신청서는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해의 9월 1일 이전에 보험감독청에 제출하여야

한다(제2104조 (g )).

사) 免許의 取消 또는 停止

⑴ 保險ag ent

보험ag ent가 주보험법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또는 보험ag ent로서의 업무

과정에서 어떠한 違法行爲가 있었을 경우, 면허의 신청에 있어서 중대한 부실

기재를 하였을 경우, 사기적 또는 불성실한 행위에 의하여 有罪判決을 받았을

경우 및 보험agent로서의 行爲能力·信賴性이 缺如되어 있음이 실증되었을 경우

에는 보험ag ent의 면허가 취소되거나, 또는 보험감독청이 정하는 기간동안 면허

가 정지된다 (제2110조 (a )). 그러나,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에 있어서는 사전에

피면허자에게 通知 및 聽取節次를 행하여야 한다.

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에 의하여 해당 보험ag ent의 면허는 즉시 소멸되며(제

2110조 (d )), 면허가 취소된 자는 취소된 해당 보험종류의 면허를 받을 수 없게

된다(제2110조 (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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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保險仲介人

보험중개인이 보험법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또는 보험중개인으로서의 업

무과정에서 어떠한 違法行爲가 있었을 경우, 면허의 신청에 있어서 重大한 不實

記載를 하였을 경우, 사기적 또는 불성실한 행위에 의하여 유죄판결을 받았을

경우, 보험중개인으로서의 행위능력·신뢰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 실증되었

을 경우에는 保險仲介人免許가 취소되거나, 또는 보험감독청이 정하는 기간동안

免許가 停止된다(제2110조 (a )). 그러나,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에 있어서는 사전

에 피면허자에게 통지 및 청취절차를 행하여야 하며, 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되

었을 경우에는 즉시 被免許者에게 그 취지를 通知하여야 한다.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에 의하여 해당보험중개인의 면허는 즉시 소멸되며(제

2110조 (d )), 면허가 취소된 자는 취소된 해당 보험종류의 면허를 받을 수 없게

된다(제2110조 (e )).

아) 免許料

⑴ 保險ag ent

뉴욕주보험법 제2103조 (j )(9)에 의거하여 보험agent는 1년에 20달러의 免許料

를 납부해야 한다.

⑵ 保險仲介人

보험중개인은 免許申請時, 2년마다 갱신신청 건별 40달러의 면허료를 납부해

야 한다 (제2104조 (f )).

자) 營業保證金 및 賠償責任保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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⑴營業保證金

뉴욕주에서는 보험중개인의 영업보증금에 관한 규정은 없으나, Ex cess Lin e

중개인41)에 대해서는 1만 5천달러의 營業保證金을 供託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⑵ 賠償責任保險

보험중개인의 배상책임보험 가입에 대해서는 任意條件으로 하고 있다.

3 ) 資格試驗

가) 試驗의 種類

⑴ 保險ag ent

보험ag ent 면허를 취득하려고 하는 자는 취급할 保險種類에 따라, 생명보험

ag ent는 생명보험에 관한 시험(연금포함), 상해·건강보험agent는 상해보험에 관

한 시험, 손해보험agent는 화재·해상·재해·보증보험 등에 관한 試驗에 응시

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제2103조 (f )).

⑵ 保險仲介人

면허를 갱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보험중개인 면허신청자는 보험사업의 主要

部門에 관한 試驗에 응시하여 合格하여야 한다. 단, 갱신의 경우라도 보험감독청

의 판단으로 시험이 부과되는 경우가 있다 (제2104조 (e )).

나) 受驗資格

41) Ex cess - Line중개인은 미국에만 존재하는 특이한 형태의 보험중개인으로서,

주 내의 認可保險者로부터 引受拒否된 物件을 중개할 수 있도록 인가받은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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⑴ 保險ag ent

生命保險이나 傷害·健康保險의 면허를 취득하고자 할 경우에는 어떠한 개인

도 보험감독관이 방법 및 내용에 대하여 승인한 敎育課程을 소정의 성적으로 수

료하지 않는 한 受驗資格이 없다. 교육과정은 생명보험, 연금, 취업불능보험, 상

해보험, 기타 관련보험의 주요부문과 계약을 포함하고 있으며, 또한 40시간 이상

의 敎室學習 또는 이것과 동등한 通信敎育 등 유사한 수업을 필요로 한다 (제

2103조 (f )).

또한, 손해보험의 면허를 취득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험감독관이 승인한 방법

및 내용에 대하여 보험사업의 주요한 부문에 걸친 90시간 이상의 교실학습을 필

요로 하는 교육과정을 소정의 성적으로 수료하지 않은 개인은 수험자격이 없다

(제2103조 (f)).

⑵ 保險仲介人

보험중개인의 수험자격에 대해서는 어떠한 제한도 없다.

다) 試驗免除

⑴ 保險A g ent

철도회사, 항공운수업자 등의 대표자 등이 수하물 또는 상해·건강보험의

ag ent면허만을 신청하는 경우와 공제조합을 대표하는 보험ag ent인 경우, 또는

타주와 相互協約이 있는 경우 및 認定生命保險士(Chart er ed Life Underw rit er :

CLU )42) 등의 칭호를 부여받은 개인의 신청에 대하여 보험감독청의 自由裁量에

의해 자격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가 免除되었을 경우 등은 보험ag ent 시험을 요

42) 미국 Am erican College에서 실시하고 있는 소정의 資格認定試驗에 합격한

자에게 부여하는 호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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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는다(제2103조 (g )).

⑵ 保險仲介人

보험감독청은 보험중개인으로서 행위를 하는데 충분한 신뢰성과 능력을 가지

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자격시험 없이 면허를 부여할 수 있다. 단,

제2104조 (c )의 소정의 資格要件을 만족시켜야 한다 (제2104조 (a )).

4) 一社專屬制

가) 法規制

뉴욕주 보험법에는 보험agent의 「一社專屬制」를 규정하고 있는 조항이 없으

므로 동 주보험법에 의거한 「일사전속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반대로 동주 보

험법 제2103조 (l )43)에서는 보험agent의 「乘合制」를 인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법적으로는 보험agent가 복수의 보험회사의 보험agent가 되는 것이

가능하며 그 때마다 면허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재 대리하고 있는 보험

회사의 「同意書」는 불필요하며, 취급하는 보험종류가 동일하다면 전술한 면허

시험도 불필요하다.

단, 變額保險을 판매하는 보험ag ent는 증권거래위원회 (SE C)에 登錄하여야 하

며, 증권외무원으로서의 전미증권업협회(NA SD )의 라이선스가 필요하다. NA SD

규칙은 投資者를 保護하기 위하여 「일사전속제」를 규정하고 있다.

43) 뉴욕주보험법 제2103조 (l )

「被免許者는 그 면허의 유효기간 중에는 언제라도 피면허자 및 현재 보유

하고 있는 면허증에 기명되어 있는 副被免許者에게 해당 보험자 이외의 보

험자를 위하여 보험agent로서 행위하는 것을 인가하는 追加免許를 보험감독

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감독관은 본법의 요건이 충족된 후에 상기 추가면

허를 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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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實態

이상과 같이 뉴욕주에서는 변액보험을 판매하는 경우 이외에는 법적으로 「일

사전속제」의 규정이 없으나 보험회사와의 私的契約에 있어서 보험agent의 「一

社專屬條項」이 삽입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실질적으로는 일사전속화되어 있

는 측면도 있다.

근년에는, 생명보험의 모집조직에 있어서 일사전속인 專屬募集人 (Career

A g ent )44)의 비중은 감소하고 乘合制를 전제로 한 P P GA나 보험중개인 등의 비

중이 증가하는 非專屬化 傾向이 나타났다. 이것은 뉴웨이브상품의 탄생과 그에

따른 가격경쟁의 발생, 또한 근년의 인플레이션 경제의 정착에 따라 특히 중소

보험회사에서 일사전속인 Career A gent의 육성을 위한 투자가 부담이 됨으로써

이미 충분한 판매력을 가지고 있는 P P GA나 보험중개인에게 의존하는 경향이

높아진 데 기인하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대형 생명보험회사들이 자사의 전속모집인인 Career A gent

에 의한 판매체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Career A g ent를 再評價하려는 경향이 높

아지고 있으며, 이들의 교육에 힘을 쏟고 있는 움직임을 볼 수 있다.

실제로 생명보험 마케팅조사협회(Life In surance M arket in g an d Research

A s sociat ion : LIMRA )에서는 생명보험의 모집조직에 있어서 PP GA나 보험중개

인 등의 비중이 증가함으로써 비전속화 경향이 높아지는 상황이 지금에 와서는

변화하고 있는 점과 관련, 다가오는 2000년대에는 專屬募集人制度 (Career A g ent

Sy st em )의 再發見의 시대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5 ) 募集行爲規制

44) career agent는 一社專屬 모집인으로서, 보험회사와의 委任 또는 雇傭契約에

의거하여 보험모집을 하는 career agent와 總代理店契約에 의거하여 보험모

집을 하는 g eneral agent 등 두 가지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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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義務行爲

⑴ 情報提供義務

보험모집인은 주 내에서 행하여지는 생명보험(연금, 신용보험, 단체생명보험

및 변액생명보험을 제외)의 권유, 교섭 또는 획득에 관하여, 보험가입 가망고객

에게 「加入者案內(Buy er ' s Guide)」, 「豫備情報 (Prelim in ary Inform at ion )」,

「契約槪要(P olicy Sum m ary )」를 제공하지 않는 한 어떠한 보험증권도 발행하

거나 교부해서는 안된다 (뉴욕주 보험법 제3209조 (c ) 및 뉴욕주보험법 규칙 제74

호45)).

⑵ 明示義務

보험ag ent는 생명보험상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설명을 시작하기 전에 가망고객

에게 생명보험ag ent로서 활동하고 있음을 전달해야 한다. 또한 가망고객에게 보

험agent가 대리하고 있는 보험자의 정식 명칭을 전달해야 한다. 보험agent가 관

여하지 않는 판매상황하에서는 보험자는 그 정식 명칭을 명확히 해야 한다 (제

3209조 (j )).

나) 禁止行爲

⑴ 不實表示, 不實 또는 誤導的 豫想配當, 乘換目的의 不完全比較 (제2123조)

생명보험, 상해·건강보험사업을 주 내에서 영위하는 것을 허가받은 보험자의

ag ent 또는 대리인, 보험중개인 및 기타 어떠한 자도 주 내에서 교부 발행되는

생명보험, 상해·건강보험의 계약에 대해서는 다음에 게기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46).

45) NAIC의 Life In suran ce Disclosure M odel Regulation을 모방한 것이다.
46) 保險者에 의한 表示·比較에 대해서도 동일한 금지사항이 있다 (제42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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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해 계약에 대하여, 계약의 條件이나 給付 또는 長點을 부실하게 표시한 도

면(Illu str at ion ), 안내장(Cir cular ), 진술 (St at em ent ) 또는 각서(M em oran dum )

를 배포하거나 배포를 허가하는 행위

2. 당해 계약에 의거하여 장래 수령할 配當金, 剩餘金의 分配에 대하여 어떠한

부실 또는 오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진술을 하는 행위

3. 당해보험자의 財務狀態 또는 당해보험자의 경영기초가 되는 法定責任準備金

積立方式에 대하여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표시 또는 부실한 표시를 하는 행

위

4. 보험계약을 實效, 沒收(F orfeit ) 또는 解約시키기 위하여 권유하거나, 또는 권

유에 사용할 목적으로 다른 보험자의 보험계약과 불완전한 비교를 하는 행위

그리고 다른 보험자의 보험계약과의 비교도 그것이 뉴욕주 보험법 규칙 제60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교요건에 합치되지 않을 경우에는 불완전한 비교로 간

주된다.

⑵ 差別的 取扱, 特別利益의 提供, 保險料割引 (제4224조)

㈎ 주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生命保險會社 또는 貯蓄保險銀行은 다음에 게기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1. 보험료, 보험료의 지급 또는 반환, 생명보험계약 또는 연금계약에 사용하는

요율, 이러한 것들에 의거하여 지급하는 배당금 또는 기타의 급부, 또는 그러

한 조건에 대하여 동일등급 및 동일 평균여명에 속하는 각 개인간의 不公正

한 差別的 取扱 또는 그것을 허가하는 행위

2. 보험증권 또는 계약서에 명기된 이외의 계약내용으로, 모든 생명보험계약 또

는 연금계약의 체결을 신청하거나 체결하는 것을 알면서도 허가하는 행위. 또

한 보험ag ent도 이와 관련되는 계약의 체결을 신청하거나 체결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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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내에서 傷害·健康保險事業을 영위하는 보험자, 그 임원, 또는 보험agent

및 보험중개인, 또는 그 보험자, 보험ag ent , 보험중개인의 종업원 또는 기타

대리인은 다음에 게기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1. 보험료, 계약수수료, 상해·건강보험계약에 사용하는 요율 등에 기초하여 지

급하는 급부, 그 계약조항 또는 조건, 혹은 기타의 어떠한 태도에 있어서 동

일 등급에 속하는 각 개인에 대한 불공정한 차별적 취급

2. 보험증권 명시사항 이외의 것으로 행하는 어떠한 상해·건강보험계약의 체결

신청 또는 체결을 알면서도 허가하는 것

㈐ 주 내에서 生命保險會社 및 貯蓄保險銀行을 영위하는 보험자, 그 임원, 보험

ag ent , 권유원 (solicit or ) 또는 대리인 및 주 내에서 傷害·健康保險事業을 영

위하는 보험자, 그 임원, 보험ag ent , 권유원(solicit or ) 또는 대리인 및 보험중

개인과 이러한 보험자, 보험ag ent , 보험중개인의 종업원 또는 기타 대리인은

다음에 게기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1. 가망고객에 대한 권유수단으로서, 직·간접을 불문하고 어떠한 주식, 채권 또

는 기타의 유가증권, 그로부터 발생하는 배당 또는 수익, 또는 당해 보험증권

에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는 어떠한 有償의 報酬支給, 供與 또는 提供 혹은

그러한 意思表示를 하는 행위

2. 또는 생명보험계약, 연금계약, 상해·건강보험계약을 포함하여 그러한 것을

제공 또는 매매하거나 혹은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6) 豫想配當

전술한 「豫備情報 (P reliminary Inform ation )」에 있어서는 기본 (주)계약의 10

년간과 20년간 (단, 보험료 납입기간내)의 균등평균 연차배당과 생명보험코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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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를 공시하여야 하며 (제3209조 (e )(6)), 「契約槪要 (P olicy Sum m ary )」에 있

어서는 기본계약과 정기생명보험특약별로 10년간과 20년간 (보험료 납입기간내)

의 균등평균연차배당과 생명보험코스트 지표를 공시하여야 한다 (제3209조

(g )(7)).

또한 「예비정보」에 있어서는 「계약체결후에 코스트 데이터 등을 포함하는

완전한 계약개요가 교부된다는 것이 조언되어야 한다 (제3209조 (e )(7))」는 것을

기술하여야 하며. 「契約槪要」에 있어서는 「配當은 현재의 회사의 배당수준에

의거하는 것으로 保證되지 않는다」는 취지 및 균등평균연차배당의 가까운 곳에

「균등평균연차배당의 使用方法에 대한 설명은 契約者案內 (buy er ' s guide)에 기

재되어 있다」는 취지를 기술하여야 한다 (제3209조 (g )(8))고 규정하고 있다.

7 ) 廣告規制

가) 保險agent 및 保險仲介人에 의한 廣告(제2122조)

보험자가 뉴욕주 보험법 제1313조47)의 재무상황에 관계되는 容認資産

(A dm itt ed A s set )이나 契約者剩餘金 등과 같은 소정의 사항을 광고 등으로 공표

하지 않는 한, 保險agent 및 保險仲介人은 당해 보험자의 財務狀況을 알리기 위

한 목적으로 어떠한 광고, 간판, 팜플렛, 안내장 또는 기타 간행물을 작성, 사용

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보험자가 광고 등을 작성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것에 관계되

는 보험자의 완전한 名稱 및 주된 사무소의 所在地를 명기해야 한다.

47) 保險者에 의한 廣告規制에 대해서는 뉴욕주 보험법 제1313조에서 財務狀況

에 대한 광고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으나, 뉴욕주 보험법 규칙 제34A호에

서 보다 상세하게 규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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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保險會社에 의한 廣告

뉴욕주 보험법 규칙 제34A호는 全美 保險監督官協議會 (Nat ional A ssociation

of In suran ce Com missioner s : NAIC)의 「生命保險 廣告規制에 관한 規則 (Rule

Gov erning th e A dv ertising of Life In surance )」을 채용한 것이다. 이하는

NA IC의 생명보험 광고규제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설명한다.

⑴ 廣告의 範圍

광고의 정의가 광범위하여, 公衆의 생명보험·연금, 특정보험자 및 보험모집인

에 대한 관심을 끌기 위하여 또는 공중에게 생명보험 (연금)계약을 구입·증액·

변경·부활하게 하거나, 혹은 그것을 담보로 한 대출, 해약, 승환, 계속을 유인하

기 위하여 디자인된 모든 광고를 포함한다 (§2 (1)).

媒體의 範圍도 광범위하여, 인쇄되어 출판되는 자료, 시청각 자료 및 「DM ,

신문·잡지, 라디오나 T V의 대본, 게시판 및 기타 유사한 표시 중에 사용되는

보험자 및 모집인이 작성한 文書圖畵」 등이 포함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광고

라고 생각되지 않을 듯 한 것까지 포함되어 있다. 즉, 보험agent의 도입·훈련·

敎育用의 資料로서 공중에게 보험의 구입 등을 유인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것도

포함된다. 또한 세일즈화법, 선물 등으로서 사전에 준비된 것도 포함된다. 단, 보

험회사의 조직 내에서 사용되는 공중에 대한 선전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자료는

제외된다 (§2 (1), (2)).

⑵ 廣告의 形式과 內容規制

광고는 사실에 있어서나 시사하는 바에 있어서 진실되고 또한 구입자 또는 구

입가망자를 현혹시키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4 (1)). 그러므로 광고는 구입자 또

는 구입가망자를 현혹시키거나 또는 기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형식 및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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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이 完全하고 또한 明示的이어야 한다 (§4 (2)).

다른 보험자의 상품·급부·배당·요율에 대하여 不公正한 비교 또는 不完全

한 비교를 해서는 안되며, 또한 다른 보험자, 보험상품, 서비스 및 마케팅방법을

비방해서도 안된다(§5 (22)).

⑶ 廣告中에 要求되는 情報公示

광고는 지급되는 급부, 보험료, 세금의 성격·정도에 대하여 구입자 또는 구입

가망자를 현혹시키거나 기만할 경향·가능성·효과가 있을 경우, 중요한 정보·

관용어·구, 예시 등을 삭제해서는 안된다 (§5 (2)).

"N on - M edical" 등의 용어를 사용하는 광고는 건강에 관한 질문에 대한 해답

여하에 따라 契約締結의 與否가 결정됨을 명확히 해야 한다 (§5 (3)).

생명보험 광고의 경우에는 「생명보험」이라는 것이 타의 記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생명보험이라는 것을 표시해야 한다(§5 (4)).

급부가 증가하는 계약에 대해서는, 그 급부가 無限으로 증가하지 않는다는 것

을 나타내기 위하여 급부의 기한을 표시해야 한다(§5 (4)).

契約者配當에 대한 기술은 계약자를 현혹시키는 것이어서는 안되며, 또한 기

만적인 방법으로 행하여져서도 안된다. 또한 배당이 예시되는 경우에는 보험자

의 현재의 配當水準에 의하여 例示되어야 하며, 그러한 것이 장래에 지급될 배

당의 保證額 또는 豫想額으로 해석되어서는 안된다는 기술을 포함해야 한다 (§5

(15)).

또한 광고 중에 사용되는 推薦狀, 評價書 등에는 이러한 것을 작성한 자와 회

사와의 관계를 표시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5 (17)).

그리고 광고의 사본을 포함하는 파일을 본점에서 보관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이

있으며 (§9 (1)), 또한 광고가 법령을 준수하고 있다는 회사의 인가된 임원에 의

한 증명서를 보험감독청에 신고해야 할 의무도 있다 (§9 (3), §9 (2) 참조).

- 127 -



8) 手數料規制

주 내에서 행하여지는 보험계약의 교섭, 획득, 또는 그것에 관한 기타의 서비

스 또는 당해 보험계약에 의거하는 保險金請求의 査定을 포함하는 기타의 모든

서비스에 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가망계약자로부터 보험료에서 控除할 수 있는

수수료 이외의 報酬를 수취해서는 안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제2119조).

9) 情報公示規制

생명보험(연금, 신용생명보험, 단체생명보험 등을 제외)의 권유, 교섭, 획득에

있어서 가망고객에게 이하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한, 생명보험증권을 발행하

거나 교부해서는 안된다. 또한, 보험증권 교부시에는 계약개요를 교부하여야 한

다 (제3209조).

가) 保險加入者 案內 (Buy er ' s Guide)

「보험가입자 안내」 책자의 交付時期는 請約日 또는 그 이전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 안내책자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생명보험의 구입방법

2. 乘換契約時의 유의사항

3. 보험금액의 選擇方法

4. 적절한 보험종류의 선택방법 (정기보험, 종신보험, 종합보험에 대한 설명)

5. 보험료가 저렴한 保險商品을 선택하는 방법(원가비교지수 설명, 지급보장액과

급부금액 예시표, 원가비교지수의 이용방법)

6. 가입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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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豫備情報 (P reliminary Inform ation )

「예비정보」는 請約日 또는 그 以前에 교부하여야 하며, 예비정보의 기재내

용은 다음과 같다.

1. 보험ag ent의 성명 및 주소

2. 인수보험회사의 명칭 및 소관점포명

3. 基本契約의 명칭, 보험금액, 보험료

4. 제10보험년도 또는 20보험년도 종료시기와 납입완료시기중에서 빠른 시기의

保證解約還給金 總額

5. 계약자대출이 있는 계약인 경우는 契約者貸出條件

6. 생명보험 코스트지수 및 기본계약의 10년, 20년간의 均等平準年次配當

7. Cooling Off48) 규정

다) 保險契約 槪要 (P olicy Sum m ary )

「보험계약의 개요」는 保險證券 交付時에 교부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으며, 다

음과 같은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보험금계약코스트, 給付情報의 설명

2. 보험ag ent의 성명 및 주소

3. 인수보험회사의 명칭 및 소관점포명

4. 기본계약 및 각 特約의 일반명칭

5. 당초 5보험년도 및 생명보험 코스트지수에 기재되어 있는 년도를 포함하여,

60세부터 65세 또는 만기중 빠른 시기의 1년을 포함하는 대표 보험년도의 다

48) 보험계약자가 보험을 계약한 후 일정기간내에 契約을 取消할 수 있는 제도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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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과 같은 금액

① 기본보험계약 연차보험료

② 각 선택조항 특약의 연차보험료

③ 면책사유 이외의 보증사망보험금

④ 연도말의 보증해약환급금총액

⑤ 연도말지급 현금배당액

⑥ 보증생존보험금액

10) 給與制度

생명보험 판매체제의 중심이 되어 있는 보험agent의 給與體系는 일반적으로는

保險料를 基準으로 하고 있으며, 지급항목은 크게 나누어 초년도수수료와 계속

수수료로 구별된다.

가) 初年度 手數料

뉴욕주 보험법에서는 초년도 수수료의 最高限度를 보험료의 55%로 정하고 있

기 때문에 (4228조 (d )(2)), 상품의 종류에 따라 초년도 수수료가 상이하지만 대부

분의 보험회사에서는 55% 정도를 지급하고 있다.

나) 繼續手數料

2년째 이후의 수수료는 契約日에 따라 相異하나, 보험계약의 계속을 조건으로

연간보험료의 10.25%를 상한으로 계속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제4228조

(h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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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生命保險 募集組 織

가 . 生 命 保 險 募 集 組 織 의 體 系

미국의 생명보험회사의 모집·판매조직은 우리나라의 제도와 상이하고 그 정

의나 구분이 명확하지 않는 등 상당히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다. 뉴욕주 보험법

에 있어서는 생명보험의 모집조직을 「保險agent」와 「保險仲介人」 등 두 종

류로 분류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미국 생명보험회사의 모집조직체계는 전속모

집조직 (Career A gent Sy st em )인 「總代理店制度」와 「支社制度」, 독립보험대

리인조직 (In depen dent A gent Sy stem )인 「保險仲介人」과 「個人獨立總代理人

(PP GA )」 및 「特殊판매」 등으로 대별할 수 있다.

미국의 생명보험 모집조직의 체계는 <그림4- 1> 과 같다.

<그림4- 1> 美國의 生命保險 募集組織 體系

총대리점제도 전속모집인(Career A gent )
전속모집조직

지사제도 전속모집인(Career A gent )

보험중개인
보험회사 독립모집조직

개인독립총대리인

직급조직

특수판매 (직접판매, 창구판매, 제휴판매 등)

현재 미국 생명보험회사의 모집·판매조직의 체계는, 특수판매를 제외하고,

「總代理店制度」만에 의한 판매체제를 채택하고 있는 경우와 「支社制度」만

에 의한 판매체제를 채택하고 있는 경우, 그리고 兩制度의 竝行에 의한 판매체

제를 채택하고 있는 경우 등 3가지 형태로 분류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생

명보험회사들은 양제도를 병행한 판매체제를 채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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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專屬募集組織(Career A gent Sy st em )

전속모집조직은 원칙적으로 1개의 保險會社만을 위하여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조직으로서, 그 형태에 따라 총대리점제도와 지사제도로 구분되며 그 산하에는

專屬募集人(Career A g ent )이 소속되어 있다. 전속모집인은 販賣形態에 따라 일

반적으로 Ordinary A g ent , Debit A g ent , Mult iple Lin e A gent 등 3가지로 분류

되고 있다.

Ordinary A gent는 특정한 판매지역을 가지지 않고 생명보험상품의 판매에만

종사하는 P roper형 販賣專業募集人으로서 보험료의 수금은 행하지 않으며, 미국

생명보험 모집조직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보험ag ent이다.

Debit A gent는 일정한 擔當區域을 가지고 그 지역 내에서 생명보험상품을 판

매하며, 또한 보험료의 수금, 기타 각종 서비스를 행하는 보험agent로서 Hom e

S ervice A g ent라고도 한다.

또한 Mult iple Lin e A gent는 생명보험상품 뿐만 아니라 소속되어 있는 보험회

사나 보험그룹내의 손해보험회사가 제공하는 손해보험상품도 취급하는 보험

ag ent이다.

가) 總代理店制度(General A g ency Sy stem )

총대리점제도는 專屬募集組織의 일종으로서, 보험회사가 보험판매지역을 여러

개의 지역으로 구분하여 각 지역의 총대리점과 總代理店契約 (위임계약)을 체결

하고 일정한 全擔地域內에서 보험회사를 代理하여 신계약의 모집권유, 기존 계

약의 보전, 보험료의 수금 및 보상 등의 업무를 대리하게 하는 제도이다. 총대리

점은 이러한 업무에 대하여 보험회사로부터 手數料를 받는다. 총대리점 중에는

複數의 保險會社와 계약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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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대리점은 산하에 Career A gent라는 專屬募集人을 두고 있지만, 보험회사의

지사와는 달리 회사로부터 완전히 獨立된 事業體로써, 산하 Career A g ent의 채

용·교육 등은 총대리점의 自己責任下에 이루어지며, 보험회사는 원칙적으로 이

러한 일에 관여하지 않는다. 주로 中小型 保險會社에서 많이 채용하고 있는 제

도이다.

나) 支社制度 (Branch Office Sy st em )

지사는 보험회사의 종업원인 支社長을 中心으로 운영되는 會社內의 組織으로

서, 지사장은 會社方針에 의거하여 관할지역 내의 보험agent의 관리·지도·교

육 등을 담당한다. 원칙적으로 점포 및 직원관련 경비 등의 支社經費는 회사측

부담이며, 지사장(회사의 피용자)의 급여도 固定給 中心인 경우가 많다. 지사제

도에 있어서의 보험판매는 총대리점제도와 마찬가지로 Career A gent가 담당하

고 있다.

지사제도는 다른 제도에 비해 회사내의 조직이기 때문에 모집인의 관리감독은

쉽지만, 반면에 지사경비 등 固定經費가 많이 들기 때문에 주로 大型保險會社에

서 많이 채택하고 있다.

2) 獨立保險代理人組織(Independent A g ent Sy st em )

가) 保險仲介人 (Brokerag e General A gent )

미국에서는 일반적으로 보험중개인을 「복수의 보험회사에 보험계약을 중개하

는 보험모집인」으로 폭 넓게 해석하고 있다. 뉴욕주 보험법에서는 보험중개인

을 保險仲介人, Ex ces s - Lin e仲介人, 再保險仲介人 등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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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인은 생명보험 및 연금을 취급할 수 없도록 규정 (제2104조)하고 있기 때문

에 뉴욕주의 보험중개인은 生命保險ag ent의 免許를 획득하여 생명보험 및 연금

을 판매하고 있다.

그러므로, 뉴욕주의 보험중개인은 전반적으로 損害保險을 중심으로 영업활동

을 하고 있으며, 생명보험분야에서는 주로 團體保險의 모집활동에 많이 종사하

고 있다.

나) 個人獨立總代理人 (P er son al Produ cin g Gen eral A gent : PP GA )

PP GA는 보험회사와 委任契約을 체결하고 獨自的인 모집활동을 하는 독립된

보험agent로서, 회사로부터 手數料를 받지만 기타의 지원은 받지 않는 것이 일

반적이다. PP GA는 다른 판매채널에 비하여 높은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비교적

熟練된 보험ag ent가 많다.

이 제도는 보급·교육 등의 경비가 들지 않아 경비면에서 유리한 제도이기 때

문에 中小型의 保險會社에서 많이 채택하고 있는 제도이다. 이러한 利點 때문에

대형보험회사들도 PP GA에 대하여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手數料의

水準이 계속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PP GA체제를 再檢討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

고 있다.

3 ) 特殊販賣

미국의 생명보험회사들이 현재 실시하고 있는 특수판매방식에는 直接販賣, 窓

口販賣 및 提携販賣 등이 있다. 현재 특수판매제도는 대리점제도의 보완적 역할

을 하는 것으로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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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生 命 保 險 募 集 組 織 의 現 況

1) 生命保險 募集組織 및 從事者 現況

미국 생명보험 모집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募集組織 및 募集從事者의 數는 보

험모집인이 복수의 보험회사와 계약하고 있는 경우 등이 있으므로 정확한 파악

은 곤란하지만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표4- 2> 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미국의 생명보험 모집조직의 주를 이루는

것은 전속모집조직인 支社制度와 總代理店制度로서, 1992년에는 Ordinary Agent ,

Debit A g ent , Mult iple Line A gent 등의 Career A g ent의 수가 23만 7,834명에

달하고 있다. 그중 Ordin ary A g ent가 116,616명으로 전체agent의 49.0%를 차지

하고 있다.

<표4- 2> 美國의 生命保險 募集組織 및 從事者 現況

(단위 : 명)

구 분 1975 1981 1985 1989 1992

지사·총대리점
(Career A g ent )

Ordinary A g ent 120,536 113,095 109,407 111,848 116,616
Debit A gent 82,055 72,985 68,658 64,791 37,213

Mult iple Line A g ent 46,163 57,057 60,617 64,639 84,005
소 계 248,754 243,155 238,682 241,278 237,834

독립보험대리인
P P GA - - - - 약1만명

보험중개인 - - - - 약4만명

자료 : 주요국의 보험브로커제도 및 관련법규현황,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 1996.

3 등

이와 같이 미국의 생명보험 모집조직은 Career A gent라고 불리는 專屬募集人

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나, 최근 보험중개인 및 개인독립총대리인(PP GA ) 등과

같은 非專屬募集組織이 증가하고 있다. 1992년을 기준으로 보면, 약 1만명의

PP GA와 약 4만명의 보험중개인이 생명보험 모집활동에 종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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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特殊販賣 現況

현재 미국의 생명보험회사들이 채택하고 있는 代表的인 특수판매방식을 類型

별로 나누어 그 대표적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直接販賣

직접판매는 우편(Direct M ail )이나 신문·잡지, 전화 및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

하여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直接販賣方式을 채택하고 있는 대표적인

회사로는 1963년 설립된 USA A (Unit ed S erv ices Aut om obile A s sociat ion )사와

1995년에 설립된 General Life사 등이 있다.

⑴ DM 및 T M에 의한 販賣

1963년 설립된 USAA사는 최초에는 전·현직 미국 군 장교와 그 가족을 대상

으로 電話와 郵便을 통하여 고객과 직접 접촉하여 低費用의 자동차보험을 직접

판매하는 보험회사였다. 그러나, 그 후 旣存顧客을 對象으로 생명보험, 신용카드,

은행상품, 투신상품 등을 직접 판매하는 32개의 금융회사를 거느리고 있는 綜合

金融會社로 성장하였다.

현재 이동성이 비교적 높은 특성을 가진 軍人이라는 標的市場에 집중하여 약

230만명 이상의 고객을 確保하고 있는 USAA사는 1994년 기준으로 미국 전체

직접판매 보험료수입의 1/ 3을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USAA사가 직접판매로 성공하게 된 것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

유가 있었기 때문이다.

첫째, 전화에 의한 직접판매방식은 고객에의 접촉수단이 전화이기 때문에

USAA사는 電話相談員에게 權限과 고객에 대한 충분한 情報를 제공하고 있다.

- 136 -



고객과의 거래내용, 고객의 리스크내용 등 고객에 관한 정보 및 고객이 필요로

하는 정보에 대한 회답 등이 시스템으로부터 제공되어 전화상담원의 단말기에

나타나고 이 정보를 근거로 전화상담원은 고객과의 거래를 전화로 모두 완료하

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

두 번째는 일반적으로 직접판매의 경우는 리스크가 높은 보험을 인수할 가능

성이 많다고 할 수 있으나, USAA사의 경우에는 退役軍人이라는 표적시장만을

상대로 하여 상당히 正確度가 높은 情報를 계속적으로 수집, 정리 및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비교적 정확한 언더라이팅이 가능하였다.

USAA사는 전통형 개인보험과 유니버설보험 및 연금보험상품을 직접판매방식

을 통하여 판매하여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 동사는 3%내외의 解約率을 유지

함으로써 안정적인 保險料收入을 얻고 있으며 업계평균을 훨씬 상회하는 10%

내외의 營業利益을 기록하고 있다. 또한 동사는 매우 보수적인 危險引受로 높은

死差益을 기록하고 있다.

⑵ 인터넷에 의한 販賣

Liberty F inancial사는 세계최초로 인터넷전용 생명보험상품인 연금상품을 개

발하여 1995년 1월부터 자회사인 Indepen dence 생명·연금보험회사를 통하여 판

매하고 있다. 이 상품은 고객이 니드에 따라 4가지의 料率을 選擇할 수 있는 利

率保證年金商品으로 인터넷을 통하여 가입할 수 있다.

또한, 미국의 General Am erican Life사의 子會社로서 1995년말에 설립된

Gen eral Life는, 전체직원이 12명인 소규모의 보험회사로서 인터넷을 보험상품의

販賣채널로 特化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회사이다. 기존의 우편 또는 전화를 통

하여 판매하던 直接反應 販賣方式을 인터넷에 응용하고 있는 동사는, General

Am erican Life사가 기존보험시장을 유지하면서 最新의 販賣技術을 응용평가하기

위하여 설립하였다.

- 137 -



이 회사는 판매업무를 제외한 홍보, 인적자원관리, 연금관리 등은 母會社에 맡

기는 등 판매업무 이외의 대부분의 업무를 外注에 依存하고 있는 假想保險會社

이다.

동사는 S outh ern Illin ois대학의 교내시설과 인력을 이용하고, 기타 관리기능은

외주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동사의 비용구조는 固定費와 變動費의 비율이 20

대 80으로 변동비의 비율이 훨씬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비용구조가

80대 20인 기존사의 경우와 정반대이다.

이 회사는 50세 이상의 직장인, 전문직업인 및 관료 등과 같이 상당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高學歷의 인터넷 사용자들을 目標顧客으로 하고 있다. 이 회사에

서 취급하고 있는 보험상품은 3단계 사망보험과 지수연계형 연금상품이며, 최근

에는 유니버셜보험의 認可申請을 해두고 있다. 인터넷을 통하여 판매되는 이 상

품들은 契約期間이 4년, 8년, 18년으로 5년, 10년, 15년인 전통형상품과 차별화하

고 있다.

나) 提携販賣

제휴판매방식으로는 損害保險會社와 제휴하는 방법과 銀行 등의 타금융기관과

제휴하는 방법 등이 있다.

손해보험회사와 제휴하여 생명보험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대표적인 회사로는

스테이트팜 자동차상호보험회사의 子會社로서 1929년 설립한 스테이트팜생명보

험회사를 들 수 있다. 동사는 母會社인 스테이트팜 자동차상호보험회사와 提携

하여 생·손보상품을 相互販賣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제휴판매를 통하여 동사는 사업비를 대폭 절감하여 事業費率面에

있어서 업계 最低圈에 속하고 있다. 1994년도 전반에는 사업비율이 33.7%로서

업계평균인 39.7%보다 6% 정도 낮은 수준이었으며, 3대 대형 생명보험회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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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서는 훨씬 낮은 사업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3 ) 銀行 등의 保險販賣

미국에서의 은행의 보험상품판매는 일반적으로 유럽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발

전이 매우 뒤진 상태이다. 이는 미국에서는 은행의 公共的 性格 때문에 은행경

영의 안전성, 건전성 확보 및 信用秩序를 유지하기 위하여 은행업과 타금융업을

원칙적으로 분리하여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1916년 제정된 聯邦銀行法에서는 고객의 便利性을 확보하고 중소은행

의 收益을 확보해 주기 위하여, 은행의 신용보험 판매 및 인수업무와 인구 5천

명 이하의 소도시에서의 保險代理店業務를 예외적으로 인정하였다. 또한 1995년

2월에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은행의 年金保險販賣가 허용되었다.

이에 따라 현재 미국에서 보험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은행은, 미국은행협회

(Am erican Banker s In st itut e : ABI)의 자료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4,088여개에

이르고 있으며, 은행의 보험상품판매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국은 주별로 은행의 保險業進出에 대한 규제가 상이하지만 대체적으로 危險

의 引受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반면, 商品의 販賣에 대해서는 매우 제한

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현재 은행을 통하여 보험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생명보험회사의 사례를 살펴보

면, 1994년에 IT T H artford사가 은행을 통하여 15억 달러의 年金保險商品을 판

매하여 선두주자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며, 1996년 3월에는 은행을 통하여 개

인생명보험을 판매하기 위하여 別途의 販賣組織을 구성하였다.

또한, A etna Life In suran ce & Annuity Co.의 F in an cial In st itu tion s Group은

7개의 은행과 신규 판매계약을 체결하였고, Prudential In suran ce Co. of

Am erica와 M etropolitan Life In suran ce Co. 는 은행을 이용한 보험상품판매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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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척하고 있다.

메트로폴리탄 생명보험회사는 캘리포니아주에 150개의 은행지점과 22개의 貸

出專門支店을 가지고 있는 그렌델국립은행과 캘리포니아주 내에 있는 동 은행의

지점을 통하여 생명보험상품을 판매하기로 하는 協約을 締結하였다.

동 合意文書의 내용에 의하면, 그렌델은행의 선발된 지점의 로비에 메트로폴

리탄 생명보험회사가 專門販賣職員을 派遣하도록 되어 있으며, 메트로폴리탄 생

명보험회사와 그렌델은행의 자회사인 그렌피드 인슈어런스 서비스사가 협조하여

顧客紹介 시스템을 포함하는 生命保險 販賣體制를 構築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동 은행을 통하여 종신보험, 정기보험, 변액보험 등과 같은 個人保險商品을 판매

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 生 命 保 險 募 集 組 織 의 實 績

1) 生命保險市場 槪況

미국의 생명보험시장은 <표4- 3>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新契約件數 및 新

契約保險料가 매년 증가하여 왔으나, 1995년도에는 신계약건수 및 신계약보험료

가 전년도에 비하여 약간 감소하였다.

생명보험의 신계약 현황을 保險種類別로 살펴보면, 1995년의 個人保險의 신계

약건수는 전년대비 3.7% 감소한 1,338만건으로 전체 신계약건수의 42.5%를 차지

하고 있으며, 신계약보험료는 전년도 보다 0.6% 감소한 1조 1,013억 달러로 전체

신계약보험료의 65.6%를 차지하고 있다. 團體保險의 경우는, 신계약건수는 전년

도에 비하여 0.2% 증가하였으나 신계약보험료는 전년도에 비하여 9.3%나 감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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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 3> 美國의 生命保險新契約 現況

(단위 : 천건, 백만달러)

년도
개인보험 단체보험 총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991 13,583 1,041,706 16,230 573,953 29,813 1,615,659
1992 13,452 1,048,357 14,930 440,143 28,382 1,488,500
1993 13,664 1,101,476 17,574 576,823 31,238 1,678,299
1994 13,894 1,107,448 18,061 549,984 31,955 1,657,432
1995 13,380 1,101,349 18,105 499,024 31,485 1,600,373

자료 : Life In surance F act Book , 1996년, 미국생명보험협회

2) 生命保險 募集組織別 實績

개인보험의 신계약보험료를 기준으로 생명보험의 販賣組織別 市場占有率을 살

펴보면, < 표4- 4>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개인생명보험의 판매에 있어서는

專屬募集組織인 Career A gent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1995년도 판매조직별 시장점유율을 보면, Career A g ent가 개인생명보험 신계

약보험료의 57%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중 Ordin ary A g ent가 41% , Mult iple

Lin e A gent가 11% , Debit A g ent가 5%의 시장점유율을 나타내고 있다. 그 다음

으로 보험중개인이 27%를 차지하고 있으며, PP GA는 15% , 직접판매는 1%를 차

지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개인생명보험 모집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Career A g ent의 시장

점유율은 매년 감소하고 있는 반면, 保險仲介人이나 個人獨立總代理人(PP GA )의

시장점유율은 매년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즉 1986년도에 전체 개인보

험시장에서 62%의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던 Career A gent가 1992년에는 57%로

하락한데 반하여, 보험중개인 및 개인독립총대리인의 시장점유율은 36%에서

42%로 상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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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 4> 美國의 生命保險 募集組織別 個人生命保險 新契約保險料 占有率

(단위 : % )

구분 1986 1986 1989 1992

총대리점·지사
(Career A gent )

Ordin ary A gent 42 38 40 41
Debit A g ent 15 13 5 5

Mult iple Lin e A gent 5 5 11 11
소 계 62 56 56 57

독립보험대리인
PP GA

36 43 43
15

보험중개인 27
직접판매·기타 2 1 1 1

합계 100 100 100 100

자료 : LIMRA Research , 각년도, LIMRA

이와 같이 전속모집조직의 시장점유율은 감소하고 있는데 반하여 독립모집조

직의 시장점유율이 증가하는 것은, 生命保險會社側에서 보면 전속모집조직의 육

성에 經費負擔이 높아졌기 때문에 전속모집조직의 육성을 피하고 충분한 판매력

을 가진 獨立的인 형태의 판매조직을 활용하는 경향이 커졌기 때문이라 할 수

있으며, 또한 保險募集組織側에서 보면 독립보험대리인이 보다 유리한 手數料

支給體制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고객의 다양한 니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복

수회사의 상품을 취급하는 것이 유리하였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미국의 직접판매, 창구판매 및 제휴판매 등을 이용한 特殊販賣方式에 의한 생

명보험 상품판매는 新契約保險料를 基準으로 보면 전체 개인생명 보험료의 1%

에 불과하여 아직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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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2節 英國

1 . 生命保險 募集制 度의 發展過程

영국에 生命保險募集人이 최초로 등장한 것은 18세기 후반으로, 1762년에 영

국 최초의 近代的인 生命保險會社인 E quit able S ociety가 설립되면서부터이다.

그 동안 영국에서는 友愛組合 (F rien dly S ociety )49)이나 최초의 生命保險組合인

Am icable S ociety 등이 組合員間의 相互扶助를 목적으로, 한정된 조합원을 대상

으로 단기성 생명보험상품을 판매하여 왔으나, 그 후 Equitable S ociety사가 장

기성 보험상품을 판매함으로써 競爭體制가 형성되었다. 이에 따라 생명보험모집

인이 출현하게 되었으나, 모집인을 통한 판매규모는 극히 미미하였다.

이와 같이 출현한 保險募集人組織은 19세기 초반에 신규로 생명보험사업에 진

출한 몇몇 보험회사들이 고객에 대한 정보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辯護士나 銀行

등을 생명보험판매에 활용하기 위하여 保險募集人으로 委囑함으로써 더욱 확대

되었다.

그 이후 19세기 중반부터 下層 勞動者를 대상으로 저렴한 보험료로 사망급부

를 행하는 簡易保險 (In du str ial A s suran ce)50)을 취급하고, 또한 모집인에 의하여

신규가입자를 모집하고 수금을 행하는 Collecting S ociety라는 友愛組合이 등장

하여 급속하게 발전하였다.

이에 따라, 1848년에 설립한 Prudent ial A ssurance사는 Collecting S ociety가

49) 우애조합은 조합원의 질병이나 노령, 실업, 퇴직으로부터의 自衛를 도모하고,

부양가족의 생활보장을 위한 組合員間의 相互扶助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로서, 19세기에 전성기를 맞이하였으나, 제2차 세계대전이후 영국이 福祉國

家로 성장함에 따라 그 중요성이 저하되어 1945년에 2,740개에 달하였던 조

합이 1988년에는 467개 조합으로 대폭 감소하였다.
50) 간이보험은 勞動者를 對象으로 판매되었기 때문에 Indu str ial A s surance 라

고 불리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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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위하고 있던 簡易保險事業에 참여하여 1854년부터 간이보험을 판매하기 시작

하였으며, 우애조합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專屬募集人을 雇用하

여 直接販賣 (Dir ect S ellin g )51)를 실시하였다. 이로 인하여 생명보험회사에 의한

專屬募集人制度가 최초로 도입되었다.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연금보험과 단체생명보험사업이 발전함에 따라

그 동안 손해보험사업을 영위하고 있던 大型 保險仲介人들은 생명보험 및 연금

보험관련 子會社를 設立하여 生命保險事業에 본격적으로 進出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생명보험분야에도 保險仲介人이 등장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발전과정을 거친 영국의 생명보험 모집조직은 그 후 매우 다양한

형태로 발전되어 왔으나, 1986년의 金融서비스法 (F inancial S ervices A ct 1986 :

F SA )52)이 제정되기 이전까지는 이러한 모집조직을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법

률이 거의 없었다. 그러나, 그 후 금융서비스법이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다양

한 형태의 保險仲介者(In suran ce Interm ediary )53)들은 특정 보험회사나 금융서비

51) Direct S elling이란 전속모집인이나 급여제의 내근직원을 통하여 보험회사가

직접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52) 1986년에 제정되어 1988년에 시행된 금융서비스법은, 영국정부가 金融의 國

際化에 대응하기 위하여 제정한 새로운 金融規制·制度 改革法이다. 이 새로

운 개혁법은 증권제도의 대개혁을 중심으로 한 金融自由化를 단행하는 동시

에, 投資者保護를 최대의 목표로 하여, 전금융기관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될 새로운 金融規制體制를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무역산업부장관은 증권·

투자위원회 (SIB )와 투자마케팅위원회 (MIBOC)라는 두 개의 自律規制機關을

창설하여 두 기관의 위원장을 맡을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그

후 MIBOC는 SIB에 흡수 합병되었다.
53) ① In t erm ediary 는 仲介人 또는 代理人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A g ent나

Broker가 여기에 해당되나, 영국의 「1986년 금융서비스법」하에서는 등록

보험브로커 (Regist er ed In surance Brok er ), 독립금융중개자 (In depen dent

F in ancial A gent ), 은행, 주택금융조합, 회계사, 변호사 등도 포함하는 광범

위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② In suran ce Int erm ediary 는 保險仲介人 또는 保險仲介業者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영국에서는 주로 A g ent나 Broker를 지칭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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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그룹에 소속되어 있는 會社代理人 (Com pany Represent ativ e)54) 또는 指定代理

人 (Appointed Represent at iv e )55)과 특정 보험회사와는 완전히 독립된 獨立仲介者

(Indepen dent Int erm ediary )로 양극화되었다.

2 . 生命保險 募集制 度

가 . 生 命 保 險 募 集 規 制 및 監 督 體 系

1) 募集規制體系

영국의 경우에는 보험모집조직에 대하여 규제하는 單行法은 없으나, 금융서비

스업자에 대한 包括的이고 基本的인 原則과 규제시스템 등을 명확하게 규정한

금융서비스법이 제정되어 있다.

동 금융서비스법은 기본적으로는 自律規制라는 영국에 있어서의 전통을 존중

하는 동시에, 한편으로는 그러한 자율규제가 유효하게 기능하도록 법률에 의하

여 自律規制機關을 감시하는 統轄的 監視機關인 증권투자위원회(S ecurit ies and

Inv estm ent s Board : SIB )56)를 설치하고, 자율규제가 충분히 기능하지 않을 경

험중개인이 일반적으로 보험Broker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으므로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Int erm ediary를 保險仲介者 로 표현하기로 한다.
54) 회사대리인은 특정 보험회사의 보험상품만을 판매하는 모집인으로서, 一社專

屬募集人 또는 保險會社販賣代理人 등으로 불리고 있다. 생명보험회사의 피

고용인, 생명보험회사의 자가경영대리인 (agent ), 지정보험대리인의 피고용인

및 지정보험대리인의 자가경영대리인 (ag ent ) 등이 회사대리인에 해당한다.
55) 지정대리인은 하나의 금융서비스그룹을 위하여 생명보험상품을 판매하는 事

業者겸 募集人으로서, 주로 은행이나 주택금융조합 및 대형 부동산업자가 지

정보험대리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 지정대리인의 敎育, 免許取得 및 資金支

援 등은 지정대리인을 지정한 생명보험회사가 책임을 진다.
56) 증권투자위원회는 금융서비스법에 의거하여 무역산업부 (Dept . of T rad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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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는 최종적으로 法律上의 拘束力이 미치도록 시스템이 짜여져 있는 것이 특

색이다. 이 때문에 금융서비스법에 의거한 새로운 규제·감독시스템은 「法律範

圍內에서의 自律規制」로 불리고 있다.

생명보험의 모집영역에 대해서도 금융서비스법에 의거하여 작성된 자율규제기

관의 규칙에 의하여 규제하고 있다.

2) 募集監督體系

영국에서는 보험모집에 대한 監督機關 및 自律規制機關이 다음과 같이 3가지

로 분류된다.

가) 證券投資委員會 (S ecurities an d Inv estm ent s Board : SIB )

증권투자위원회는 자율규제기관 (SRO)과 공인전문직업인단체(RPB )의 上位機關

으로서, 이러한 기관에 대한 承認을 통하여 監督的인 役割을 함과 동시에 자율

규제기관이나 공인전문인단체의 규제·감독을 받지 않는 投資事業者에 대하여

직접 규제 및 감독을 하고 있다.

나) 公認自律規制機關 (S elf- Regulat ory Org anizat ion : SRO)

공인자율규제기관은 증권투자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各 投資事業 分野別로 규

제 및 감독을 행하는 自律規制團體로서, 여기에는 개인투자위원회 (P er son al

Inv estm ent Auth ority : PIA ), 투자관리 자율규제협회(Inv estm ent M anagem ent

In du stry : DT I) 장관으로부터 投資事業 全般에 대한 포괄적인 規制·監督

권한을 이관받아 정부기관으로부터 독립한 民間機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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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ulat ory Org anisation : IMRO), 증권업협회 (T he S ecurities A ssociation :

T SA ) 및 선물중개인·딜러협회(A ssociat ion of F utures , Broker s an d Dealer s ,

Lt d. : AF BD ) 등 4개의 기관이 있다57).

⑴ 個人投資委員會(P er sonal Inv estm ent Authority : PIA )

증권투자위원회 산하의 個人投資者 保護를 위한 자율규제단체인 개인투자위원

회는, 1994년에 생명보험·유니트투자신탁 자율규제협회 (Life A s surance an d

Unit T ru st Regulat ory Org anizat ion : LAUT RO)58)와 금융중개·자문·중개인

자율규제협회 (Financial Interm ediaries, Manager s and Broker s Regulatory

A ssociation : F IMBRA )59)의 통합에 의하여 설립되었다.

PIA가 설립되기 이전에는, 금융서비스법에 의거하여 생명보험의 중개자가 會

社代理人 또는 指定代理人과 獨立仲介者로 양극화됨으로써, 회사대리인 및 지정

대리인은 LA UT RO에 의하여, 독립중개자는 F IMBRA에 의하여 각각 규제 및

감독을 받아 왔다.

그러나 생명보험의 판매가 적절한 설명없이 행하여짐에 따라 다수의 보험계약

자가가 피해를 입는 등 社會的으로 많은 問題가 발생하였으며, 또한 자율규제단

체가 보험계약자의 이익보다는 보험회사나 은행 및 보험중개인 등과 같은 업계

57) 종전에는 SIB산하에 LAUT RO, F IMBRA , IMRO, T SA , AF BD 등 5개의 기

관이 있었으나, 1994년에 LA UT RO와 F IMBRA가 통합되어 PIA가 설립됨으

로써 4개 기관이 되었다.
58) LAUT RO는 생명보험회사 (공제조합 포함)와 유니트 투자신탁회사가 1986년

에 설립한 自律規制機關으로서, 회원인 생명보험회사, 우애조합, 유니트 투자

신탁회사 등을 대상으로, 專屬代理人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생명보험, 연금

및 유니트 투자신탁의 販賣活動 등을 규제하던 기관이다.
59) F IMBRA는 증권딜러를 규제하는 단체였던 NA SDIM의 후속단체로서, 1986

년에 금융서비스법이 제정됨에 따라 公認自律規制機關이 되었다. 이 단체에

서는 개인을 위한 주식중개인이나 투자어드바이저, 생명보험·유니트투자신탁

의 중개·조언을 행하는 중개인 등과 같은 독립중개자를 규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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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이익을 대표하고 있다는 批判이 강하였기 때문에, 영국 정부와 증권투자위원

회는 個人投資者의 保護를 강화하기 위하여 1994년에 LAUT RO와 F IMBRA를

통합하여 PIA를 설립하였으며, LAUT RO와 F IMBRA 및 IMRO의 제규칙을 통

합하여 PIA規則 (PIA Rules 1994)60)을 制定하고 1995년 1월부터 시행하였다.

이에 따라 종래에 LAUT RO와 F IMBRA에 의하여 규제를 받고 있던 회원들은

물론이고, IMRO에 의하여 규제를 받고 있던 회원중 일부의 회원도 P IA의 규제

를 받게 되었다61).

⑵ 投資管理 自律規制協會 (Inv estm ent M anag em ent Regulat ory Organisat ion )

투자관리 자율규제협회는 금융서비스법하에서 은행이나 보험회사 및 연금기금

등의 資産運用管理者나 유니트 投資信託 運營管理者 및 집합적 투자계획의 投資

諮問家 등을 자율적으로 규제하는 단체이다.

⑶ 증권업협회 (T he S ecurit ies A ssociat ion )

증권업협회는 런던증권거래소 (London St ock Ex ch ang e : LSE )와 국제증권규

제기구 (Int ernat ion al S ecurit ies Regulat ory Organisat ion : ISRO)에 의하여 설립

된 自律規制機關으로서, 런던증권거래소 회원과 유로채 국제자본시장에서 활약

하고 있는 회사 등이 회원으로 되어 있다. 이 단체는 유가증권, 선물, 옵션의 매

매나 投資管理의 諮問을 행하는 회사를 규제하고 있다.

60) P IA규칙은 PIA의 회원인 생명보험회사, 우애조합, 유니트 투자신탁 운영관

리자, 공인된 해외집단투자제도의 운영자 및 영국에서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외국보험회사 등과 같은 商品供給者(Produ ct Provider s )와 獨立仲介者

(Independent Int erm ediaries )들의 투자업무와 재무상태 등에 대하여 규제하

고 있다.
61) P IA에서도 종전과 같이 회사대리인 및 지정대리인과 독립중개자를 구분하여

규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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⑷ 先物仲介人·딜러協會(A ssociat ion of F utures , Broker s an d Dealer s , Lt d.)

선물중개인·딜러협회는 옵션·先物중개인을 규제하는 자율규제단체이다.

다) 公認專門職業人團體(Recognized Profes sional Body : RPB )

公認專門職業人團體는 증권투자위원회 (SIB )로부터 승인을 받아 변호사나 회계

사 등 특정한 전문직업인이 副業的으로 營爲하는 투자사업을 規制·監督하는 전

문직업인들의 단체로서, 영국에는 현재 12개의 단체가 있다.

<표4- 5> 英國의 保險監督法規, 監督對象 및 監督·自律規制機關

감독법규 감독대상 감독·자율규제기관

·1982년 보험회사법 ·보험회사

·1975년 보험계약자보호법 ·보험회사

·1977년 보험중개인 (등록)법 ·보험중개인이라 칭하는 자 ·IBRC

·1986년 금융서비스법
(1986년 회사법에 의거하
여 일부개정)

·생명보험회사 ·PIA . SIB
·보험중개인 등의 독립보험

중개업자
·PIA , SIB, (RP B )

·전업보험agent 등의 회사
대리인

나 . 生 命 保 險募 集 關 聯 法規

1) 登錄 및 免許

가) 槪要

영국의 경우에는 생명보험의 중개자에 관한 包括的인 등록 및 허가제도가 존

재하지 않으나, 生命保險商品이 금융서비스법상의 投資商品으로서 規制되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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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生命保險仲介者가 생명보험상품을 취급하기 위해서는 金融서비스法과 保險

仲介人 (登錄)法(In suran ce Brok er s (Regist r ation ) A ct )62)에 의하여 自律規制機關

에 등록하여야 한다.

나) 規制

⑴ 保險仲介人 (登錄)法에 의한 規制

독립중개자중 보험중개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보험모집을 행하려고 하는

자는 보험중개인(등록)법에 의거하여 설치된 保險仲介人登錄協議會 (In suran ce

Broker s Registr at ion Council : IBRC)63)에 보험중개인으로서 登錄하여야 한다

(IBRC법 제2조). 또한 보험중개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IBRC의 등록부에 게재하

여야 한다.

⑵ 金融서비스法에 의한 規制

금융서비스법과 이 법에 의거한 자율규제규칙은 보험중개자를 「會社代理人」

또는 「指定代理人」과 「獨立仲介者」의 두 가지로 명확히 나누어 규제하고 있

다 (금융서비스법 제44조, SIB T h e Core Con du ct of Bu sin ess Rules 4, 13, PIA

규칙)

62) 이 법률이 제정된 배경은, 1970년대에 실제로는 특정한 보험회사의 專屬代理

店이었음에도 불구하고 保險仲介人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

한 대리점이 있었으며, 그 소속 보험회사가 倒産함으로써 그 대리점을 통하

여 보험을 계약하였던 사람들이 커다란 피해를 입었던 것이 계기가 되었다.
63) 보험중개인등록협의회는 保險仲介人業界를 대표하는 평의원과 貿易産業部長

官으로부터 지명된 평의원 (변호사, 회계사, 소비자대표 각 1명을 포함한다)으

로 구성되어 있다. 보험중개인등록법(1977년)에 의하여 保險仲介人이라는 명

칭을 사용하는 자는 IBRC에의 등록이 의무화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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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會社代理人 및 指定代理人의 任命·登錄

회사대리인 및 지정대리인 자체는 PIA의 회원이 아니고64), 금융서비스법상의

인가도 필요로 하지 않으나, 그 자를 自社의 代理人으로서 임명한 PIA의 회원인

보험회사 등은 회사대리인 및 지정대리인을 PIA의 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PIA규칙).

㈏ 獨立仲介者의 認可·登錄

獨立仲介者가 되기 위해서는 직접 SIB의 인가를 받거나, 또는 PIA의 회원자격

을 취득하여야 한다. 또한 독립중개자중 獨立副業仲介者는 그가 소속되어 있는

전문직업인단체가 공인전문직업인단체(RPB )로서 승인을 받고 있고, 또한 投資業

務로부터의 收入이 일정비율 이하인 경우에는, RPB로부터 인가를 받는 것도 선

택할 수 있다.

따라서, 보험중개인은 상기 IBRC에의 등록에 부가하여 SIB , PIA 또는 RPB로

부터 인가를 받아야 한다(금융서비스법 제3조).

다) 登錄要件

⑴ 保險仲介人 (登錄)法에 의한 規制

IBRC에 등록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은 일정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에

한한다65).

64) P IA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자는,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 우애조합, 유니트 투

자신탁회사, 공인된 해외집단투자제도의 운영자 및 영국에서 합법적으로 운

영되고 있는 외국보험회사 등과 같은 상품공급자나 독립중개자 등이다.
65) 보험중개인의 事業繼續要件은 다음과 같다 (동법 제11조).

① 보험중개인은 최저 1,000파운드의 運轉資金 및 동액의 支給餘力 (solv ency

m argin : 자산가액에서 사업의 부채액을 공제한 액)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 151 -



㈎ 個人

보험중개인이 되고자 하는 자가 개인일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한가지 요건을

충족하고 있어야 한다 (동법 제3조)

1. IBRC가 인정하는 敎育機關에서 부여하는 자격을 취득하고 있는 동시에, 보험

중개인의 업무에 대하여 충분한 經驗을 가지고 있는 자. 구체적으로는 영국의

보험에 관한 교육기관인 公認保險硏究所 (Ch arter ed In surance In st itut e : CI

I)66)의 A ssociat eship이나 F ellow ship의 자격(일정한 자격시험이 있음)을 가지

② 특정한 보험회사에 付保가 集中하는 것을 防止하기 위하여 부보하는 보

험회사가 4개사 이하인 경우 또는 보험회사 1개사로부터 수취하는 중개

인수수료가 당해 보험중개인의 전 수입의 35%를 초과하는 경우는 부당

하게 특정한 회사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에 관한 證明書를

IBRC에 제출해야 한다.

③ 고객으로부터 수취한 금전은 자기의 자산과 구별하여 개설된 銀行口座에

預置하여야 하는 동시에, 거래의 내용을 표시하고 증명하는 소정의 計定

記錄을 유지해야 한다.

④ 영업내용을 진정하고 또한 공정하게 나타내기 위한 소정의 정보를 포함

하는 재무제표를 소정의 간격으로 IBRC에 제출해야 한다.

⑤ 보험중개인 및 그 사용인 (前使用人도 포함한다)에 의한 민사상의 책임에

대한 求償에 대응하기 위하여 중개인은 「專門職業人賠償責任保險」 (1사

고당 최저보상액은 25만 파운드 또는 전년도 브로커수수료 수입의 3배중

고액)에 가입해야 한다.

⑥ 보험중개인의 부정행위에 의하여 손해를 입은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損害賠償基金을 IBRC가 마련하여, 그 기금에 충당되는 賦課金을 등록보

험브로커에게 부과하는 懲罰節次나 등록부에서의 削除 등에 관해서도 규

정하고 있다.
66) 공인보험연구소는 1897년에 설립된 국제적인 保險·金融 專門敎育機關으로

서, 1986년 금융서비스법이 제정됨에 따라 기초수준자격 (제1단계)으로서 전

보험스탭자격 과정인 「實務機能檢證(COP )」과 금융중개인자격 과정인 「

F inan cial Plannin g 認證 (F P C)」 등 각 자격제도를 마련하였다. 각 과정의

제2단계는 「保險實務認證 (CIP )」과 「上級F P認證 (AF P C)」인데, 이 단계를

종료한 자는 3년간의 학습기간과 시험합격에 의하여 準會員 (A CII)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으며, A CII취득후 3년간의 전문직원으로서의 실적을 쌓고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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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자가 여기에 해당한다.

2. 5년간 이상 보험중개인으로서 (또는 2개사 이상의 보험회사 상근대리점으로

서) 사업을 행하였거나 그러한 사업을 행하고 있는 자, 또는 보험회사에서 5

년이상 근무하고 보험중개인의 업무에 충분한 實務經驗을 가지고 있는 자

3. IBRC가 인정하는 영국 이외의 국가의 보험중개인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로,

보험중개인의 업무에 충분한 實務知識을 가지고 있는 자

4. IBRC가 인정하는 자격을 가지고, 3년이상 보험중개인으로서 (또는 2개사 이

상의 보험회사의 상근대리점으로서) 사업을 행하고 있는 자

5. IBRC가 인정하는 자격을 가지고, 5년이상 보험중개인으로서 (또는 2개사 이

상의 보험회사의 상근대리점으로서) 사업을 행하고 있는 자의 사용인 또는

보험회사의 사용인으로서 3년이상 근무하고 보험중개인의 업무에 충분한 실

무경험을 가지고 있는 자

6. IBRC가 인정하는 자격을 가지고, 3년간 보험중개인으로서 사업을 행하고 있

는 자와 동등한 보험사업에 대한 지식과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는 자

7. 로이드의 평의원회에 의하여 로이드중개인으로서 인정받은 자 또는 로이드중

개인조합의 組合員인 자

㈏ 法人

보험중개인이 되고자 하는 자가 법인일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한가지 요건을

충족하고 있어야 한다 (동법 제4조)

1. 임원의 과반수가 登錄保險仲介人일 것 (임원이 1명뿐인 경우는 그 자가 등록보

험중개인일 것. 2명이상인 경우는 그 중 1명이 등록보험중개인이고, 또한 그

자의 관리하에 법인의 사업이 운영되고 있을 것)

자기의 전문지식에 관련된 학위논문을 제출하면 正會員(F CII)의 자격을 취

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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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로이드의 평의원회에 의하여 로이드중개인으로서 인정받은 자

⑵ PIA規則에 의한 規制

㈎ 會社代理人

PIA의 회원은, 특정인을 자사의 회사대리인으로 임명하기 위해서는 合理的인

根據下에서 그가 善良한 品性의 소유자이고 필요한 資質을 갖추고 있는지를 확

인해야 하며, 또한 회사대리인이 되고자 하는 자가 PIA의 다른 회원이나 SRO,

RP B, SIB 등의 기관 및 단체나 保險契約者 補償制度, 또는 그 자가 대리인이라

는 이유로 先金을 지급한 다른 어떤 자에 대해서도 債務가 없음을 확인해야 한

다67).

그리고 회사대리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PIA의 회원에 대하여, PIA가 규정하

고 있는 情報資料와 가장 최근의 회원과 마지막 고용자가 발행하는 충분하고 정

확한 證明書(r eferences )를 제공하여야 한다.

㈏ 指定代理人

PIA 회원은, 特定人을 자사의 지정대리인으로 임명하기 위해서는 지정대리인

이 되고자 하는 자의 監事, 理事 및 管理者가 선량한 성품과 적합한 能力을 가

지고 계약에 의한 마케팅활동을 하는데 적당한 자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회사대리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指定代理人이 되고자 하는 자가 特定한 債務가

없음을 확인해야 하는데, 이러한 규정들은 지정대리인의 감사와 이사 등에 대해

서도 적용된다.

그리고 지정대리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PIA의 회원에 대하여, PIA가 규정하

67) 1천파운드를 초과하지 않는 부채, 住宅購入貸出에 의한 부채 및 투자상의 사

업이 아닌 사업상 발생한 부채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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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정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 獨立仲介者

독립중개자가 PIA의 會員資格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적격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1.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상의 投資事業을 영위하는데 적절하고 타당한 자일 것

(재무상황이나 업자로서의 능력 등의 심사가 포함된다)

2. 신청자의 임원, 지배인, 관리자가 적절하고 타당한 자일 것

3. 신청자의 업무가 사려 깊은 방법으로 행하여지고 있거나 또는 행하여 질 것

4. 신청자가 P IA의 목적을 지지하고, P IA의 이익을 해치는 행동을 하지 않을 것

5. 다음과 같은 자들이 적절하고 타당한 자격요건을 가진 자이며 PIA의 등록부

에 개인으로 등록될 것

① 개인사업주인 경우는 본인

② 회사조직인 경우는 각 임원

③ 파트너십 형태인 경우는 각 파트너

④ 기타 실제로 고객과의 거래에 종사하거나, 고객에게 자문하는 활동에 종

사하는 자

라) 登錄期間

보험중개인의 등록기간은 1년이며, 매년 更新하도록 되어 있다.

마) 登錄手數料

보험중개인으로서 등록하기 위해서는 소정의 등록수수료를 保險仲介人登錄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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議會에 納付하여야 한다.

바) 營業保證金 및 賠償責任保險

⑴ 營業保證金

영국의 경우 보험중개인의 영업보증금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는 반면,

資本金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보험중개인은 최저 1천파운드의 運轉

資本과 최저 1천파운드의 支給餘力을 유지하여야 한다(IBRC법 제11조(1), IBRC

계산·업무요건규칙 제3조, 제4조).

⑵ 賠償責任保險

영국의 보험중개인은 보험중개업무와 관련하여 중개인 자신 및 종업원 (前從業

員도 포함)의 과실로 인한 民事上의 責任을 담보로 하는 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

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保險期間은 1년 이상이며, 保險加入金額은 한 사고당 25만 파운드, 보험기간중

50만 파운드에서 500만 파운드를 한도로 1년간 수수료 총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저한도로 하고 있다.

2) 資格試驗

영국은 보험agent나 보험중개인에 대한 자격시험제도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보험중개인에 대해서는 1997년 1월부터 義務試驗制度를 도입할 예정으로

있다. 보험중개인의 試驗科目은 1997년에는 4과목으로 하고 2000년까지 10과목

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시험의 주관은 공인보험연구소 (CII)에서 하도록 예

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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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一社專屬制

가) 法規制

영국은 금융서비스법에서 회사대리인 및 지정대리인의 「一社專屬制」를 규정

하고 있다. 금융서비스법에서는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생명보험중개자

의 「兩極化 規則 (P olarizat ion Rule)」을 채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생명보험중

개자는 보험중개인적인 활동을 행하는 완전한 獨立仲介者 또는 1개의 보험회사

나 그룹만을 위하여 보험상품 및 유니트 투자신탁(unit t ru st )68) 상품을 판매하

는 완전한 「일사전속제」인 會社代理人69) 및 指定代理人70)중 하나를 선택하도

록 되어 있다.

또한, 회사대리인 및 지정대리인은 대리하는 보험회사를 통하여 임명후 또는

해임후에 PIA의 등록부에 등록신청을 하거나 말소신청을 해야 한다.

회사대리인 또는 지정대리인은 독립중개자와 파트너십 관계를 맺는 것, 그 임

68) 가입 및 탈퇴가 자유로운 投資信託으로, 우리나라의 투자신탁과 거의 동일하

다. 형태는 信託契約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운용자 (m an ager ), 수탁자

(t ru st ee), 수익자 (unit - h older ) 등 3자로 구성된다.
69) 「會社代理人」은 SIB규칙 및 PIA규칙상의 개념이다. 정의에 대해서는 SIB

규칙 ChapterⅢ P art6 및 P IA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이 3가지

의 그룹으로 이루어져 있다.

1. PIA의 회원인 보험회사 등에 의하여 직접 동 회사나 동 회사에 속하는

판매회사그룹의 投資商品의 募集活動에 종사하게 하기 위하여 선임된 자

2. 동일 판매그룹에 속하는 타의 회사에 의하여 회원 생명보험회사의 보험

상품의 모집활동에 종사하게 하기 위하여 선임된 자

3. 회원회사의 指定代理人에 의하여 회원회사의 보험상품의 모집활동에 종

사하게 하기 위하여 선임된 자

70) 「지정대리인」은 금융서비스법상의 개념이다. 認可業者와의 서비스제공계약

에 의거하여 인가업자를 위하여 투자계약의 모집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이

대리인의 행위에 대해서는 인가업자가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다(금융서비스

법 제44조 (2),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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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이 되는 것, 일정액 이상의 資本關係를 가지는 것, 타의 생명보험회사의 지정

대리인이 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나) 實態

현재 영국에서는 일사전속 보험중개자의 수가 증가일로에 있다. 그리고 생명

보험중개자의 양극화규칙에 따라, 부업중개자인 銀行은 대부분이 일사전속인 會

社代理人의 자격으로 생명보험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나, Nat ional W estm in st er

Bank는 獨立仲介者가 될 것을 선택하고 1993년 1월에 NatW est Life를 설립하였

다.

또 다른 부업중개자인 住宅金融組合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대규모 주택금융조

합들은 獨立仲介者가 될 것을 선택하였으나, 대규모 주택금융조합인 Abb ey

Nation al과 대부분의 소규모 주택금융조합들은 일사전속의 會社代理人이 될 것

을 선택하였다. 이에 따라 Abbey National은 1992년 1월에 S cot tish Mutual을

인수한데 이어 1993년 2월에 Abbey Nation al Life를 설립하여 일사전속인 회사

대리인의 자격으로 생명보험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4 ) 募集行爲規制

보험모집에 관한 규제에 대해서는, 보험회사법71) 및 보험중개인(등록)법72)에

약간의 규제가 있는 이외에, 금융서비스법에 의거하는 SIB, P IA 또는 RPB의 규

칙73)에 義務行爲, 禁止行爲 등이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다.

71) 보험회사법에서의 규제는 모든 보험종류의 募集 및 모든 保險募集을 행하는

者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72) 보험중개인 (등록)법에서의 규제는 보험중개인이 행하는 모든 保險種類의 募

集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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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의 규제 이외에 영국보험회사협회 (A ssociation of Brit ish In surer s : ABI)

에 의하여 1986년 1월 生命保險募集規約 (Life A ssuran ce Code of Pract ice )이 채

택되었다.

이 규약은 영국보험회사협회의 회원회사를 위하여 보험의 모집활동에 종사하

는 자 모두 (등록보험중개인은 제외)에 대하여 적용되는데, 규약의 내용은 보험판

매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仲介者 (Int erm ediaries )」와 보험회사를 위하여 가

망고객을 소개만 하는 「紹介者 (In trodu cer s )」가 준수해야 할 기준을 달리하여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규약은 생명보험의 안내 등에 사용되는 配當 및 利率의

表示에 관해서도 가이드라인을 정해두고 있다.

가) 義務行爲

⑴ 情報提供義務

㈎ 保險會社法에 의한 規制

보험회사법 및 동규칙에서는 보험회사가 보통생명보험계약의 체결시까지 계약

의 상대방에 대하여 「法定通知書(T h e Statu tory Notice)」를 送付하지 않으면,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75조, 동규칙 제70조,

제71조, 제75조 (1)).

㈏ 金融서비스法에 의한 規制

보험회사는 보험계약 체결후 14일 이내에 보험회사가 작성한 「解約通知書

(Cancellation Notice)」를 보험중개자를 경유하지 않고 직접 우편으로 보험계약

73) 금융서비스법에 의거하는 각각의 규칙에 의한 규제는 보험서비스법상의 투

자물건의 대상이 되는 生命保險을 販賣하는 생명보험회사, 회사대리인, 독립

중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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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 PIA規則에 의한 規制

① 會社代理人

회사대리인은, 직접판매 (Dir ect M arket in g )를 제외하고 보험계약자와 처음으로

접촉할 경우에는 계약자에 대하여 「商業書信(T erm s of Bu sines s Let ter )」74)을

교부하거나 송부하여야 하며, 보험상품을 판매할 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 請約書

에 自筆署名을 하기 전에, 계약자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작성한 「商品內容 (Key

F eature Docum ent s )」을 서면으로 전달하여야 한다.

또한, 新規契約을 체결하였거나 현행 보험계약을 轉換하였을 경우에는 상품을

추천한 회사대리인이 서명한 「商品勸誘內容確認書(Reason Why Let ter )」를 보

험회사가 직접 보험계약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獨立仲介者

독립중개자도 회사대리인과 같이 보험계약자와 처음으로 접촉할 경우에는 계

약자에 대하여 「商業書信」을 교부하거나 송부하여야 하며, 보험상품을 판매할

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기 전에 계약자에 대하여 보험회

사가 작성한 「商品內容」 또는 독립중개자가 작성한 「商品內譯書 (W ritt en

Det ail)」를 서면으로 전달하여야 한다.

또한, 독립중개자의 推薦에 의하여 신규계약을 체결하였거나 현행 보험계약을

전환하였을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에 대하여 상품을 추천한 獨立仲介者가 署名한

「상품권유내용 확인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74) 1995년 5월 1일 이전에는 LAUT RO규칙에 의하여 保險加入者案內 (Buy er ' s

Guide)를 교부 또는 송부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P IA규칙이 제정됨에 따라

商業書信 (T erm s of Bu sines s Lett er )로 대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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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明示義務

㈎ 保險會社法에 의한 規制

보험중개자가 보험회사와 일정한 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보험중개자는 보험

가입의 권유를 받는 자에 대하여 그 자신과 보험회사와의 관계에 관한 情報를

소정의 방식에 따라 公示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다 (동법 제74조, 동규칙 제67조

∼제69조).

㈏ PIA規則에 의한 規制

① 會社代理人

회사대리인이 보험계약자를 처음으로 訪問할 때에는, 계약자에 대하여 자신이

會社代理人이라는 것과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會社名을 明示하여야 하며, 訪問

目的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또한 방문을 예약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가 이야기를 계속할 것을 희망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만약 원치 않을

경우에는 방문을 종료하여야 한다.

그리고, 회사대리인이 보험계약자와 처음으로 面談할 때에는 계약자에 대하여

자기의 성명, 소속회사명 (또는 판매그룹명), 소속회사나 지점 또는 사무소의 주

소 및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명함 (Bu siness Cards )을 제시하여야 한다. 또

한 회사대리인이 指定代理人에게 雇用되어 있을 경우에는 지정대리인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와 자신이 지정대리인을 위하여 고용되어 있다는 사실도 명기

하여야 한다. 그러나 보험계약자와의 면담이 소속회사나 지정대리인의 사무실

내에서 이루어질 경우에는 명함을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회사대리인은 소속회사나 판매그룹만을 代理하고 있으며, 소속회사나 판

매그룹의 상품 이외의 상품을 알선할 수 없다는 취지를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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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한다.

② 獨立仲介者

독립중개자가 보험계약자와 처음으로 면담할 경우에는, 계약자에 대하여 명함

을 제시하여야 한다. 그러나 계약자와의 면담이 사무실 내에서 이루어 질 경우

에는 명함을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보험계약자와 처음으로 면담하거나 전

화로 상담을 할 경우에는 회사명 및 자신이 독립중개자로서 상담하고 있음을 계

약자에게 알려야 한다.

⑶ 最善의 助言 (Best A dv ice)義務75)

㈎ 保險仲介人 (登錄)法에 의한 規制

등록보험중개인 및 법인은 IBRC가 정하고 있는 行動規範에 의하여 항상 善意

와 誠實性을 가지고 사업을 행하여야 한다.

㈏ PIA規則에 의한 規制

① 會社代理人

회사대리인은 소속회사나 판매그룹의 상품중에서 보험계약자에게 가장 適合한

商品만을 推薦하여야 한다. 그러나 만약 회사대리인이 최선의 조언의무에 의하

여 계약자에게 추천한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허가를 소속회사나 판매그룹으로

부터 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그 상품을 판매하도록 허가받은 다른 대리인에게

紹介하여야 한다.

75) SIB규칙 5. 01에도 suitability원칙과 advice규칙이 정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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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獨立仲介者

독립중개자는 보험계약자에 대하여 모든 보험회사가 공급하는 상품중에서 계

약자의 니드에 가장 적합한 최선의 상품을 추천하여야 하며, 또한 내재되어 있

는 危險의 性格에 대해서도 설명하여야 한다. 독립중개자가 보험회사를 선택함

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사항은 保險料率, 手數料의 수준, 과거의 投資實績, 미래

의 投資豫測, 재정적 안정성, 보험계약자에 대한 서비스의 수준 및 중개자에 대

한 지원의 수준 등이다.

나) 禁止行爲

⑴ 金融서비스法에 의한 規制

금융서비스법에서는 보험중개자가 보험계약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133조).

1 고의나 부주의에 의한 誤導的 또는 허위의 진술, 약속 또는 예측

2. 고의에 의한 중요사실의 不告知

⑵ PIA規則에 의한 規制

㈎ 會社代理人

1. 회사대리인에 의한 부실 또는 과장된 진술 또는 중요 사실의 중요성 및 영향

을 약화시키는 진술

2. 회사대리인에 의한 非社會的 時間에의 방문 및 전화번호부에 기재되어 있지

않는 전화번호에의 전화 (단, 기계약자이고 또한 그 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3. 회사대리인이 계약자를 대신하여 請約書에 기입하는 것(단, 계약자가 요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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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을 경우는 제외한다)

4. 다른 보험회사의 생명보험상품, 유니트 투자신탁에 대한 부정확하고 또한 불

공정한 批判

5. 회사대리인이 契約者의 姓名을 그 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다른 계약자에게

알리는 것

6. 계약자에게 旣契約의 전환, 해약, 실효 등을 권유하는 행위(단, 고객의 니드와

자금력을 충분히 사전에 조사하고 또한 그러한 전환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모

든 결과나 불이익을 명확하게 한 후에 會社代理人이 고객에게 이익이 된다고

선의로 확신한 경우에는 그러한 자문을 행할 수 있다. 그러나 단순히 유니트

투자신탁간의 투자대상을 변경하는 경우나 두 가지의 일시납 유니트 링크보

험 또는 연금간의 투자대상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獨立仲介者

1. 독립중개자는 賂物을 제공하거나 또는 받아서는 안되며, 또한 독립중개자 또

는 그 지정대리인의 피용자는 이하에 게기하는 利益을 제공, 부여, 요구 또는

수령해서는 안된다.

① 직접적인지 간접적인지를 불문하고, 독립중개자에게 투자사업을 소개하도

록 어떤 자를 誘發하게 하는 이익 및 회원이 자신의 고객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못하게 하는 이익

② 관계자의 활동을 규제하는 監督當局의 規則에 위반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이익

2. 독립중개자는 고객과 또는 고객을 위하여 거래를 함에 있어서 자신이 당해거

래에 대하여 중대한 利害關係를 가지는 경우에는, 당해고객을 공정하게 취급

하지 않는 한 당해거래에 관하여 조언하거나 또는 거래를 해서는 안된다.

3. 독립중개자는, 고객을 위하여 P ackag e상품에 관한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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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품에 관하여 商品供給者의 ag ent로서 행동해서는 안된다. 단 당해거래에

의거한 보험료 또는 기타 갹출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중개할 경우는 제외된다.

4. 독립중개자는 금융서비스법, 일반원칙, P IA규칙 또는 금융서비스법에 의거하

여 작성된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顧客에 대한 義務와 투자사업은 숙련, 주

의 및 근면성을 가지고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일반법에 의거한

고객에 대한 의무 및 금융서비스법 또는 동법에 의거하여 제정된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객의 權利行使 또는 동권리로부터 발생하는 이익 등을 배제

하거나 또는 이러한 것을 제한하는 書面의 陳述을 작성해서는 안된다. 또한

PIA규칙에 따라 고객에게 교부하였거나 송부한 진술을 약화시키거나 취소할

수 없다.

5. 독립중개자는 고객에게 이익이 된다고 확신할 수 있는 充分한 根據를 제시할

수 없는 한 고객을 위하여 거래를 하거나 또는 고객에 대하여 거래를 권유하

여서는 안된다.

6. 독립중개자 또는 독립중개자의 관계자가 고객에게 서면에 의하여 보험상품의

추천내용, 또는 조사 및 분석한 내용을 公表하고자 할 경우에는, 독립중개자

는 주로 공표가 의도되어 있는 당해고객이 그 내용에 대하여 반응할 때까지

는 당해투자 또는 관련되는 투자의 自己計定去來를 해서는 안된다.

7. 會社投資 (內部者去來)法, 또는 이 법을 수정하였거나 대신하는 법령, 또는 이

러한 법에 의거하여 제정된 규칙에 따라, 독립중개자나 독립중개자의 관계자

또는 이러한 자에게 고용되어 있는 개인은 자기계정거래를 해서는 안된다. 또

한 獨立仲介者는 독립중개자에게 관련되는 법령이나 규칙에 의하여 금지되어

있는 거래를 고객을 위하여 행하거나 또는 고객과 행하지 않음을 보증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8. 독립중개자는 고객에 대하여 자신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對價로서, 서비스의

종류와 범위에 비하여 과도한 금액이나 동일한 서비스의 대가로서 일반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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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징수되는 手數料의 수준 및 기타 관련요소에 비추어 과도한 금액을 청구

해서는 안된다.

5 ) 豫想配當

예상배당에 대해서는 영국보험회사협회의 生命保險募集規約 및 PIA규칙에서

규제하고 있다.

가) 生命保險募集規約에 의한 규제

보험중개자가 생명보험회사로부터 募集資料를 供給받았을 경우에는, 보험중개

자는 가망고객에게 설명하는 보험계약에 대한 모집자료 전체를 사용하여야 하고

다른 것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또한 모집자료에 다른 것을 追加하거나 또는

가장 유리한 면만을 拔萃하여서도 안된다. 보험중개자 자신에 의한 모집자료의

작성을 생명보험회사가 인정하고 있을 때는 보험중개자는 본규약 부칙의 권고에

따라서 모집자료를 작성해야 한다 (동규약 B . 4).

나) PIA規則에 의한 規制

생명보험회사는 언제라도 양로보험, 종신보험, 정기보험 등의 생명보험 급부액

(해약가액 포함)의 豫測을 할 수 있으나, 예측을 할 경우에는 예측의 계산에 사

용되는 이율 등의 요소를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는 PIA규칙에 따라야 한다.

PIA규칙에서는, 給付額의 예측에 사용되는 利率을, 낮게 가정된 이율과 높게

가정된 이율 두가지를 제시하고, 각각의 이율에 의하여 계산된 두가지의 예측액

을 표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생명보험의 경우에는 5%와 10%의 이율을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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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하며, 우애조합의 사업 및 연금의 경우에는 6%와 12%의 이율을 사용하여

야 한다.

「商品內容 (Key F eature Docum ent s )」에 장래의 還給金을 例示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예측액을 표시할 수 있다.

1. 양로보험의 경우, 만기보험금의 예측액

2. 유니트링크 종신생명보험 또는 배당이 사망보험금에 충당되는 것이 아니고

解約價額에 충당되는 형태의 유배당부 종신보험의 경우, 豫測日76)에 있어서의

해약가액의 예측액

3. 상기 이외의 유배당부 종신보험의 경우, 예측일에 있어서의 死亡保險金의 장

래예측액

4. 기타 연금보험, 유니트 투자신탁 등에 관한 일정한 예측액

6) 廣告規制

가) 保險會社法에 의한 規制

보험회사법 제72조 및 동규칙 제65조, 제65A - C조, 제66조에서는 보험의 권유

에 관한 廣告物의 內容이나 樣式에 대하여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

는 광고물의 내용중에 인가를 받은 保險事業者의 名稱이 기재되어 있지 않는 경

우에 대한 제한이 대부분이며, 이것을 만족시키고 있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주식

회사의 경우에는 授權資本金과 旣發行資本金의 금액을 기재하는 것만을 요구하

고 있다.

또한 보험회사측과는 별도로 보험을 포함하는 광고물에 관한 민간의 自律規制

76) 예측일이란 契約開始日로부터 10년째의 應當日이다. 단, 60세미만에 가입한

종신보험에서는 피보험자가 75세 도달후에 도래하는 최초의 계약응당일도

예측일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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機構(A dv ert ising Standards Authority : A SA )가 존재한다. 이 자율규제기구에

서는 광고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이나 규칙을 정하고 있다.

나) 保險仲介人 (登錄)法에 의한 規制

IBRC 행동규범에서는 보험중개인의 선전물은 고객에게 誤解를 주는 것이어서

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PIA規則에 의한 規制

PIA는 회원과 그들의 회사대리인이나 지정대리인 및 독립중개자가 지켜야 할

광고에 관한 복잡한 규정을 갖고 있다.

PIA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廣告」는, 안내장, 카탈로그, 포스터, 가격표 등

의 문서나 영화, 라디오, 텔레비전, 간행물을 통한 광고 등 대중, 개인, 단체용을

불문하고 매우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다.

이와 같은 광고는 모든 광고내용은 PIA의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또는 모든

投資業務77)는 PIA에 의하여 규제를 받습니다 라는 문구를 반드시 표시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그러나 非規制事業에 대한 광고, 회원의 명단과 재무적 서비스

에 관한 일반적인 언급을 포함하는 광고 및 충원에 관한 광고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77) 투자업무는 P IA에 의하여 규제되는 업무로서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1. 생명보험 (정기보험 포함)

2. 종신건강보험

3. annuit ies

4. pen sion s

5. 유니트 투자신탁

6. 허가된 집단투자제도 등

- 168 -



⑴ 會社代理人 및 指定代理人

㈎ 廣告의 區分

PIA규칙은 생명보험회사나 유니트 투자신탁회사의 광고물을 廣告目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카테고리 A , B , C의 세종류로 구분하고 있다.

① 카테고리 A의 광고

카테고리 B나 C이외의 광고로서, 단순히 상품이나 회사의 명칭 등을 기재한

광고나 이미지광고 등을 말한다.

② 카테고리 B의 광고

特定契約에 관한 情報가 포함되어 그 계약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광고를

말한다.

③ 카테고리 C의 광고

광고의 대상자가 직접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광고 (예를 들면, 광고중에 계약

의 請約書가 동봉되어 있는 것과 같은 광고)를 말한다.

㈏ 廣告에 관한 規制

PIA규칙은 광고에 대하여 카테고리별로 아주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카테

고리 C에 대한 규제가 가장 엄격하고 카테고리 A에 대한 규제가 가장 완화된

내용으로 되어 있다. 동 규정은 회원뿐만 아니라 그들의 회사대리인 및 지정대

리인도 따라야 한다.

① 카테고리 A의 광고에 적용되는 규제

1. 광고는 진실되지 않거나 誤解의 여지가 있는 내용이나 約束 또는 豫測을 포

함해서는 안된다.

2. 회원이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合當한 根據를 갖고 있지 않다면, 개인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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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引用되어서는 안된다.

3. 稅金이나 과거의 實績을 언급하여서는 안된다.

4. 광고는 전반적으로 오해될 가능성이 없어야 한다.

5. 투자가 內國稅入法 (Inland Rev enu e A ct )에 의하여 租稅輕減이 인정된다는 사

실을 나타낼 수는 있으나, P IA , SIB 또는 정부에 의하여 승인을 받았다는 내

용을 내포해서는 안된다.

6. 추가적인 정보를 신청하도록 안내하는 案內文을 포함하는 광고는, 그러한 신

청이 電話通話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는지, 直接訪問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분명히 표시해야 한다.

7. 어떠한 인용도 진실되고 적절하며 오해의 여지가 없어야 한다. 또한 著者의

許可를 얻어야 하며, 회원과의 관계가 공시되어야 한다.

② 카테고리 B의 광고에 적용되는 규제

1. 카테고리 A의 광고에 적용되는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광고에는 광고를 발행한 생명보험회사명과 PIA의 회원임을 명확하게 밝혀야

하며, 광고하는 자가 指定代理人인 경우에는 주보험회사를 밝혀야 한다.

3. 광고하고 있는 投資 (계약)의 性格이 명백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4. 당해계약의 계약조건이나 約款內容에 대한 모든 정보를 서면으로 입수하는

방법을 상세하게 기재하고 있고, 또한 계약의 성격, 필요한 자금적인 관여 및

관련되는 리스크의 성격을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자

조건의 일부만을 명기해서는 안된다.

5. 타의 투자물건과의 비교는, 그 比較가 公正하여야 하며, 또한 비교에 관한 모

든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指數에 의한 比較는, 그 비교가 공

정하지 않는 한 행하여서는 안된다.

6. 광고중에 당해상품에 관한 過去의 實績을 게재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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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과거의 실적에 관한 정보가 반드시 將來의 實績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

라는 것에 관한 주의를 명시하여야 한다.

② 과거의 실적에 관한 정보가 당해 생명보험회사의 자료나 기록 이외에서

얻어졌을 경우에는 그 情報의 出處를 밝혀야 한다.

③ 그래프, 그림, 기타 어떠한 것에 의하여 주어진 정보가 誤導的이어서는 안

된다(예를 들면, 과거의 투자실적을 誇張해서는 안된다).

④ 유배당계약 또는 유니트링크 보험의 경우, 분할납 보험료의 총액 및 공정

한 비교를 할 수 있는 일종의 투자물건의 현시점에서의 滿期價額 또는 解

約價額이 계약자의 연령, 보험기간, 당해 투자물건 이외의 투자물건의 保

險料總額과 함께 표시되지 않는 한, 과거의 실적에 대하여 표시해서는 안

된다.

⑤ 일시납보험 또는 유니트 투자신탁의 경우, 광고발행일 이전 5년간의 투자

실적에 관한 정보를 포함함과 동시에, 계약자에 대한 實際의 返還額에 관

한 언급 또는 타의 투자형태와의 투자실적 비교는 再購入價格 기준이어야

하며 또한 그 취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

7. 당해계약이 급부가 지급되는 단계에서 所得稅가 부과되지 않고 적립단계에서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당해계약에 대한 광고중에 그 취지를 명확하게

명시하지 않는 한, 마치 전혀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듯한 표현을 해서는 안

된다. 또한 당해계약의 資本利得 (Capit al Gain )에 대해서는 자본이득세가 부과

되지 않으나, 당해계약의 급부가 링크되어 있는 運用資産의 자본이득에는 자

본이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도 그 취지를 광고중에 명시하지 않는 한 자본이

득세가 전혀 부과되지 않는 듯한 표현을 해서는 안된다

8. 생명보험계약에 의거하여 지급되는 급부의 상세한 내용을 포함하는 광고에

대해서는 급부액중의 確定的 급부부분과 變動的 급부부분을 명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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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투자의 가치가 변동하거나 보장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점이 명백하게 표

시되어야 한다.

③ 카테고리 C의 광고에 적용되는 규제

1. 카테고리 A 및 B의 광고에 적용되는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광고는 인쇄된 문서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3. 당해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리스크에 대해서는 별도의 문단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 초기년도에 投資管理經費가 불균등하게 부과된다는 사실

· 자본가치와 소득이 變化할 것이라는 사실

· 유배당계약에 대해서는 수익이 實現利益과 配當에 대한 의사결정에 의하

여 결정된다는 사실

4. 상품공시규정에서 요구하고 있는 실제적이고 완전한 투자에 대한 세부사항을

제공하여야 한다.

⑵ 獨立仲介者

광고의 내용은 보험계약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하며 투자

에 따른 危險이 무엇인지도 표시하여야 한다. 또한 광고는 정확하고 최신의 내

용을 표시하여 계약자에게 혼동을 야기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투자내역의 결과를 예시할 경우에는 稅制에 대한 사항도 포함하여야 하며, 과

거의 사례를 인용할 경우에는 동 사례가 미래의 경우에는 달라질 수 있다는 사

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특정상품이나 특정서비스의 광고시에는 危險負擔에 대한 경고와 장기

상품투자시의 投資結果를 명시하여야 하며, 투자상품의 가치가 금리에 의하여

변동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자가 투자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받을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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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또한, 독립중개자가 생명보험상품의 권유·모집광고를 할 경우에는, 投資最低

額과 계약자가 가지는 解約權 및 투자이율 등과 같은 상품에 관련되는 내용을

정확하게 공시하여야 한다.

7 ) 手數料規制

가) 保險仲介人 (登錄)法에 의한 規制

등록보험중개인은 IBRC가 정하고 있는 行動規範에 의하여, 고객으로부터의 요

구가 있을 경우에는 당해보험계약에 대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되는 手數料의

合計額을 公示하여야 한다.

나) PIA規則에 의한 規制

종래에는 LAUT RO에 의하여 생명보험회사가 독립중개자에게 지급하는 手數

料의 最高限度를 정한 規則78)이 마련되어 있었으나, 공정거래청 (Office of F air

T rading ) 등의 요구에 의하여, 1990년 1월 1일 이후부터 수수료의 최고한도 제

한이 폐지되었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가 독립중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수수료

에 대한 제한은 없어졌으나, 보험회사가 독립중개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의 규

모에 商品別 偏向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제한과 상품판매량에 영향을 미치는 追

加手數料 (Ov erride)를 지급해서는 안된다는 제한은 여전히 존재한다.

독립중개자의 수수료는 원칙적으로 보험회사에 청구하도록 되어 있으나, 고객

78) 동 규칙은 협정에 참가한 생명보험회사에 대해서만 적용되지만, 협정에 참가

하지 않은 생명보험회사나 그 상품을 판매한 독립중개자에 대해서는 수수료

의 실제금액과 최고한도의 비교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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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의 事前合意가 있었을 경우에는 고객에게 청구할 수도 있다. 그리고 독립중개

자에 대한 수수료는 법으로 허가된 자에게만 지급할 수 있으며, 각 계약의 관점

에서 한번만 지급되어야 한다.

또한, 독립중개자는 보험계약자가 요구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보험계약체결의

중개와 관련하여 생명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의 詳細한 內譯을 공시하

여야 하며, 보험계약자의 요구가 없더라도 보험계약자가 청약서에 서명하기 전

에 보험계약자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8 ) 情報公示規制

가) 保險會社法에 의한 規制

보험모집을 하는 자는 제시가 요구되는 情報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제공하

여야 한다 (동규칙 제68조 (3)).

1. 가입의 권유가 郵送 또는 直接交付한 文書로 이루어질 때에는 필요한 정보를

기재한 문서를 우송하거나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직접 교부한다.

2. 가입의 권유가 口頭로 행하여지고 보험모집을 하는 자가 필요한 정보를 구두

로 알릴 때에는, 보험계약을 권유받는 자가 권유시에 그 장소에 있으면 필요

한 정보를 기재한 문서를 즉시에 직접 교부하여야 하고, 권유받는 자가 권유

시에 그 장소에 없으면 권유받는 자가 제시한 주소 또는 최근의 주소로 필요

한 정보를 기재한 문서를 상당기간내에 우송하거나 직접 교부하여야 한다.

또한, 보험회사는 보통생명보험계약의 체결시까지 보험계약자에 대하여 「法

定通知書 (T he St atut ory Notice)」를 송부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다 (동법 제75

조, 동규칙 제70조, 제71조). 따라서 이 법률 제2부의 적용을 받는 보험회사 및

로이드조합원은 다음에 게기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한 보통 생명보험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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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결할 수 없다 (동규칙 제75조 (1)).

1. 계약에 관한 법정통지서를 계약의 상대방에게 이미 우송하였거나, 또는

2. 계약체결시에 상기 법정통지서를 계약의 상대방에게 우송할 것

「법정통지서」의 내용에 대해서는 1981년 保險會社規則에서 규정하고 있으

며79),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coolin g off에 관한 정보

2. 계약내용을 확인한 후에 고려해야 할 점에 관한 사항

3. 기존 보험계약이나 해약에 관한 정보

나) 金融서비스法에 의한 規制

1988년의 金融서비스 (契約解止)規則 (F in ancial S ervice (Concellation ) Rules

1988)은 1982년의 보험회사법 하에서 작성된 「법정통지서 (T he St atut ory

Notice)」규정을 대신하여 「契約解止通知書 (Can cellat ion N otice)」 규정을 도입

하였다80).

이에 따라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체결후 14일이내에 보험회사가 작성한 「계약

해지통지서」를 보험중개자를 경유하지 않고 직접 郵便으로 보험계약자에게 발

송하여야 한다. 이 규정은 長期保險契約을 체결하였을 경우에 적용된다.

만약 보험회사가 「계약해지통지서」를 保險契約者에게 發送하지 않았을 경우

에는, 계약자는 2년이내에 언제라도 保險契約을 解止할 수 있다.

다) PIA規則에 의한 規制

79) 법정통지의 내용은 그후 증권투자위원회 규칙 ChapterⅤ 등에 의하여 대폭

적으로 수정되었다.
80) 契約解止通知에 관한 규정이 法定通知에 관한 규정을 대신하고 있으나, 일부

의 법정통지에 관한 규정은 현재에도 여전히 존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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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증권투자위원회(SIB )는 1986년 영국 공정거래위원회가 보험회사들의

계약내용에 대한 제한된 情報提供이 계약자 보호상 違反된다고 지적함에 따라,

1994년 4월 28일 생명보험산업에 있어서 공시대상이 되는 보험정보의 내용과 정

보제공방법 등을 규정한 새로운 情報公示制度를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이 새로

운 공시제도는 1995년 1월부터 시행되게 되었다.

⑴ 會社代理人

㈎ 商業書信(T erm s of Bu sines s Let ter )

「상업서신」은 회사대리인이 보험계약자와 처음으로 接觸할 경우에 계약자에

게 交付하거나 送付하여야 하는 문서로서 다음과 같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1. 규제자의 지위에 대한 설명

2. 회사가 PIA에 의하여 규제되고, 또한 그 규정에 구속된다는 사실

3. 회사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제공하는 서비스의 정도

5. 보험계약자의 書類閱覽權利

6. 계약기록철이 6년간 보존된다는 내용

7. 불만이 있는 경우에 접촉할 수 있는 담당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8. PIA의 회원이 會社代理人의 助言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사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는 보험계약자에 대하여 「상업서신」을 교부하거나

송부할 필요가 없다.

1. 이미 교부하였으며,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우

2. 상대방이 金融서비스 (營業行爲)規則(F inan cial S ervice (Condu ct of Bu sin ess )

Rules )에서 정의하고 있는 비지니스 투자가일 경우

3. 고객이 直接反應廣告에 응답하였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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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객이 簡易生命保險 (Indu str ial P olicy )을 구입하였고, 수금원이 지난 3개월

이내에 방문하였을 경우

5. 회사대리인이 보험계약자에게 생명보험이나 연금 및 유니트 투자신탁상품에

관하여 어떠한 조언도 하지 않았고, 할 의도도 없을 경우

㈏ 商品內容(Key F eature Docum ent s )

회사대리인이 연금이나 양로보험 등과 같은 貯蓄性 保險商品을 판매할 경우에

는, 보험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기 전에 계약자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작성한 「商品內容」을 書面으로 전달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기보험 (10년 이상

또는 70세 이상에 대하여 운영되지 않는 보험) 또는 확정부 연금보험의 경우에

는 적용되지 않는다.

「상품내용」은 계약자 읽기 쉽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상품에 대한

간략한 개요를 의미한다. 이 문서는 생명보험회사의 상품 팜플렛의 내용과 부합

되게 작성된 標準的이고 獨立的인 문서이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

여야 한다.

1. 상품과 그 危險要素에 대한 설명

2. 保險料와 保險金에 대한 설명

3. 회사자체의 기준이 적용된 解約還給金 및 滿期保險金의 규모

4. 수수료 등 事業費가 계약에 미치는 영향

5. 독립중개자에게 지급하는 手數料의 세부내용

6. 회사대리인에게 지급하는 報酬의 세부내용

7. 생명보험회사의 명칭 및 주소

8. 보험료 지급방법에 대한 설명

9. 契約終了方法에 대한 설명

10. 만약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有配當制度 또는 信託連繫基金에 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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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取消權限에 대한 설명

12. 保險稅制에 관한 설명

13. 民願相談制度에 관한 설명

14. 계약에 적용가능한 법률에 관한 설명 등

또한, 투자자에게 「상품내용」을 교부한 이후에 보험료가 10% 이상 상승하였

거나 請約書上에 중요한 修正이 있었을 경우에는 투자자에게 변경된 상품내용을

우편으로 전달하여야 한다.

㈐ 商品勸誘內容確認書 (Reason W hy Let t er )

회사대리인의 추천에 의하여 신규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기존 보험계약이 전환

되었을 경우에는 적어도 보험계약 체결후 14일이 경과하기 전에 상품을 추천한

會社代理人이 署名한 「상품권유내용 확인서」를 보험회사가 직접 보험계약자에

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확인서의 送付義務는 생명보험 및 연금보험 계약에 대하

여 적용된다.

「상품권유내용 확인서」는 보험계약자가 保險契約을 解止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여야 하며, 당해 보험증권의 세부사항을 고려하도

록 권고하고, 또한 보험증권에 관한 더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보험회사의

명칭 및 주소를 제공하여야 한다

㈑ 有配當契約 案內 (W ith - Profit s Guide)

簡易保險만을 취급하는 友愛組合을 제외하고 유배당 보험증권을 발행하는 모

든 생명보험회사는 「유배당계약 안내」를 발행하여야 한다. 「유배당계약 안내

」는 유배당계약 (양로보험이나 개인연금 등)의 投資價値가 회사의 배당에 의하

여 정해진다는 것을 기재하고, 투자자들이 공시된 사실에 근거하여 投資決定을

내릴 수 있도록 장래의 배당에 영향을 미치는 보험회사의 配當政策, 投資戰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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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및 支給餘力 등을 공시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소책자이다.

이 책자는 주로 獨立仲介者를 대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모든 사람에게 제공

할 필요는 없으나 제공을 요청할 경우에는 누구에게나 무료로 제공하여야 한다.

「유배당계약 안내」의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영국내의 유배당계약에 귀속하는 자산과 생명보험계약에 귀속하는 자산의 각각

에 대한 구성비(確定利子付 投資, 부동산, equity지분 등의 점유율)를 나타내는

명세표 (과거 5년간)

2. 유배당계약 기금의 投資戰略에 대한 설명

3. 회사의 支給餘力(S olv en cy M argin ) 計算內譯(과거 5년간). 단, 자산과 부채의

평가가 회사간에 상이함으로 회사간의 직접적인 비교에 이용되어서는 안된다

는 문구

4. 「최근의 配當政策」으로서 보험계약자와 주주간의 利益配分, 株主計定에의

代替 등의 기재에 덧붙여 보험계약자에 대한 계약시 또는 해약시의 취급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정책에 대한 기재

5. 유배당계약에 귀속되는 新契約費와 기타 경비별 內譯 (과거 5년간, 또한 유배

당계약에 귀속시키는 방법에 대해서도 기재)

6. 상기 경비에 의하여 投資利率이 어느 정도 저하되는가를 나타내는 자료(양로

보험에 대해서는 10년 만기인 계약과 25년 만기인 계약에 대하여 월보험료

50파운드를 예로 들어 표시)

7. 「有配當契約의 利率例」. 예를 들면, 양로보험의 경우 당해년도에 만기를 맞

이하는 10년만기인 계약과 20년만기의 계약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이율이 되

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하는 자료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과거의 투자실적 정보

는 반드시 장래의 투자실적의 가이드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안내문구

8. 「解約價額, 보험계약의 引受基準 및 서비스의 질·기준 등은 본 가이드에는

없으나, 이는 당신의 선택에 따르는 요소입니다. 만약 정보를 희망한다면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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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 기꺼이 조언할 것입니다.」라는 문구의 기재

그리고, 「有配當契約 案內」는 지급여력 및 투자손실 등과 같은 수치가 매년

변하기 때문에 매년 새로운 책자를 작성하여야 하며, 또한 정규의 발행시기가

아니더라도 유배당계약기금에 현재의 안내를 오도하는 변화가 발생하였을 경우

에도 새로운 책자를 제작하여야 한다.

⑵ 獨立仲介者

㈎ 商業書信(T erm s of Bu sines s Let ter )

「상업서신」은 독립중개자가 보험계약자와 처음으로 접촉할 경우에 계약자에

게 교부하거나 송부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1. 規制者의 地位에 대한 설명

2. 회사가 PIA에 의하여 규제되고, 또한 그 규정에 구속된다는 사실

3. 회사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제공하는 서비스의 정도

5. 보험계약자의 서류열람 권리

6. 계약기록철 6년간 보존된다는 내용

7. 불만이 있는 경우에 접촉할 수 있는 담당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8. 생명보험 중도해약시의 해약환급금 규모 및 계약자가 請約撤回期間(Cooling

Off )내에 해지를 통지할 경우의 手數料支給 免除事項

9. 보험계약자의 회사에 대한 요구사항 및 契約撤回 전달방법

10. 手數料 산정기준

11. 개인 독립중개자인 경우에는 사망, 질병 및 부재시에 연락할 수 있는 상대방

의 성명 및 주소

12. 기타 회사의 自律裁量權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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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에 대하여 상업서신을 교부하거나 송

부할 필요가 없다.

1. 이미 교부하였으며,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우

2. 상대방이 금융서비스 (영업행위)규칙(F inan cial S ervice (Condu ct of Bu sin ess )

Rules )에서 정의하고 있는 비지니스 투자가일 경우

3. 독립중개인이 보험계약자에게 생명보험이나 연금 및 유니트 투자신탁상품에

관하여 어떠한 조언도 하지 않았고, 할 의도도 없을 경우

㈏ 商品內容(Key F eature Docum ent s ) 또는 商品內譯書(W rit t en Det ail)

독립중개자는 보험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기 전에 계약자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작성한 「상품내용」이나 獨立仲介者가 작성한 「상품내역서」를 서

면으로 전달하여야 한다.

㈐ 商品勸誘內容 確認書(Rea son W hy Let ter )

독립중개자는 生命保險 및 年金保險 계약자에 대하여, 적어도 보험계약 체결

후 14일이 경과하기 전에 상품을 추천한 독립중개자가 서명한 「상품권유내용

확인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상품권유내용 확인서」는 해당 보험계약이 계약

자의 입장을 감안한 적정한 계약임을 설명해야 하며, 또한 기존계약의 취소나

전환에 대한 勸告事項(Recomm endation )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3 . 生命保險 募集組 織

가 . 生 命 保 險 募 集 組 織 의 體 系

영국에서는 보험을 모집하는 자를 일반적으로 仲介者 (int erm ediary )라고 부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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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데, 생명보험의 판매조직은 1988년에 발효된 금융서비스법의 양극화 규

칙에 의하여 독립중개자와 전속중개자로 분리되었다.

영국의 생명보험 모집조직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모집조직을 분류하는 것

이 상당히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보험중개자의 專屬與否 및 특정보험회사 또는

특정보험그룹과의 관계의 정도에 따라 전속중개자와 독립중개자로 분류되며, 또

한 전업여부에 따라 전업중개자와 부업중개자로 구분된다.

영국의 생명보험 모집조직의 체계를 살펴보면, <그림4- 2>에서 알 수 있는 바

와 같이 크게 전속중개자, 독립중개자, 직급 및 특수판매 등 네 가지 범주로 분

류되고 있다.

<그림4- 2> 英國의 生命保險 募集組織 體系

내근직원, 영업직원
전속전업중개자

개인, 대리점, 도매대리점
전속중개자

은행
전속부업중개자

주택금융조합, 부동산대리점

IBRC등록 보험브로커
보험회사 독립전업중개자

IBRC미등록 보험컨설턴트 등
독립중개자

은행
독립부업중개자

주택금융조합, 변호사, 회계사등

직급조직

특수판매 (DM , T M , 인터넷 등)

1) 專屬仲介者

가) 專屬專業仲介者 (t ied- int erm ediary )

전속전업중개자는 특정보험회사 또는 특정보험그룹과 계약을 체결하고 그 회

사나 그룹의 보험상품만을 취급한다. 전속전업중개자로는 생명보험회사의 從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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員으로서의 專業保險agent (종업원, 전업영업직원), 自營業者로서의 전업보험

ag ent (개인, 대리점, 도매대리점 (w hole saling agent )) 등이 있다.

전속전업중개자는 그들의 전속적 지위를 인정하는 회사의 상품만을 판매하며

수수료비율을 공시해야 할 필요는 없다.

나) 專屬副業仲介者

전속부업중개자는 특정보험회사나 특정보험그룹과 계약을 체결하고 통상적으

로 保險契約의 紹介行爲를 하며, 계약의 체결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전속부업중

개자로는 독립부업중개자와 마찬가지로 일부의 주택금융조합, 부동산중개업자

및 일부 은행, 사무변호사, 회계사, 주식중개인 등이 있다.

2) 獨立仲介者

독립중개자는 고객의 필요에 가장 적합한 상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모든 사용

가능한 방법을 통하여 금융상품에 관한 財務的 助言을 제공하는 자로서, 이들은

고객에게 最善의 助言을 통하여 가장 적합한 상품을 제공하고 手數料比率을 공

시하도록 금융서비스법에 의해 규제되고 있다.

독립중개자는 보험회사의 입장에서 보면 統制 不可能한 판매조직이므로, 보험

회사가 그들을 통하여 보험상품의 판매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가장 인기있는

상품을 독립중개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독립중개자는 여러 가지 형태로 분류될 수 있으나, 한 두명이 운영하는 독립

중개자가 그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은행이나 주택금융조합, 회계사, 변호사

등도 독립중개자로서 활동할 수 있다.

지난 몇 년간 영국의 대부분의 주요 은행들은 방카슈랑스 (Bancas surance)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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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를 설립하여 왔는데, 고객들의 특별한 요청에 의하여 독립적인 조언을 제

공할 수 있는 완전히 분리된 獨立仲介子會社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전통적인 독립중개자들은 보험상품의 판매시점에 있어서 그들의 手數料를 밝

히도록 强制할 수 있는 공시에 관한 권고사항 때문에 다른 모집조직에 비하여

불리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가) 獨立專業仲介者 (In depen dent Int erm ediary )

독립전업중개자는 특정보험회사 또는 특정보험그룹의 보험상품만을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모든 생명보험회사의 보험상품을 취급할 수 있다. 독

립중개자는 保險仲介人登錄協議會 (IBRC)에 등록하여 保險仲介人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와 IBRC에 등록하지 않고, 보험컨설턴트, 보험어드바이저 및

In suran ce S erv ices , Inv estm ent Broker s 등의 명칭으로 보험중개인과 같은 활동

을 하는 경우가 있다.

나) 獨立副業仲介者

독립부업중개자는 보험회사나 보험그룹과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중개인과 같은

활동을 하는 자로서, 통상적으로 保險契約의 紹介行爲만을 하고 계약의 체결에

는 관여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독립부업중개자로는 일부 주택금융조합, 부동산

중개업자, 일부 은행, 사무변호사, 회계사, 주식중개인 등이 있다.

81) 방카슈랑스란 1980년대 말부터 銀行과 保險會社가 업무다각화의 일환으로

合倂 및 提携를 함으로써 생겨난 신조어로서, 일반적으로 은행과 보험회사

의 합병 및 제휴형태를 의미한다. 1990년대에 들어서는 銀行과 保險의 兼營

이 가능한 綜合金融機關化를 목적으로 방카슈랑스라고 불리우는 새로운 형

태의 영업전략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방카슈랑스를 독일에서는 Allfin anz

라고 부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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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營業職員 (Dir ect S ales F orces )

영업직원은 보험회사가 자사의 보험상품을 顧客에게 直接 販賣하기 위하여 고

용한 개인들로 이루어져 있다. 영업직원은 고객에게 한 회사의 상품만을 판매하

기 때문에 최선의 조언 원칙에 구속받지 않는다.

營業職員은 크게 나누어 간이생명보험 영업직원, 정규영업직원, 그리고 기타

회사직원의 세 가지 범주로 나누어진다. 簡易生命保險 營業職員은 방문판매와

보험료수금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으며, 正規 營業職員은 흔히 잠재고객 및 목표

고객을 방문하기 위하여 명단을 작성하고 고객을 직접 방문하여 접촉하는 방식

으로 보험상품을 판매한다. 기타 會社職員은 때때로 일반업무를 수행하는 이외

에 회사 내에서 장기상품을 판매한다.

4 ) 特殊販賣

상기의 모집채널 이외에 영국에는 신문이나 잡지, 우편, 전화 등을 이용하여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直接販賣 등이 있다.

나 . 生 命 保 險 募 集 組 織 의 現 況

1) 生命保險 募集組織 및 從事者 現況

영국의 생명보험의 각 모집조직별 종사자 현황은 <표4- 6>과 같다. 이 표에

의하면 保險仲介人은 약 3,917명이 보험모집활동에 종사하고 있으며, 보험중개인

이 고용하고 있는 보험중개자수는 1994년도 기준으로 75,000명에 달하고 있다.

그리고 독립부업중개자는 약 12,150명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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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 6> 英國의 生命保險 募集組織 및 從事者 現況

(단위 : 명)

구 분 종사자수

독립중개자
보험중개인 3,917

독립부업중개자 12,150

전속중개자
전업중개자 -
부업중개자 -

자료 : 주요국의 보험브로커제도 및 관련법규현황,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 1996.

3

2) 特殊販賣 現況

가) 電話에 의한 直接販賣

영국에서는 전화에 의한 판매 (T ele - M arketing )를 일반적으로 고객으로부터의

전화에 의한 초회접촉, 가격제시, 구입신청 등과 같은 계약에 관한 모든 절차를

전화를 통하여 행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므로 전화에 의하여 보험상품을 판매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각 가정에

無差別的으로 전화를 하여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없으므로, 먼저 廣告 (특히 T V

광고)에 의하여 고객의 관심을 환기시킨 후 어디까지나 顧客으로부터의 전화에

의한 初回接觸을 기다려, 그 이후 모든 절차를 전화로서 행하는 방법이 일반화

되어 있다.

종래부터 영국에서는 전화에 의한 損害保險商品의 직접판매가 행하여지고 있

었으나, 1985년에 영국의 상업은행인 Roy al Bank of S cotlan d가 설립한 子會社

인 Direct Lin e사가 1990년 이후 인상적인 T V광고와 전화에 의한 직접판매로

인하여 발생하는 費用節減效果를 보험료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판매전략을 전

개하여 업적을 크게 신장시켰다. 이에 따라 1990년 이후 영국에 있어서 손해보

험상품의 전화에 의한 판매실적이 현저하게 신장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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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다른 회사에서도 전화에 의한 직접판매를 위하여 電話販賣會社를 설립

하거나 直接販賣部門을 설치함으로써 전화에 의한 직접판매는 영국 손해보험상

품의 주요 판매채널의 하나가 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생명보험상품에 대해서는 종래부터 생명보험판매를 규제하는 自律規

制團體인 LAUT RO규칙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專門的 知識이 없는 고객에 대한

최상의 조언을 제공하도록 하기 위하여 복잡한 수속을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전화만으로 계약에 관한 절차를 완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와 같이 영국에서는 전화에 의한 생명보험상품의 直接販賣가 禁止되어 있으

므로 현재 생명보험회사들은 전화를 이용한 세일즈 방법으로 생명보험상품을 판

매하고 있다. 전화에 의한 세일즈란 保險契約節次의 일부를 전화로서 행하는 판

매방법으로서, 보험계약의 모든 절차를 전화로 행하는 전화에 의한 직접판매 와

구별되고 있다. 이 때문에 전화에 의한 생명보험상품의 직접판매는 일반적으로

행하여지지 못하였다.

그러나, 손해보험상품의 전화에 의한 직접판매가 성공하고 있고, 또한 증권투

자위원회 (SIB )의 手數料 公示에 관한 規則이 강화되어, 보다 저렴한 수수료와

저비용의 생명보험 판매채널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영국의 생명보험회

사들도 전화에 의한 직접판매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또한 自律規制團體의 再編에 따라, 현재 순차적으로 LA UT RO규칙을 대신하는

생명보험판매규칙으로서,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한 자율규제단체인 個人投資委員

會 (P er son al Inv estm ent A uthority )의 규칙이 작성·시행되면서, PIA규칙에 의한

생명보험상품의 전화를 이용한 세일즈 또는 전화에 의한 직접판매 에 대한 새

로운 규제가 검토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금후에는 전화에 의한 생명보험상품의

직접판매가 인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같은 狀況變化로 인하여 현재 영국에서는 생명보험상품의 電話에 의한

直接販賣가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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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인터넷에 의한 販賣

인터넷에 홈페이지를 개설한 영국의 보험회사는 1996년 1월 현재 약 10여개사

에 달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회사들은 인터넷을 敎育目的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영국의 Independent 보험회사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保險契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동사는 In suran ce Club이라는 서비스를 통하여 신용카드번호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보험료의 신용카드납입을 가능하게 하는 주택소유주 종합보

험을 판매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保險料의 檢索과 請約도 온라인으로 가능하도

록 할 예정이다.

3 ) 銀行 등의 保險販賣

가) 銀行

영국의 은행은 금융서비스법의 양극화 규칙에 의하여 獨立仲介者 또는 會社代

理人의 자격으로 생명보험상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은행이 일사전속인

회사대리인으로서 생명보험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그러나 National W estm in st er

은행은 1993년 1월에 N atW est Life사를 설립하여 독립중개자의 자격으로 보험

상품판매를 하고 있다.

은행이 일반적으로 취급하는 생명보험상품은 유니트 투자신탁과 연계된 變額

生命保險 (Unit Linked Life In suran ce)과 같은 투자관련상품 및 주택론과 관련되

는 양로보험 등의 貯蓄性商品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나) 住宅金融組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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副業仲介者인 주택금융조합도 금융서비스법의 兩極化規則에 의하여 은행과 마

찬가지로 독립중개자 또는 회사대리인의 자격으로 생명보험상품을 판매하고 있

는데, 대규모의 주택금융조합은 대부분이 獨立仲介者의 자격으로, 소규모의 주택

금융조합은 일사전속의 회사대리인으로서 보험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주택금융조합에서는 주로 주택론에 세트되어 있는 養老保險商品을 판매하고

있다.

다 . 生 命 保 險 募 集 組 織 의 實 績

1) 生命保險市場 槪況

영국의 생명보험 및 연금시장 규모는 유럽 최대이며 세계에서는 미국과 일본

의 뒤를 이어 세 번째 규모이다. 전반적인 生命保險 및 年金에는 보통생명보험,

간이생명보험 (Indu str ial Life In suran ce), P en sion s , Annuit ies , 종신건강보험 등

이 포함된다. 이들 영역은 다시 개인보험과 단체보험, 또는 연납보험계약이나 일

시납보험계약 등으로 분류되고 있다.

<표4- 7> 英國의 生命保險 및 年金 收入保險料 現況

(단위 : 백만파운드, % )

구분
1988 1989 1990 1991 1992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개인보험 16,236 66 19,450 63 23,028 68 27,489 77 26,916 76
생명보험 13,043 53 14,477 47 16,182 48 19,142 54 19,364 55
연 금 3,193 13 4,973 16 6,846 20 8,347 23 7,552 21

단체보험 8,249 34 11,186 37 11,086 32 8,227 23 8,425 24
총 계 24,485 100 30,636 100 34,114 100 35,716 100 35,341 100

주 : 1992년은 추정치임.

출처 : Dat am onit or , AB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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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과 연금을 포함한 英國의 生命保險市場은 < 표4- 7>에 나타나 있는 바

와 같이 1988부터 1991년까지는 두드러진 성장을 기록하였다. 생명보험 및 연금

의 收入保險料가 1989년에는 전년대비 25.1% 증가하였고, 1990년에도 11.4% 증

가하였으며, 1991년에는 성장이 약간 둔화되어 4.7%의 증가에 머물렀다. 그러나

1992년에는 경기의 일시적 후퇴로 인하여 전년대비 약 0.1% 감소하였다.

2) 生命保險 募集組織別 實績

생명보험 모집조직별 개인생명보험의 판매실적을 살펴보면, <표4- 8>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영국의 개인생명보험시장에서 가장 높은 시장점유율을 나타

내고 있는 모집조직은 獨立仲介者로서, 1992년도에는 전체 개인생명보험 판매실

적의 53%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독립중개자가 개인생명보험에서 차지하는 비

중은 1988년의 61%를 정점으로 매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다가 1991년부터 조

금씩 상승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두 번째로 높은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는 營業職員은, 1988년에는

36%의 시장점유율을 나타내었으나, 1989년에는 39% , 1990년에는 40%로 증가하

였다. 그러나 1990년을 정점으로 다시 감소하시 사작하여 1991년에는 36% , 1992

년에는 35%로 감소하였다.

또한, 專屬仲介者의 개인생명보험 시장점유율은 매년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

지하고 있는데, 전속중개자가 전체 개인생명보험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2

년에 10%를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개인생명보험의 特殊販賣 實績을 살펴보면, 1992년에 전체 생명보험시

장의 약 2%를 차지함으로써 아주 미미한 실적을 보이고 있는데, 그것도 대부분

이 郵便이나 電話에 의한 판매실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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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 8> 英國의 販賣채널別 個人生命保險 新契約 實績

(백만파운드, % )

구분
독립중개자 전속중개자 영업직원 직접판매 합계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1988 3,983 61 - - 2,344 36 183 3 6,510 100
1989 3,894 48 871 11 3,157 39 129 2 8,051 100
1990 4,496 46 1,185 12 3,826 40 175 2 9,678 100
1991 6,413 50 1,540 12 4,530 36 252 2 12,735 100
1992 8,406 53 1,665 10 5,547 35 280 2 15,897 100

주 : 전속중개자를 규정한 금융서비스법이 1988년까지는 시행되지 않았기 때

문에, 1988년도 전속중개자의 신계약보험료 실적은 독립중개자 실적에

포함되어 있음.

자료 : Dat am onit or , AB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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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3節 프랑스

1 . 生命保險 募集制 度

가 . 生 命 保 險 募 集 規 制 및 監 督 體 系

프랑스의 경우는 保險法에서 보험모집 종사자에 대한 一般的 資格要件 (신용,

교육과 실무경험, 연령, 국적 등의 요건) 및 職業資格要件을 상세하게 규정하여

엄격한 제한을 가하고 있으며, 모집행위에 대해서는 의무행위 및 금지행위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募集從事者가 자격요건만 충족시키고 있으면 모집행위에

대해서는 거의 간섭하지 않는다.

나 . 生 命 保 險募 集 關 聯 法規

1) 募集主體

보험법에서는 보험모집에 종사할 수 있는 자를 保險仲介人 및 그 피용자, 保

險總代理店 및 그 피용자, 보험회사·보험중개인·보험총대리점의 수임자(보험모

집매개인)로 규정하고 있다 (R511- 2조).

2) 登錄 및 免許

가) 槪要

프랑스는 보험agent 및 보험중개인에 대하여 登錄制를 採擇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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⑴ 保險ag ent

보험agent는 프랑스보험회사연합(F édérat ion F rançaise des Sociét és d

A ssuran ces : F F SA ), 보험총대리점조합전국연합(F édérat ion Nationale des

Syndicat s d A g ent s Généraux A ssurances : F NSA GA ) 등에 등록하여야 한다

(R514- 1∼3조, A514- 1조).

⑵ 保險仲介人

보험중개인 및 보험중개회사의 관리·업무집행권한을 갖고 있는 자는 商業登

記簿에 등록하여야 하며 (R514- 1조), 보험중개인의 職員·受任者는 전국보험중개

업조합에 등록하여야 한다 (R514- 1∼3조, A514- 1조).

나) 登錄 및 免許要件

保險去來의 提示82)는 이하의 要件을 충족시키는 자만이 이를 행할 수 있다

(R511- 4조).

⑴ 一般的 資格要件

㈎ 法定年齡(18세) 이상일 것

㈏ 다음중 어느 것에 속하는 자일 것

1. 프랑스 국적을 가질 것

82) 모든 자연인 또는 법인이 保險 내지 長期貯蓄 (capit alizat ion ) 契約의 체결 또

는 이러한 계약에의 가입을 권유 내지 획득하는 행위, 또는 이의 체결 또는

가입을 위하여 가망고객·가입자에게 이러한 계약의 擔保條件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설명하는 행위 (R 511- 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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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럽공동체 加盟國의 국민일 것

3. 프랑스 국민에게 그 영토상에서 동일한 활동을 행하는 것을 허용하는 입법을

채용하는 국가의 국민일 것

4. 프랑스 국민과 동일시되는 國際協定의 受益者일 것

㈐ 경제·재정부장관, 국무·법무부장관, 교육부장관의 보고에 의거하여 제정되

는 법령이 각 범주별로 정하는 職業資格條件을 충족할 것

㈑ 다음의 缺格事由 (L511- 2조)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을 것

1. 절도죄, 배임죄, 사기죄, 횡령죄 등에 의하여 有罪判決을 받은 자

2. 미복권파산자

⑵ 職業資格要件

㈎ 保險募集人의 資格要件

보험중개인 및 그 피용자, 보험총대리인은 그 업무개시에 앞서 다음 중의 어

느 하나를 입증해야 한다.

1. 경제·재정부장관, 농업부장관, 문교부장관, 직업교육부장관이 제정하는 소정

의 면허83)를 취득하고 職業實地硏修를 종료하였다는 사실

83) 다음중 어느 한가지의 면허

Ⅰ. 면허

1. 保險을 필수과목으로 하는 전문고등교육 면허, 기타 법학사면허에 상당하

는 면허 이상의 보험전문과정의 수강을 증명하는 국가발행 면허. 단, 법

학사면허는 1학기 이상의 保險法 受講을 포함하고 있을 것을 요한다. 공

학사면허 (보험을 임의선택으로 하는 법무·사법경력을 가질 것), 상급보

험기술자면허

2. 保險專門敎育을 증명하는 면허로서 다음의 리스트에 기재되어 있는 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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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고등교육센터의 면허·보험 또는 보험수학을 임의선택과목으로 하

는 파리 제대학 통계연구회의 統計硏修 上級證明書 또는 統計專門家免

許

- 프랑스 보험수학연구소 회원인가증

- 국립공예학교 경제상급 연수면허 (경제 및 관리. 보험임의선택)

- 크로드베르날 리용 제1대학의 재정학·보험연구소 보험계리인 면허

- 보험연구소 면허

에쿠스 마르세이유 제3대학, 쟝무랑 리용 제3대학, 파리 제1대학, 판테

논 솔본느대학, 프랑소와 라브레아쯔루대학

- 다음 강의과목에서의 국립공예학교발행 단위취득증

· 보험의 경제적·사적 견지

· 보험수리

- 전국보험학교 보통과 또는 상업과 면허

- 상급보험학교 졸업증

- 상급보험기술자 면허

3. 保險專門家免許

Ⅱ. 法律·經濟的 또는 商業的 性格의 免許

1. 법학·경제학부문에서 교부된 일반대학교육면허, 동면허상당 이상 수준의

법학·경제학·상업교육을 인허한 기타의 국가발행 면허, 공업대학 교육

면허 또는 상기 제부문에 대한 상급기술자 면허

2. 다음에 게재되어 있는 면허

- 정치연구소 면허

- 상업고등연구학교 면허

- 파리 상업상급학교 면허

- 파리 경영학교 면허

- 경제·상업학 상급학교 면허

- 리용 상업상급학교 면허

- 상업·기업관리 상급학교 면허

- 낭시 제2대학 상업연구소 면허

- 그루노블 제2대학 상업연구소 면허

- 스트라스부르 제3대학 유럽 상급상업연구소 면허

- 국립공예학교 경제학상급학습 면허

- 국립공예학교 경제전문가 면허

- 상급경영연구소 면허

- 경영숙달센터 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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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保險이나 長期貯蓄 (Capit alizat ion )84) 계약의 획득·청약에 관한 직무에 2년이

상의 기간동안 專業으로 從事하였거나 또는 그 기업의 간부 또는 사업주로서

1년이상의 기간동안 전업으로 종사하였다는 사실

3. 2년이상의 기간동안 기업간부 또는 기업주의 자격으로 工業·商業企業에 있

어서 책임있는 직무에 종사하고, 職業實地硏修85)를 종료하였다는 사실

4. 16주간 이상, 1개월 이내의 기간동안에 행하여지는 최소시간 600시간 이상의

직업실지연수의 종료(단, 이 경우에는 실지연수개시시에 연수생이 충분한 일

반 지식수준을 가지고 있음을 검인한다)

㈏ 保險媒介人의 資格要件

R 511- 2조 3·4호에 의거하여 등록하는 保險媒介人은 그 업무개시에 앞서 다

음 중의 어느 한 가지를 立證해야 한다.

1. 경제·재정부장관, 농업부장관, 문교부장관, 직업교육부장관이 제정하는 소정

의 免許86)를 취득하고, 職業 實地硏修를 종료하였다는 사실

- 북부 상업고등연수학교 면허

- 법학·경제학·상업학부문의 기술사면허 발행기능을 기술사칭호위원회

에 의하여 부여받은 학교가 수여한 기타의 기술사면허

- 파리 제2대학 기업법연구소 면허

- 국립통계·경제행정학교가 교부한 경제통계사면허장 및 통계관리부문

면허

84) Capit alizat ion은 프랑스의 長期貯蓄契約으로 보험과는 상이한 것이지만 프랑

스에서는 생명보험사업에 포함시키고 있다.
85) 職業實地硏修란 6주간 이상, 4개월 이내의 기간동안 행하여지는 최소시간

200시간의 직업실지연수를 말한다.
86) 다음중 어느 한 가지의 면허 (A 513- 2조)

- A513- 1조에 게재하는 면허

- 보험전문연수증 또는 보험을 임의선택으로 하는 은행·증권거래소 연수증

- 보험직원 직업적격 증명서

- 사립 재정·보험연구소 졸업증

- 보험고등이공학교 졸업증

- 196 -



2. 보험계약의 획득·청약에 관한 직무에 6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專業으로 從事

하고, 직업실지연수를 종료하였다는 사실

3. 직업 실지연수의 종료 (단, 이 경우에는 실지연수개시시에 후보생이 충분한 일

반지식수준을 가지고 있음을 검인한다)

다) 營業保證金 및 賠償責任保險

보험중개인에 대해서는 피보험자로부터 지급받은 保險料를 返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은행 또는 보험회사의 保證 및 職業賠償責任保險의 付保가 의무화

되어 있다 (R511- 1∼4, R513- 1∼2, R514- 1).

3) 資格試驗

프랑스 보험법에서는 보험ag ent 및 보험중개인의 자격시험에 대해서는 규정하

고 있지 않다.

4 ) 一社專屬制

가) 法規制

보험법에는 보험총대리점이나 보험중개인 등의 一社專屬制에 대한 규정이 없

으나, 보험법에 의거하여 全國保險審議會가 작성한 保險總代理店 規約에서는 일

사전속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동 규약에서는, 그 대리하는 회사가 명문으로 인정하지 않는 한 보험총대리점

- 직업입법 소정의 사립학교 종료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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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동일 범주의 보험거래를 영위하는 다른 회사의 대리를 받아서는 안된다고 규

정하고 있으며, 또한 보험총대리점은 보험총대리점규약에 따라 그 受任者로서의

자격상, 그 대리하는 회사에 자기의 獲得契約을 전속적으로 留保할 義務를 진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소속회사 또는 소속회사그룹이 영위하지 않는 簡易保險 또는 團體保

險部門에 속하는 위험, 소속회사가 부분인수한 위험의 不擔保部分, 소속회사가

인수거부한 위험 등에 대해서는 他社契約도 인정된다(총대리점규약 생명보험규

약 제3조, 제4조).

5) 募集行爲規制

가) 義務行爲

⑴ 保險募集人의 義務行爲 (R514- 15조)

㈎ 證明書의 所持義務

보험모집의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각각 이하의 證明書를 所持

하여야 한다.

① 保險仲介人 및 그 被傭者

보험중개를 위하여 상업등기부에 등기되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保險總代理店 및 그 피용자

위임되어 있는 대리권의 존재·범위 및 필요하다면 위임기간을 증명할 수 있

는, 위임측 기업이 교부한 서류

③ 保險企業, 保險仲介人, 보험총대리점의 受任者

그 자가 제시할 수 있는 보험부문별로 유효한, 그 자의 명의로 작성되고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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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된 직업명표

㈏ 去來提示者의 名稱表示

보험, 長期貯蓄 (Capit alizat ion ) 契約의 締結 또는 이러한 계약에의 加入을 중개

하는 모든 자 또는 회사의 명칭은 계약자 또는 가입자에게 교부되는 當該契約의

寫本 내지 그것에 상당하는 모든 文書에 기재되어야 한다.

㈐ 仲介人 名稱의 表示

1. 거래제시권자 또는 회사가 그 자격으로 발하는 일체의 통신·광고는 그 서두

에 「保險仲介人」 또는 「保險仲介會社」라는 말에 덧붙여, 그 자의 성명 또

는 사명을 포함해야 한다.

2. 또한 그 형식에 관계없이 이러한 자 또는 회사가 발하거나, 보험기업에 대한

契約의 締結 내지 당해계약에의 加入에 관한 廣告, 또는 그 체결·가입을 목

적으로 하여 당해계약의 擔保條件을 제시하는 모든 廣告는 상기 기업의 명칭

을 표시해야 한다.

3. 保險仲介를 위하여 상업등기부에 등기한 자연인, 회사 및 이러한 회사에 있어

서 관리·집행권한을 가지는 사원·제3자 이외의 자가 발하였고, 또한 특정의

보험기업에 대한 계약의 체결 내지 當該契約에의 加入을 제안하는 취지의 통

신·광고, 또는 그 체결·가입을 목적으로 하여 당해계약의 담보조건을 제시

하는 취지의 모든 통신·광고는 그 제언을 한 자의 명칭·자격 및 상기 기업

의 명칭을 표시해야 한다.

⑵ 保險會社의 義務行爲

㈎ 보험자는 보험계약 체결전에 價格 및 保證에 관한 정보카드를 의무적으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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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해야 한다.

계약체결전에 보험자는 보험계약자에 대하여 계약기획서 및 그 부속서류 1통,

또는 면책사유를 부가한 保證內容 및 보험계약자의 의무를 명확하게 기재한 계

약에 관한 情報提供書를 교부해야한다(L112- 2조).

㈏ Coolin g Off의 권리에 관한 情報提供書의 교부

보험자는 (초회)보험료 수령증에 대신하여 계약의 기본조항, Cooling Off의 행

사조건 및 Cooling Off의 권리를 행사한 경우의 死亡保險金의 귀추에 대하여 정

확하고 명쾌한 설명을 포함하는 情報提供書를 교부해야 한다 (L132- 5- 1조).

㈐ 保險金額 및 解約還給金額의 계산방식에 관한 통칙의 전달

보험금액 및 해약환급금액의 계산방식은 증권에 기재되고 또한 행정당국 인가

후에 보험자가 작성하는 통칙에 의하여 결정되지만, 보험자는 契約締結時에 보

험계약자에 대하여 이 통칙이 保險契約者의 請求에 의하여 입수할 수 있다는 취

지를 통지하고 계약자의 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자에 대하여 이 통칙의 본문

을 전달해야 한다(L132- 21조).

㈑ 1982년 1월 1일 이후에 체결 또는 변경된 계약에서 보험료를 납입중인 계약

에 대하여 보험자는 보험계약자에 대하여 매년 解約還給金, 保險金 및 保險

料의 각각의 금액을 통지해야 한다 (L132- 22조).

㈒ 長期貯蓄(Capitalizat ion )事業을 영위하는 企業은 보험료를 납입중인 계약에

한하여 매년 보험계약자에게 해약환급금 이외에 確定的 利益配分의 상당액을

고려한 滿期保險金 및 保險料를 통지해야 한다 (L150- 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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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禁止行爲

⑴ 手數料返還의 禁止 (R511- 3조)

보험·장기저축(Capitalization ) 거래의 제공 또는 관리의 보수로서 지급되는

手數料는 보험거래의 제시권자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가 반환되어서는 안된다

고 규정하여 보험계약자에 대한 保險料의 一部返還을 금지하고 있는 동시에 법

령에서 인정하고 있지 않는 자가 실질적으로 모집활동을 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단 제3자의 情報提供(소개행위 등)에 대한 報酬의 지급에 대해서는 금지하

고 있지 않다.

⑵ 乘換募集의 禁止

프랑스 보험연합의 自律規制에 의하여 보험모집을 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승

환, 해약을 촉진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또한 계속중인 계약이 고객에게 있

어서 유리한 것일 경우에는 해약, 실효를 촉진해서는 안된다.

6 ) 豫想配當

예상배당에 관한 법규정은 없다.

7 ) 廣告規制

모집문서 등을 직접 규제하는 규정은 없으나, 경제·재정담당장관은 그 배포

전에 保險 또는 長期貯蓄(Capitalizat ion ) 거래를 위한 모든 계약서류 또는 광고

서류의 통지를 요구할 수 있다. 동 장관은 이러한 서류의 내용을 심사하여 필요

가 있으면 개정·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L310- 8조, R310- 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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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手數料規制

수수료에 대해서는 保險總代理店 規約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총대리점은 모집인·관리인 직무의 행사에 대하여 手數料에 의한 報酬를 받

는다.

2. 이 手數料는 합의에 의하여 정할 수 있으나, 현행 내지 장래의 法令條文이 정

하는 限度를 초과할 수 없다(생명보험규약 제9조).

9) 情報公示規制

보험자는 계약체결에 앞서 가격과 담보내용에 관한 정보자료, 保險計劃書 및

그 부속서류 또는 계약에 관한 情報通知書를 제공해야 한다 (L112- 2조). 또한 보

험자는 제1회 保險料領收證에 대신하여 계약의 기본조항 및 Cooling Off의 권리

행사조건 등에 대하여 정확하고 명쾌한 설명을 포함하는 情報提供書를 交付해야

한다(L132- 5- 1W H )

보험, 장기저축 (Capit alizat ion ) 계약의 체결 또는 이러한 계약에의 加入을 仲介

하는 모든 자 또는 회사의 명칭은 계약자 또는 가입자에게 교부되는 당해계약의

사본 내지 이에 상당하는 모든 문서에 기재해야 한다 (R514- 14조).

去來提示權限이 있는 자 또는 회사가 그 자격으로 제공하는 모든 통신·광고

는 그 서두에 「보험중개인」 또는 「보험중개회사」라는 것과 그 자의 성명 또

는 회사명을 포함해야 한다 (R514- 145조).

10) 給與制度

규정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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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生命保險 募集組 織

가 . 生 命 保 險 募 集 組 織 의 體 系

1) 槪要

프랑스의 생명보험 모집조직을 대별하면 < 그림4- 3>과 같이 保險總代理店, 保

險仲介人, 營業職員 및 特殊販賣로 분류할 수 있다.

<그림4- 3> 프랑스의 生命保險 募集組織 體系

피용자
보험총대리점

부대리점

보험회사 보험중개인 피용자

피용자 (영업직원)

특수판매 (직접판매, 제휴판매)

프랑스 보험시장의 특징은 다양한 판매채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수

년간 프랑스 생명보험시장에 있어서의 보험판매방법은 코스트, 고객의 요청 및

市場分割 등으로 인하여 급격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保險募集制度는 이러한 새

로운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할 필요성 때문에 프랑스의 특징인 多樣性은 더

욱 더 진행되어 왔다.

즉, 금융기관·은행의 카운터 등과 같은 판매조직이나 새로운 판매방법 (Dir ect

M ail 등)의 출현으로 인하여 代理店 (총대리점, 부대리점)이나 保險仲介人과 같은

보험매개조직도 변화하여 왔으며, 모집제도는 서서히 顧客層이나 商品形態別로

분할되는 형태로 재편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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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保險仲介人

보험중개인은 몇 명의 종업원을 두고 있는 獨立事業主로서 주로 도시에 집중

하여 영업하고 있으며, 손해보험과의 결부가 강하다. 보험회사의 사용인이 아니

고 피보험자의 이익을 대표한다.

프랑스의 보험중개인들은 企業年金保險領域을 목표시장으로 설정함으로써, 상

당한 성공을 거두어 왔다.

나) 保險總代理店

프랑스 생명보험회사의 가장 큰 판매망인 保險總代理店은 주로 地方을 중심으

로 영업하고 있으며, 特定會社 (생명보험, 손해보험), 特定區域(손해보험)에 專屬

하여 지명계약에 의하여 보험회사를 대리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총대리점의 생

명보험시장에 있어서의 중요성은 銀行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되고 있

다.

다) 營業職員

영업직원은 프랑스 대부분의 생명보험회사가 가장 광범위하게 이용하고 있는

모집조직으로서 주로 個人生命保險分野에서 영업하고 있다.

라) 特殊販賣

프랑스의 생명보험회사들은 신문이나 우편, 전화를 통한 直接販賣方式으로 보

험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나, 아직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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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역에서 주도권을 쥐고 있는 보험회사중의 하나는 AXA그룹의 자회사인

Direct A ssuran ce사로서 시장점유율은 매우 낮지만 생명보험상품과 손해보험상

품 모두를 판매하고 있다.

나 . 生 命 保 險 募 集 組 織 의 現 況

1) 生命保險 募集組織 및 從事者 現況

프랑스의 생명보험 모집조직 및 종사자 현황을 < 표4- 9> 에서 살펴보면, 프랑

스 생명보험회사의 가장 큰 판매조직인 保險總代理店의 수는 1994년 현재

17,440여개에 달하고 있으며, 고용인의 수는 약 35,000명이고, 副代理店의 수는

약 11,000개이다. 그리고 保險仲介人會社는 2,400여개가 있으며, 보험중개인이 고

용하고 있는 募集人의 수는 16,000여명이다. 또한, 보험회사의 營業職員은 약

26,000명에 이르고 있다.

<표4- 9> 프랑스의 生命保險 募集組織 및 從事者 現況(1994年 基準)

(단위 : 명, 개)

보험모집채널 모집조직수 및 종사자수

보험총대리점 17,440(고용인 : 35,000)
보험중개인 2,400(고용인 : 16,000)

보험회사 영업직원 26,000

자료 : 주요국의 보험중개인제도 및 관련법규현황,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 1996.

3

2) 銀行 등의 保險販賣

방카슈랑스는 광의로는 보험회사와 은행 상호간의 상품판매·업무제휴·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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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가리키는데, 일반적으로는 은행 등 (우체국·기타 공적금융기관을 포함한다)

이 窓口를 통하여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의미한다.

프랑스의 은행·우체국 및 공적 금융기관은 최근 생명보험상품과 長期貯蓄

(Capit alizat ion )商品의 판매에 있어서 그 중요성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으며, 생

명보험의 판매채널의 하나로서 완전히 정착하였다. 특히 프랑스에서는 유럽국가

들 중에서 방카슈랑스에 의한 생명보험판매가 가장 활발하게 행하여지고 있다.

은행에서 주로 판매하고 있는 생명보험상품은 장기저축(Capitalizat ion )상품 등

과 같은 사망률을 사용하지 않는 長期貯蓄性 保險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나, 일

부의 은행에서는 信用保險이나 단순화된 사망보험 등의 保障性商品도 판매하고

있다.

다 . 生 命 保 險 募 集 組 織 의 實 績

1) 生命保險市場 槪況

프랑스의 생명보험산업은 최근 보험료수입이 매년 20%을 초과하는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프랑스 생명보험산업의 최근의 실적을 보면, 생명보험의 연간 수

입보험료가 1980년대 초반의 357억 프랑에서 1993년에는 3,780억 프랑으로 상승

하였다.

프랑스의 생명보험산업이 이렇게 높은 성장을 이룩한 배경은 국민들의 고용·

퇴직에 대한 불안감과 생명보험상품에 대한 稅制上의 優待措置 및 고수준의 長

期金利 등과 같은 요인으로 인하여 생명보험상품의 판매가 증가하였으며, 또한

방카슈랑스를 도입함으로써 생명보험시장이 크게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이 기간동안 주로 은행이 子會社로서 소유하고 있는 보험회사가 단순하고 저

렴하며 더욱 매력적인 수익율을 제공하는 새로운 상품의 판매를 실시하였고,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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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은행의 支社網을 통하여 광범위하게 생명보험상품을 판매하는 새로운 판매

시스템이 등장하였다.

또한, 1988년까지는 생명보험에 대하여 稅金惠澤을 부여함으로써 생명보험상

품의 판매가 증가하였으나, 1988년에 退職年金貯蓄制度(PER )와 1990년에 P ER의

대체제도로서 발족된 簡易貯蓄制度(PEP ) 및 자본축적상호기금과 같이 법에 의

하여 稅金惠澤이 제공되는 신상품들이 등장함으로써 기타 자본축적상품의 판매

는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으나, 생명보험상품은 법적 문제 및 세금문제 등을 고

려할 때 가장 이상적인 相續手段으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에 판매가 감소하지 않

고 있다.

최근 프랑스 보험시장의 수입보험료 실적은 <표4- 10> 과 같다.

<표4- 10> 프랑스 保險市場의 總收入保險料 現況

(단위 : 10억프랑, % )

구분 생명보험 및 연금 손해보험 전체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1989 232 59.2 160 40.8 392 100.0
1990 240 60.0 167 40.0 407 100.0
1991 273 60.7 177 39.3 450 100.0
1992 313 62.1 191 37.9 504 100.0
1993 378 64.8 205 35.2 583 100.0

주 : 생명보험 및 연금보험의 수치는 capitalization funds를 포함함.

자료 : L A s suran ce F ran caise, 각년도, 프랑스보험협회

프랑스 보험시장의 수입보험료실적을 살펴보면, 생명보험 및 연금보험시장이

손해보험시장보다 규모가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993년의 생명보험 및 연

금의 총수입보험료는 3,780억 프랑으로 프랑스 전체 총수입보험료 5,830억 프랑

의 64.8%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프랑스 생명보험의 보험료수입이 증가한 것은 보험료의 인상, 방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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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랑스의 등장이라는 일시적 요인에 의한 면도 있으나, 은행의 보험상품의 販賣

規制가 緩和될 가능성이 있고, 稅制優待措置 및 고용·퇴직에 대한 불안감 등으

로 인하여 보험료수입의 전망이 밝기 때문에, 成長率은 약간 둔화될 것으로 예

상되지만 금후에도 변함없이 계속해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 募集組織別 實績

프랑스 생명보험의 수입보험료를 기준으로 모집조직별 실적을 살펴보면 < 표

4- 11> 과 같다.

이 표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프랑스에서는 은행이 생명보험시장에서 가장

대표적인 판매채널이다. 은행의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점유율은 1989년에는 41% ,

1992년에는 46% , 1993년에는 51% , 1994년에는 56%로 매년 증가하는 경향을 나

타내고 있다.

<표4- 11> 프랑스의 生命保險 募集組織別 市場占有率(收入保險料基準)

(단위 : % )

구 분 1989 1992 1993 1994
은 행 41 46 51 54
총대리점 17 17 15 14
중 개 인 11 7 7 7
영업직원 24 25 22 21

직접판매·기타 7 5 5 4
합 계 100 100 100 100

자료 : L A s suran ce F ran caise, 프랑스보험협회 등

이에 비하여 총대리점 및 보험중개인의 시장점유율은 점점 감소하고 있다. 總

代理店은 1989년에 17%였던 시장점유율이 1993년에는 14%로 감소하였으며, 보

험중개인도 1989년의 11%에서 1993년에는 7%로 감소하였다. 또한 보험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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營業職員에 의한 수입보험료 비중도 매년 조금씩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

며, 직접판매도 매년 감소하여 1993년에는 전체 생명보험 수입보험료의 4%를 차

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프랑스 생명보험시장에서 銀行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증가하는

것은 은행의 주력상품인 貯蓄性商品의 판매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상품

자체는 은행이 취급하고 있는 상품과 큰 차이가 없고, 생명보험상품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는 稅制優待措置가 성공의 요인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은행을 보험상품의 판매채널로 하는 방법은 效率的이기는 하지만 반대

로 은행·보험간에 경쟁하는 은행상품이 개발되어 판매되면 보험료수입에 영향

을 미치게 될 것이다. 예를 들면 1990년의 보험료수입의 증가가 둔화되었던 이

유는 은행이 簡易貯蓄制度 (PEP )에 의하여 稅制優待 長期貯蓄商品을 판매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1995년초에도 세제우대상품이 은행으로부터 판매되어 생명보험

상품과 경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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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4節 獨逸

1 . 生命保險 募集制 度

가 生 命保 險 募 集 規制 및 監 督體 系

독일은 보험모집에 관하여 특별히 규제하는 법규가 없고, 보험사업의 모든 면

을 감독대상으로 하고 있는 保險監督法 (VA G)을 직접적인 감독법규로 하고 있

다. 또한 不當競爭防止法 (Gesetz g agen den Unlauteren W ettbew erb : UW B ) 및

경품법, 할인법 등과 같이 부당경쟁방지법에 관련되는 법률 등 일반적으로 적용

되는 競爭法 (Allgem einen W ettb ew erb srecht )에 의하여 부당한 보험모집경쟁을

규제하고 있다. 즉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競爭法에 의거하는 보험모집경쟁에 관

한 소송판례는 부당한 모집경쟁행위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 규제 및 판례와 함께 業界自律規制로서 보험모집에 관한 각종의

協會內部規則 (일반적으로 협회법이라 불리고 있다)이 마련되어 있는데, 이것이

독일에서는 실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즉, 독일보험총연합회 및

동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5개의 전문협회와 2개의 보험외무에 종사하는 자들의

단체에 의하여 작성되어 감독관청에 신고된 保險事業競爭規準(W ettb ew erb sric -

ht lin ien der V er sicherun g sw iry schaft )87)은 그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것으로 되

87) 保險事業競爭規準은 競爭制限禁止法 제10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관

청에 신고된 것으로서, 1967년 12월 15일에 제정되었으며, 1977년 12월 15일

개정되었다.

이 규준은 보험감독을 받을 의무가 있는 모든 보험종목의 競爭領域 全體에

대하여 적용되며, 保險會社 自體와 保險代理人 양쪽을 規制하고 있다. 또한

이 규준은 보험모집을 포함하는 보험사업의 경쟁영역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경쟁법, 그러한 법률에 의거한 소송판례 및 보험감독법 제81조 제

2항을 근거로 하는 감독관청의 명령 및 결정에 따라 준수해야 할 것을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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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다88).

1) 募集規制體系

가) 保險監督法에 의한 規制

독일의 보험감독법상에는 보험중개자의 면허·등록제도는 존재하지 않고, 또

한 보험중개자가 되기 위한 시험 또는 기타 어떠한 자격이 요구되는 것도 없다.

그러나 모집행위에 대해서는 보험감독법상에 特別利益의 提供 및 特惠契約의

하여 하나로 정리한 것이다.

따라서 이 규준은 사실상 法律과 同一하게 기능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며,

재판소에서도 판결시의 기초원칙으로서 사용하고 있다.

각보험회사는 보험대리인을 자사의 외무원으로서 채용할 경우에는 이 기준

을 보험대리인에게 반드시 배포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保險代理人契約書에

명기하고 있다.

보험사업경쟁규준의 내용을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총칙(전보험종목에 공통되는 규정)

A . 경쟁의 일반원칙

B. 보험대리인계약의 체결에 관한 원칙

C. 경쟁행위에 관한 원칙

· 각 보험부문

A . 생명보험

B. 재물보험, 배상책임·상해·자동차보험 및 소송비용보험

C. 질병보험

· 종칙

88) 보험사업의 경쟁영역에 있어서의 기타 주요 協會法

· 우박보험에 관한 경쟁협정 (이에나협정)

· 운송보험에 관한 특별규정의 형식에 있어서의 경쟁규준

· 민간질병보험회사의 모집·광고에 관한 원칙

· 뷔스바덴협정

· 악의적인 브로커 계약형태를 방지하기 위한 포인트 카탈로그

- 211 -



締結 또는 延長의 禁止 (제82조 제2항 제3호), 非免許會社를 위한 保險契約의 禁

止 (제144a조) 등을 명시하여 규제하고 있다.

나) 保險監督官廳에 의한 規制

보험감독법 제81조 제2항 제1호에서의 감독관청의 명령 및 감독관청의 행정원

칙에 의하여 보험회사의 보험대리인 채용 등 保險募集行爲 등에 대하여 상세하

게 엄격한 규제를 행하고 있다89).

주요 생명보험규제는 다음과 같다.

· 보험대리인의 채용 등에 있어서의 보험회사의 의무 (규정)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및 기타 여기에 관련되는 직업에 종사하는 자에

의한 보험계약체결의 매개의 금지(규정)

· 보험대리업무를 무차별적으로 의뢰하는 것의 금지

· 보험감독을 예로 든 모집·광고의 금지

· 비교모집·광고에 대하여

· 보험급부지급에 대한 고객의 사례인사를 기재한 모집광고의 금지

· 생명보험에 있어서의 특별이익의 제공 및 특혜계약에 관한 규준 (규정)

· 생명보험에 있어서의 배당의 표시 및 설명에 관한 원칙 (규정)

· 생명보험에 있어서의 수수료지급의 제한에 대하여 (규정)

2) 募集監督體系

가) 監督法規

89) 1977년 12월 保險事業競爭規準이 발효되기 이전의 감독관청의 명령 및 행정

원칙은 當該 競爭規準으로 요약, 하나로 정리되어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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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술한 바와 같이 독일에서는 保險募集에 대하여 특별히 규제하는 법률이 존

재하지 않고 보험사업의 모든 면을 감독대상으로 하고 있는 保險監督法을 직접

적인 감독법규로 하고 있는데, 보험감독법 제81조 제2항에 있어서의 감독관청의

명령 등에서 保險代理人(Ver sicherun g sv ertr eter )의 채용 및 保險會社와 保險仲介

人 (Ver sich erung sm akler )의 모집행위 등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규제·감독하고

있다.

나) 監督機關

보험상품모집에 관련되는 사항은 獨逸聯邦保險監督廳에서 감독하고 있다.

다) 監督對象

보험감독법 및 감독관청에 의한 보험모집에 대한 감독대상은 원칙적으로 보험

회사로 되어 있다. 保險募集人은 감독관청에 의한 감독을 직접적으로는 받지 않

으며 그 자의 활동 및 모집행위에 대한 監督官廳의 감독에 대해서도 보험감독법

상의 약간의 例外90)를 제외하고 보험회사에 대한 감독의 범위 내에서 보험회사

를 통하여 간접적으로만 행하여진다.

따라서, 保險募集人인 보험대리인의 활동 및 모집행위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보험회사가 그 감독책임을 지고 있다.

90) 保險監督法上 보험모집인에 대한 直接的인 規制는 다음과 같다.

· 특별이익 제공의 금지 (제81조 제2항 제3호)

· 비면허회사를 위한 보험계약의 금지 (제144a조 제1항)

· 감독관청의 검사권과 보고의무 (제83조 제2항)

· 보험모집인의 명령위반에 대한 벌칙규정 (제144a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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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生 命 保 險募 集 關 聯 法規

1) 募集主體

독일에서는 보험을 모집하는 자를 일반적으로 保險仲介者(Ver sich erun g sv er -

m it t ler )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를 대별하면 보험대리인과 독립보험총대리점 및

보험중개인으로 분류되며, 각각의 법적 개념은 상법(Handelsgeset zbuch : H GB )

에 규정되어 있다.

가) 保險代理人

보험대리인은 특정 보험회사와 결부되어 있는 保險仲介者로서, 통상적으로 보

험계약의 締結權은 가지지 않으며 보험계약의 媒介만을 행한다(상법 제92조 (1),

제84조)

나) 保險仲介人

보험중개인의 법적 개념에 대해서는 商法 제93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상법 제

93조 (1)에서는 契約關係에 의하여 평상적으로 위탁을 받지 않고 타인을 위하여

상품이나 유가증권의 공급 또는 양도, 보험, 운송, 모험대차, 선박의 임대차 또는

기타 상거래의 목적물에 관한 계약의 매개를 영업적으로 인수하는 자는 상사중

개인의 권리의무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2) 登錄 및 免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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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保險監督法에 의한 規制

독일에서는 보험중개자가 되기 위한 자격 등의 법적 규제는 일절 행하여지지

않고 있으며, 보험회사의 채용에 위임하고 있다. 따라서 保險仲介者에 대한 면허

및 登錄制度는 없으며, 또한 보험중개자가 되기 위한 시험의 합격, 일정한 학교

의 졸업 또는 기타 어떠한 자격도 요구되는 것이 없다.

그러므로 현재 독일에서는 법적으로는 누구라도 보험중개자가 될 수 있으나,

보험회사의 보험대리인의 채용 등에 관해서는 保險監督法 제81조 제2항 제1호에

서의 감독관청의 명령 및 감독관청의 행정원칙이 시달되어 그것을 통하여 규제

를 받고 있다.

이러한 규제내용은 保險事業競爭規準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1. 專業保險代理人으로서 채용함에 있어서의 요건 (동규준 제10조)

· 보험외야정보협회로부터 제공되는 당해응모자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있을 것

· 당해응모자의 이력서와 경찰서에서 발행하는 신원증명서 (범죄경력)가 제출

되어 있을 것

· 당해응모자가 업무을 위반할 우려가 없음을 확인하였을 것

2. 타보험회사의 保險代理人을 부당한 수단 등으로 스카우트하는 것의 금지 (동규

준 제8조)

3. 보험회사의 임원, 보험중개인, 변호사, 세무사 등을 보험대리인으로서 채용하

는 것의 금지 (동규준 제10조, 제11조, 제12조) 등

이와 같이 현재 독일에 있어서는 보험중개자에 대한 免許·登錄制度가 없으

며, 또한 保險仲介者가 되기 위한 시험이나 어떠한 자격도 요구되지 않으므로

보험회사와 계약만 체결하면 누구라도 보험중개자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보험업계에서는 보험중개자라는 직업에 취업할 수 있는 자유가

장래에도 보증되어야 할 것인가, 또는 보험중개자에 대한 면허제도나 자격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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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필요하지 않을까 라고 하는 점에 대하여 활발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으며, 資

格證明書에 의하여 증명할 수 있는 전문적 자격을 가진 保險仲介者를 요구하는

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독일에서는 가까운 장래에 보험중개자라

는 직업에 대하여 免許·資格制度化라는 형태의 어떠한 규제를 마련하려 하고

있다.

나) 自律規制機關에 의한 規制

독일보험총연합회에서는 統一敎育規準을 작성하여 시행하고 있다. 統一敎育規

準은 독일직업교육협회에 의하여 작성·운영되고 있는 自律規制로서 보험대리인

은 그 활동 초년도에 최저 200단위의 강습을 수강함과 동시에 거기에서 습득한

지식을 최저 60일간 募集實習으로 실천하도록 하고 있다. 그 실습에는 지도원이

따르며, 1년간의 연수기간후 전국통일수준으로 행하여지는 시험에 합격한 자에

게만 資格證明書를 수여하도록 되어 있다.

독일보험총연합회에서는 1988년 9월 인정보험전문가의 자격취득을 위한 교육

제도·시험절차라는 책자를 발간한데 이어, 1989년 9월 보험전문가 (독일보험직업

교육협회인정) 자격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발간하였는데, 그 중에 수강해야 할

상세한 교육테마가 열거되어 있다.

보험전문가 (독일보험직업교육협회인정) 자격을 위한 프로그램의 내용은 다음

과 같다.

초년도에 최저 200단위 (1단위는 45분간)의 강습을 받아야 하는데 강습의 주제

는 고객어드바이스와 판매, 보험중개자를 위한 법적 기초 및 보험의 전문적 기

초 등 3가지 주제로 크게 나누어져 있으며, 다음의 단위수를 취득해야 한다.

1. 고객어드바이스와 판매 70단위

2. 보험중개자를 위한 법적 기초 24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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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험의 전문적 기초 106단위

· 생명 공적연금보험 36단위 · 상해보험 8단위

· 질병보험 8단위 · 배상책임보험 12단위

· 자동차보험 12단위 · 가재종합보험 12단위

· 건물종합보험 12단위 · 소송비용보험 6단위

3) 資格試驗

전술한 바와 같이 독일에서는 保險仲介者에 대한 면허·등록제도가 없으며,

또한 보험중개자가 되기 위한 시험제도도 없으나, 독일보험총연합회가 통일교육

규준(Au sbildun g sricht lin ien )에 의하여 1988년 9월에 발간한 「인정보험전문가의

자격취득을 위한 교육제도·시험절차」라는 책자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보험대리인에 대한 資格試驗은 독일직업교육협회의 전국 15개소의 시험장에서

동시에 동일한 내용으로 통일적으로 실시된다. 시험은 필기시험과 실지시험 (구두

시험)으로 나누어져 있다.

필기시험은 120문제가 출제되는데 모두 교육프로그램 내용 중에서 출제된다.

실지시험은 15분간 실시되는데 수험자 각자가 시험관에 대하여 상황에 따른 어

드바이스를 해야 한다. 시험위원회는 전문지식, 회화의 구성 및 고객지향 여부를

채점한다.

시험합격후 근무하는 사무소로 증명서류가 송달되고, 몇 주 후에는 그 회사를

통하여 資格證明書가 송부된다. 합격최저점수에 도달하지 못한 자는 불합격이며,

재시험은 2회까지 가능하다.

이 자격제도는 1차적으로 專業保險代理人, 雇用保險代理人 및 保險仲介人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부업보험대리인은 예외적으로 허가되는 경우가 있다.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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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의 신청은 보험회사에 의해서만 할 수 있으며, 이때 보험회사는 독일직업교육

협회에 대하여 수험자가 이미 프로그램 교육을 수료한 자라는 것을 명시하여야

한다.

4 ) 一社專屬制

가) 法規制

보험중개인에 대해서는 법적 개념으로 보아 본래부터 乘合制이지만 보험모집

인에 해당하는 보험대리인에 대해서도 일사전속제에 관한 규정은 보험감독법 등

의 법률이나 保險事業競爭規準에 있어서 존재하지 않으며, 감독관청으로부터도

이에 관한 명령 등은 시달되어 있지 않다.

나) 實態

실제 운영의 면에 있어서는 보험회사와의 보험대리인계약에 있어서 경합관계

에 있는 다른 보험회사를 위하여 활동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91) 이는 상당히

엄격하게 준수되고 있다.

5 ) 募集行爲規制

보험모집행위규제에 대해서는 保險監督法 및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競爭法, 이

91) W W K 생명보험상호회사의 전업보험대리인 계약서의 규정 (제1조 제5항)

「보험대리인은 본계약의 기간중 當社와 關係會社를 위해서만 활동하는 것

으로 한다. 당사 및 (또는) 관계회사와 경합관계에 있는 다른 회사를 위하여

활동하려고 할 때에는 事前에 書面으로 當社의 承諾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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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거하는 訴訟判例 및 보험감독법 제81조 제2항에서의 감독관청의 명령 등에

의하여 규제되고 있으나. 이러한 것들은 전술한 保險事業競爭規準에 요약되어

하나로 정리되어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그 보험사업경쟁규준에서의 규정을 중심

으로 개괄한다.

가) 義務行爲

보험대리인은 항상 자기가 保險代理人이라는 것을 알리고 자기가 대리하고 있

는 보험회사의 명칭을 알리며, 또한 신분증명서 등에 의하여 당해보험회사의 보

험대리인임을 언제라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나) 禁止行爲

⑴ 保險事業의 免許를 받지 않은 企業을 위한 保險契約의 締結 또는 媒介行爲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질서위반이 되어 5만 마

르크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보험감독법 재144a조 제2항).

⑵ 特別利益의 提供 및 特惠契約의 締結 또는 延長

보험감독법에 있어서 감독관청이 보험회사 또는 보험중개인의 보험계약자에

대한 特別利益의 제공을 금지하는 것 또는 보험회사가 특혜계약을 체결 또는 연

장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는 취지가 규정되어 있다 (보험감독법 제81조 제2항

제3호).

실제로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保險監督法 제81조 제2항 제1호에 있어서의 감

독관청의 명령에 의하여 금지되어 있다92). 이 명령에 의하면 特別利益의 제공

92) 연방보험감독국 규정 R2/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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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特惠契約은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特別利益의 제공이란 특히 手數料의 반환 또는 어떠한 경우든 사업방법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이익의 제공으로 이것을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 대하

여 직접적·간접적으로 행하는 것은 금지한다. 또한 출연이 제3자에 대하여 행

하여지고, 이 자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행하는 경우도 금지한다.

特惠契約으로서 금지되는 것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험약관,

보험료 또는 부수비용의 면에서 동종의 개인보험에 대한 사업방법서와 비교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어떠한 형태의 이익을 제공하는 계약이다.

사업방법서에 의거한 단체보험계약 또는 집단보험계약은 특혜계약으로 간주하

지 않는다.

⑶ 乘煥行爲

생명보험계약의 승환 및 승환의 시도는 금지한다. 乘煥이란 보험회사 또는 그

회사를 위하여 활동하는 자가 생명보험계약의 締結 또는 그 媒介를 의도하여 다

른 보험회사에서 이미 유효하게 계속되고 있는 보험계약이나 또는 다른 보험회

사에 이미 계약청약서가 제출되어 있는 보험계약을 消滅시키는 것을 말한다(보

험사업경쟁규준 제48조).

⑷ 어떠한 상품 또는 서비스를 보험에 대한 無償의 景品으로서 선전, 제공 또는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는 것93)(보험사업경쟁규준 제43조).

⑸ 虛僞의 行爲 또는 誤解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行爲

특별한 利益의 提供 및 特惠契約에 관한 規準

93) 단, 사소한 선물 또는 사소한 물품으로서 모집인의 성명을 명료하고 또한

지워지지 않도록 표시한, 단순히 募集用 物品임을 분명히 한 것을 提供하

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동규준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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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행위의 금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상세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1. 보험자의 급부와 이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반대급부에 대하여 잘못된 인상을

줄 우려가 있는 것은 전부 회피할 것 (보험사업경쟁규준 제2조 제1항)

2. 모집팜플렛, 선전광고 등에서의 모집·광고는 객관적이고 또한 진실한 것이어

야 한다. 보험업계에서는 자명한 사실을 어떤 보험회사의 특유의 것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동규준 제22조 제1항).

3. 보험계약상의 조건에 대하여 가망고객,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를 기만해서

는 안된다.

4. 보험대리인의 직무, 권한 및 대리권에 관하여 잘못된 인상을 환기시킬 우려가

있는 직함 또는 직명을 부여하거나 사용해서는 안된다(동규준 제26조)

⑹ 타의 보험회사 또는 보험대리인에 대한 부실한 발언·표시 또는 비방 (보험사

업경쟁규준 제3조)

⑺ 公衆에게 폐를 끼칠 수 있는 募集·廣告

보험모집을 목적으로 하여 통행인에게 말을 걸거나 공중이 원하지 않는데도

가두 및 광장에서 전단을 배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보험사업경쟁규준 제

28조).

⑻ 外部人의 名聲을 이용한 募集·廣告

보험회사 또는 보험대리인과 친하게 지내거나 또는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

결하고 있는 著名人士를 모집이나 광고에 이용해서는 안된다 (보험사업경쟁규준

제32조). 또한 보험급부 또는 보험사고의 처리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의 사례인사나 추천장을 공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동규준 제33조 제1항),

특정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감독이 행하여지고 있음94)을 예로 들은 모집·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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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허용되지 않는다 (동규준 제36조).

6) 豫想配當

보험사업경쟁규준 제53조에서는 보험계약자에 대한 배당의 표시·설명은 감독

관청의 명령 및 행정원칙의 범위 내에서만 이를 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여기에 대해서는 保險監督法 제81조 제2항 제1호에 있어서의 監督官廳

의 命令(연방보험감독청 규정 R3/ 86)이 발표되어, 생명보험에 있어서의 배당의

표시 및 설명에 관한 원칙이 표시되어 있다.

이 원칙에 의하면 장래에 있어서의 배당의 표시 및 설명에 대한 계산예시, 과

거에 있어서의 배당예시의 각각에 대한 표시방법 및 표시해야 할 내용이 상세하

게 규정되어 있다. 게다가 이 규정에 의거한 것이라면 그러한 예시는 모집·광

고, 계약체결시의 화법 및 교육자료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

므로 豫想配當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준하에서 인정되고 있다.

7 ) 廣告規制

비교모집·광고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조건하

에서 인정되고 있다95).

즉, 비교에 대하여 그것이 진실하고 객관적이며 또한 완전한 것이며, 비교를

위한 중요한 사실을 은폐하지 않거나, 또는 급부의 상이점을 검증가능한 사실로

서 객관적인 형식 및 레이아웃으로 표시한 것이면 허가된다 (보험사업경쟁규준

94) 자사는 監督官廳의 認可를 받았다 또는 正規的으로 監督을 받고 있다는

등의 화법이나 표현을 이용하여 모집·광고하는 행위

95) 1967년의 보험사업경쟁규준에서는 다른 보험회사 또는 그 보험회사의 보

험대리인에 대한 言及 및 比較募集·廣告는 모두 禁止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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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제1항).

보험사업에 있어서는 比較募集·廣告가 공중에게 오해를 불러 일으킬 가능성

이 크기 때문에, 모집팜플렛 등 기타의 모집·광고수단에 있어서 다른 보험회사

의 보험요율서, 약관 또는 코스트, 보험업계의 평균치 및 다른 보험의 급부내용

을 예로 드는 것 및 다른 보험회사의 법적 형태(주식회사, 상호회사)나 조직형

태, 그것에 의거한 코스트에 대하여 언급하는 것은 정당한 급부내용 비교의 전

제가 객관적으로 존재할 경우에만 허용된다(동규준 제30조 제2항).

8) 手數料規制

연방보험감독청은 1985년 8월 21일 다음과 같은 규정 R3/ 85를 발표하였다.

1.1 수수료의 지급은 제1회보험료 납입후 納入保險料의 70%를 상한으로 하여 이

를 행할 수 있다.

1.2 단 분할납인 경우는 간소화의 이유 때문에 최초의 반년분의 분할납입액이

이미 납입되어 있음을 조건으로, 70%의 절반 즉 연간보험료의 35%를 상한

으로 하여 2회에 나누어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2. 다음의 경우에는 이러한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a ) 규정 5/ 74의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개개의 경우에서 지급되는 신계

약수수료가 최초의 연간보험료의 8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또는

b ) 보험중개인이 3.에서 정하는 충분한 보증을 제공한 경우

3. 보험중개인이 제출하는 保證 (담보, 보증금, 신원보증보험 등)은 보험중개인이

보험자의 수수료 반환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 전액 이것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설정되지 않으면 안된다.

또한, 1986년 5월 29일 새로운 수수료에 대한 규정 R4/ 86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규정 R5/ 74의 제2항 제2호 및 상기의 규정 R3/ 85의 1.1의 기납입보험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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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는 50%로 변경되었으며, 1.2의 35% 제한은 25%로 변경되었다.

9 ) 情報公示規制

가) 保險監督法에 의한 規制

保險情報公示에 대해서는 보험감독법 제10a조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보험사업자는 보험계약자가 자연인일 경우, 보험계약이 체결되기 전 및 부칙

D에 의한 계약기간중에 보험계약상의 중요한 사실 및 권한에 관한 정보를 소

비자가 통보받았는지에 대해 확인하여야 한다. 보험계약법의 시행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大型危險의 경우에 대해 적용법규와 해당 감독당국을 언급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2. 소비자에게 알리는 정보는 서면으로 명시되어야 하며, 모호하지 않고 이해하

기 쉬운 독일어 혹은 계약자의 모국어로 제공되어야 한다.

3. 어떠한 신청서식에 의해서도 적용되는 법적으로 독립된 보험계약의 체결을

위하여 제안해야 하는 사항은 명료성, 可讀性, 이해가능성을 해치지 않아야

한다. 특히 관련된 보험조건을 포함하여 신청한 계약의 法的 獨立性과 신청자

의 신청 및 계약조건에 의해 제한되는 기간을 강조하는 서면상의 통지를 받

아야 한다.

⑴ 保險契約締結前 情報提供 (부칙 D . 소비자정보 제1조)

보험감독법 제10a조 제1항에 따라 보험사업자가 보험계약자에 대하여 보험계

약 체결전에 제공해야 하는 정보는 다음과 같다.

1. 모든 보험종목에 요구되는 消費者 情報

a ) 보험자 및 필요한 경우 계약체결 지점의 명칭, 주소, 법적 형태, 보험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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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b ) 料率에 관한 규정과 계약에 적용되는 법을 포함하는 普通保險約款

c) 보통보험약관 혹은 요율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 보험금의 한도와 성격

및 지급시기

d) 保險契約期間

e) 만약 몇 개의 독립적 보험계약이 체결될 예정인 경우 개별 보험료의 목록

및 보험료의 금액, 보험료 납입방법, 추가수수료 및 비용에 관한 정보, 납입

금 총액

f) 청약자가 계약에 의하여 구속받는 기간

g ) 保險契約 撤回期間에 대한 情報

h ) 보험자에 대한 불만이 있을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접촉할 수 있는 책임감독

당국의 주소

2. 보험료 환급 및 생명보험과 재해보험에 요구되는 추가적 消費者 情報

a ) 계산기초에 대한 정보

b ) 解約還給金

c) 완납보험 (paid - up in surance)으로의 전환을 위한 최소 보험가입금액 및 완

납보험의 보험금에 대한 정보

d) (b )와 (c )에서 보증되는 보험금 한도

e) 變額生命保險의 경우, 보험금 변동단위에 대한 정의와 그 기초자산의 성격

에 대한 표시

f) 해당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租稅制度에 관한 일반정보

3. 제12a조에 따라 健康保險에 요구되는 추가적 소비자 정보

건강보험비용 증가가 미래의 보험료 증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보와 노년

에 납입해야 할 보험료 한도에 대한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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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보험계약 기간중의 情報提供(부칙 D. 소비자정보 제2조)

제10a조 제1항에 따라 보험사업자가 보험계약자에 대하여 보험계약기간 동안

에 제공해야 하는 消費者情報는 다음과 같다.

1. 보험사업자 및 보험계약 체결지점의 이름, 주소, 법적 형태, 보험회사 위치 등

의 변동사항

2. 법률개정에 의하여 변화가 일어난 경우 제1조 1의 (c ) 내지 (e ), 동조 2의 (a )

내지 (e )에 따라 제공되는 소비자 정보의 변화

3. 생명보험 및 건강보험의 보험료환급 및 이익배당 상황에 관한 연례정보

나) 保險事業競爭規準에 의한 規制

모집문서도화 및 보험계약서류에 관한 규제에 대해서는 보험사업경쟁규준에

있어서 기재사항 및 사용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⑴ 記載事項

모집·광고에 사용되는 모든 인쇄물에는 발행 년월일이 표시되어야 한다(동규

준 제22조 제3항). 또한 보험계약서류에는 보험회사의 名稱 및 住所를 인쇄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알기 쉬운 장소에 명기하여야 한다. 독립보험대리인은 문서의

교환에 있어서는 자기의 명칭 또는 약칭이 아닌 自己 本名을 표시해야 한다 (동

규준 제25조 제1항, 제3항).

⑵ 使用

보험회사는 保險代理人의 募集行爲 및 그 자가 행하는 모든 募集·廣告手段에

대하여 감독책임을 진다. 또한 모든 모집·광고수단은 보험회사의 사전 동의가

없으면 사용할 수 없다 (동규준 제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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⑶ 加入時의 情報提供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체결시 보험증권에 契約案內를 동봉하여 송부함으로써 보

험계약자의 철저한 이해를 도모하여야 한다. 계약의 안내에 있어서는 계약당사

자, 계약개시일자 및 소멸일자, 보험료의 납입,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중도해약, 계약만기, 稅制上의 이점, 보험료의 운용 및 利益配當 등에 대하여 설

명해야 한다.

10) 給與制度

고용계약에 의한 專業外務員은 고정급외무원으로 회사의 직원으로서 일정한

고정급이 보장되어 있으며, 사회보험, 휴가, 기타 질병 등의 보장에 대해서도 내

근종업원과 동일한 규정에 따르고 있으나, 그 수는 그다지 많지 않다.

또한 委任契約에 의한 전업외무원은 보험료의 수금, 보험계약의 권유를 전문

으로 하고 있는데, 일정한 법규 (상법 제84조, 제92조 제1항)에 의거한 하나의 자

유기업가로서 모집수수료와 수금수수료만을 보험회사로부터 받는다.

이것에 대하여 副業外務員은 전업을 별도로 가지고 있는 동시에 보험료의 수

금과 보험계약의 권유를 행하여 각각의 수수료를 회사로부터 받는다.

2 . 生命保險 募集組 織

가 . 生 命 保 險 募 集 組 織 의 體 系

독일의 생명보험 판매·모집조직은 크게 保險仲介者 (Ver sicherung sv erm itt ler )

에 의한 판매조직과 보험중개자를 개입시키지 않는 直接 販賣組織으로 분류할

수 있다. 보험중개자에 의한 판매조직에는 保險代理人 (V er sicherung sv ert r eter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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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자사 또는 동일 보험콘체른이나 동일 보험그룹의 판매조직과 獨立保險總代

理店(Gen eralag ent ), 保險仲介人 (Ver sicherung sm akler ) 등과 같은 독립판매조직

이 있다. 또한 直接販賣方式에는 우편판매, 전화판매 등과 같은 직접판매, 금융

기관 및 건축저축조합과의 제휴판매 등이 있다.

독일의 생명보험의 판매·모집조직의 종류는 <그림4- 4> 와 같이 분류된다.

<그림4- 4> 獨逸의 生命保險 募集組織 體系

전업보험대리인
독립보험대리인

부업보험대리인보험대리인

고용보험대리인

보험회사 보험총대리점 하청보험대리인

보험브로커

우편판매, 전화판매 등
특수판매

금융기관 및 건축저축조합과의 제휴판매 등

독일 보험모집제도의 특색을 살펴보면, 법률상96)으로는 생명보험, 손해보험,

질병보험의 겸영이 금지되어 있으나, 동일 보험콘체른 또는 동일 보험그룹내에

서 각 보험회사의 보험상품을 상호 판매하는 공동판매계약이 소속보험회사간에

체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保險代理人은 동일 보험콘체른 또는 동일 보

험그룹내의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질병보험회사 각사의 상품을 판매하는

복합판매를 실시하고 있다.

96) 保險監督法 제8조 제1a항

생명보험 (부칙A의 보험종목 19 내지 24)을 영위하기 위한 인가와 기타 보험

종목을 영위하기 위한 인가는 相互 排他的이다. 제12조 제1항에서 말하는

건강보험을 영위하기 위한 인가와 기타 보험종목을 영위하기 위한 인가에

대해서도 동일한 사항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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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생명보험회사에 따라서는 자사의 保險代理人을 두지 않고 동일 보험콘

체른 또는 동일 보험그룹내의 손해보험회사의 保險代理人에 대하여 당해 생명보

험회사의 보험상품판매를 의존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1) 保險代理人 (V er sicherung sv ert r eter )

保險代理人이란 특정한 보험회사와 결부되어 있는 保險募集人을 말하며, 그

법적 개념에 대해서는 商法 제92조 제1항97) 및 제84조98)의 규정이 적용된다. 따

라서 보험대리인은 통상적으로 보험계약의 締結權은 가지고 있지 않으며, 보험

계약의 媒介만을 행한다. 보험대리인의 범주에는 독립보험대리인, 고용보험대리

인 등이 속한다.

가) 獨立保險代理人 (selb st andig e Ver sich erun g sv ertr et er )

독립보험대리인은 상법 제8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代理商으로 특정보험회

사와의 委任契約에 의하여 그 보험회사의 영업직원으로서 활동한다. 보험회사와

97) 商法 제92조 제1항

보험대리인이란 代理商으로서 보험계약의 媒介 또는 締結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65) 商法 제84조

(1) 대리상이란 獨立되어 있는 영업인으로서 타의 기업인을 위하여 거래를

媒介하는 자 또는 통상적으로 기업인의 이름으로 거래를 締結할 수 있

도록 委任받은 자를 말한다.

독립되어 있는 자란 본질에 있어서 자유로이 자기의 활동을 행할 수 있

고 또한 노동시간을 정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2) 전항의 의미에 있어서의 독립인이 아니고, 기업인을 위하여 거래를 매개

하거나 또는 통상적으로 기업인의 이름으로 거래를 체결할 수 있도록

위탁받은 자는 사용인으로 간주된다.

(3) 기업인은 대리상이더라도 무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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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관계는 계속적인 관계이지만 종속관계는 아니다. 독립보험대리인은 전업보험

대리인과 부업보험대리인으로 구분된다.

⑴ 專業保險代理人(hauptberuflich e Ver sicherung sv ert r et er )

보험계약의 媒介를 전업으로 행하는 보험대리인이다. 통상적으로 보험계약의

매개뿐만 아니라 보유계약의 보전유지도 전업보험대리인의 직무이며, 거기에 비

례하여 보험회사로부터 手數料를 받는다. 원칙적으로 일정한 활동지역이 주어져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⑵ 副業保險代理人(neb enberufliche V er sicherun g sv ert reter )

보험 이외의 직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가 보험계약의 媒介를 부업으로서 행하

는 獨立保險代理人이다. 부업보험대리인의 직무내용은 전업보험대리인의 직무내

용과 거의 비슷하며, 거기에 비례하여 보험회사로부터 手數料를 받는다.

전업보험대리인과의 차이는 契約媒介量과 手數料比率의 차이에 있는데, 부업

보험대리인의 계약매개량과 수수료비율이 전업보험대리인에 비하여 낮다. 일반

적으로 保險市場이 협소하고 전업보험대리인이 활동하기에 비효율적인 지방 등

과 같은 지역에 다수 존재한다.

나) 雇用保險代理人 (ang est ellt e Ver sicherung sv ert r et er )

독립되어 있는 自營業者가 아니라 商法 제84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보험회

사의 使用人으로 특정보험회사와의 고용계약에 의하여 실무상 代理商으로서의

임무를 위탁받아 그 보험회사의 영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고용보험대리인의 직무는 전업 및 부업보험대리인의 모집·증원, 이러한 자의

지도·감독 및 신규보험계약의 매개이지만, 대부분의 보험회사에서는 전자를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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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직무로 하고 있다. 보수로서는 일정한 固定給이 보증되어 있다.

2) 保險總代理店(Gen eralag ent )

보험총대리점이란 전술한 바와 같이 상법 제84조 및 제92조에서 말하는 독립

보험대리인으로서, 그 산하에 다른 독립대리인을 下請保險代理人 (Unt er Ver sic -

herung sv ert r et er )으로서 채용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보험총대리점은 보험회사의 지사와는 달리 보험회사로부터는 완전히 독립된

사업체로 되어 있으며, 특정보험회사와의 委任契約에 의하여 보험계약의 매개를

행하고 거기에 비례한 手數料를 받는다. 보험회사와 하청보험대리인간에는 어떠

한 계약관계도 존재하지 않으며, 보험총대리점이 그 하청보험대리인의 활동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동일 보험콘체른 또는 보험그룹내에 있어서 손해보험회사가 생명보험회사의

보험총대리점이 되어 있는 경우 또는 은행이 생명보험회사의 총대리점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3 ) 保險仲介人

보험중개인의 법적 개념에 대해서는 상법 제93조의 규정이 적용되는데, 보험

중개인은 보험회사로부터 독립된 입장에서 不特定 多數의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

험계약의 매개·알선을 행한다.

4 ) 特殊販賣

독일의 특수판매방식에는 우편이나 전화 등을 이용한 直接販賣와 은행 및 건

- 231 -



축저축조합 등과의 제휴에 의한 提携販賣 등이 있다.

나 . 生 命 保 險 募 集 組 織 의 現 況

1) 生命保險 募集組織 및 從事者 現況

독일의 경우는 保險仲介人에 대해서는 면허제도나 등록제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보험중개인의 수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으나, 독일의 생명보험 모집조

직 및 종사자 현황은 대체로 <표4- 12> 와 같다.

<표4- 12> 獨逸의 生命保險 募集組織 및 從事者 現況(1995年度 推定値)

(단위 : 명)

구 분 모집조직 및 종사자수

보험중개인 3,000
보험총대리점 45,000

영업직원 (회사고용판매원) 70,200

주 : 보험중개인의 고용인은 1994년도 기준으로 52,400명임.

자료 : 주요국의 보험중개인제도 및 관련법규현황,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 1996.

3 등

독일의 보험중개인수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곤란하지만, 대체적으로 약 2백

여개의 주요 仲介人들과 5백여개의 기업상품관련 중개인 및 약 2천개로 추정되

는 개인상품관련 중개인이 존재한다. 대부분의 小型仲介人들은 金融相談家로 더

널리 알려져 있으며 소수의 인원을 고용하여 생명보험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그리고 독일에는 보험회사와 경제적으로는 독립적이며 기술적 지원만을 받는

保險總代理店이 약 45,000개가 존재한다. 대리점의 재산은 법에 의하여 보험회사

에 소속되며, 보험회사는 준비된 갱신우편물을 발송하고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

는 방식으로 그들의 대리점을 후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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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주로 생명보험시장에서 총대리점 및 독립중개인 사이의 중간영역에서

영업하고 있는 獨立代理店은 독일의 생명보험판매에 있어서의 역할이 상대적으

로 작은 편이다. 활동중인 두 개의 주요 네트워크는 DVA G와 Zollsunion 네트워

크이다.

2) 特殊販賣 現況

독일의 생명보험회사들은 상기의 모집조직 이외에 우편이나 전화를 통한 直接

販賣方式에 의하여 보험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독일은 電話에 의한 直接販賣는 아직 발전상의 初期段階에 있다. 현재 독일에

서는 9개의 電話直販會社가 전화에 의하여 보험상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이중

H anov erische Leb en사 한 회사만이 개인생명보험 및 연금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독일에서 전화에 의한 판매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회사는 크게 두개의 집단으

로 분류되는데, 첫 번째 집단은 주로 直接販賣業者로 시작하여 전화를 통한 판

매로 업무를 확장시켜온 집단이고, 두 번째 집단은 일반적으로 보험회사의 후원

에 의하여 電話販賣會社를 설립한 집단이다.

독일의 보험시장은 현재 전화에 의한 直接販賣制度가 발달할 수 있는 여건이

제도적으로 갖추어져 있지 않다. 독일은 인접 유럽국가와는 달리 전화에 의한

口頭契約을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전통적인 直接販賣會社들은 주로 Direct

M ail이나 Coupon s에 의하여 보험상품을 판매하여 왔다. 이러한 법적인 제약으로

인하여 독일의 전화에 의한 직접판매는 初期段階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새로 직접판매분야에 참여하는 後發會社들을 중심으로 전화

에 의한 직접판매의 제약요건을 회피하고 전화로 동의가 이루어진 계약을 유효

하게 하기 위하여 F ax를 활용한 直接販賣가 행하여지고 있다. F ax에 의한 직접

판매는 보험회사가 고객과 보험가입을 상담한 후에 계약서를 F ax로 보내면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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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이 확인후 서명 날인하여 회사로 보냄으로서 계약이 성립하는 방식으로 가입

단계 및 소요시간을 대폭 단축시키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3 ) 銀行 등의 保險販賣

가) 銀行

독일에서는 保險監督法의 타업금지규정(제7조)에 의하여 은행은 보험업무를

영위할 수 없다. 그러나 은행에 의한 保險子會社 設立이나 買受, 資本參加에 의

한 방법으로는 보험업에 진출할 수 있다. 또한 은행의 支店이 보험회사의 代理

店으로서 보험상품의 판매를 할 수 있다.

독일의 銀行은 과거부터 보험회사에게 금융시장을 빼앗겨 왔으므로 새로운 계

약과 收入原을 획득하기 위한 조치로서 生命保險商品 販賣에 관심을 가져왔다.

이에 따라 상업은행들은 보험회사와 오랫동안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은행은 보험상품의 판매에서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 위하

여 綜合的 金融서비스를 提供하는 on e st op finan cial center라 할 수 있는

Allfin an z의 개념을 도입하였다.

貯蓄銀行 또한 생명보험상품의 판매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의 보험상품 판매는 일반적으로 이들의 지시를 따르는 獨立代理店

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독일의 은행들은 주로 子會社方式이나 業務提携에 의한 방법으로 생명보험상

품을 판매하고 있다.

子會社方式을 채택하고 있는 대표적인 은행은 獨逸銀行 (Deut sche Bank )이다.

동은행은 1989년 100% 자회사로서 독일은행생명보험회사를 설립하여 養老保險

과 定期保險商品을 판매하였고, 1992년에는 독일헤롤드생명보험회사를 매수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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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1995년에는 자회사인 독일은행생명보험회사와 독일헤롤드생명보험회사 두

회사를 합병하여 독일은행의 보험지주회사의 자회사로 하였다.

Dresdner은행은 提携販賣方式을 채택하고 있는 대표적인 은행이다. 동은행은

1989년 3월 유럽최대의 보험그룹인 Allian z와 業務提携契約을 체결하여 Allian z

의 代理人資格으로 보험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또한 보험회사도 은행 자회사를 설립하거나 은행과의 업무제휴 등을 통하여

銀行保險業(Allfin anz)에 진출하고 있다. Allian z보험그룹은 업무제휴협약을 맺고

있는 Dresdn er은행의 지분을 25%를 소유하고 있으며, Bay erich e Hypothenken

und W ech sel은행의 지분을 24.9% 소유하여 銀行保險業에 참여하고 있다.

Allianz의 은행을 이용한 생명보험상품의 판매는 자회사인 Deut ch Krank env eri -

sicherung를 통하여 행하여지고 있는데, 동사는 Dresdner Bank와 판매제휴협약

을 체결하여 주로 저축성보험 및 건강보험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나) 建築貸出貯蓄組合

건축대출저축조합은 1970년대 후반 이후로 은행과 동일한 지위를 누려왔지만,

전통적인 은행은 아니다. 이들 건축대출저축조합에서는 보험상품을 판매하고 있

으며, 또한 保險代理店들은 이들 저축조합의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현재 독일에

는 29개의 건축대출저축조합이 존재하고 있다.

다 . 生 命 保 險 募 集 組 織 의 實 績

1) 生命保險市場 槪況

다음의 < 표4- 13>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독일은 대규모의 생명보험시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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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하고 있으며, 생명보험시장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增加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4- 13> 獨逸의 生命保險 總收入保險料 現況

(단위 : 백만마르크)

구분 1988 1989 1990 1991 1992
양로보험 36,012 39,298 43,113 49,049 52,663

저축성보험 2,770 2,758 2,695 2,690 2,654
정기보험 1,181 1,330 1,509 1,814 2,041

연금 2,134 2,216 2,479 3,238 4,491
단체보험 3,315 3,644 4,096 4,192 4,559
부가보험 - - - 1,579 1,633

총계 45,412 49,246 53,891 62,563 68,040

자료 : GDV , BAV , Dat am onit or E st im ates

독일의 생명보험실적을 살펴보면, 1988년에 45,412백만 마르크였던 생명보험

총수입보험료가 1992년에는 68,040백만마르크로 증가하여 연평균성장률이 10%

정도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증가는 독일재통일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독일의 생명보험시장은 근본적으로 양로보험, 저축성보험, 정기보험, 연금, 그

리고 단체보험의 다섯 부문으로 나누어지는데, 독일 생명보험회사의 주요상품은

養老保險이다. 1992년에 양로보험의 총수입보험료는 전체 생명보험의 77.4%를

차지하고 있다.

2) 募集組織別 實績

독일 생명보험의 모집조직별 수입보험료 현황은 <표4- 14> 와 같다. 保險總代

理店의 경우를 보면, 비록 계약의 많은 부분이 銀行으로부터 얻은 정보로 이루

어진 것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생명보험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1994년을 기준으

로 보면 保險總代理店의 수입보험료가 전체 생명보험의 61%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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保險仲介人의 경우는 전체의 약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은행의 창구판

매는 7%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直接販賣方式에 의한 생명보험판매는 이 통계

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전무한 실정이다.

<표4- 14> 獨逸의 募集組織別 生命保險 收入保險料 實績

(단위 : % )

구분 1994
보험중개인 30

보험총대리점 61
영업직원 2

은행 7
직접판매·기타 -

합계 100

자료 : Dat am onit or an aly 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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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5節 日本

1 . 生命保險 募集制 度의 發展過程

생명보험회사가 설립되기 시작한 1880년대의 일본은 경제수준이 낮았기 때문

에 가망고객이 지주나 자본가, 유력인사 등에 한정되어 있었다. 이와 같이 창업

초기의 일본의 생명보험시장은 일반인에게 있어서는 普遍化되어 있지 못하였기

때문에 생명보험회사는 생명보험상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본사의 간부가 직접 전

국의 可望顧客을 찾아다니면서 판매하는 訪問販賣方式에 의하여 보험상품을 판

매하였다.

이러한 방법에 의한 방문판매는 생명보험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한계에 직면하

였기 때문에 일본의 생명보험회사는 전국 각지의 명사나 유력인사를 대리점으로

위촉하여 그 명망을 이용하여 생명보험상품을 판매하는 代理店方式을 채택하였

다. 이러한 대리점을 중심으로 한 판매체제는 1920년대 중반까지 지속되었다.

그러나 1920년대부터 시작된 經濟發展에 따른 인구의 도시유입 및 집중, 공업

화에 따른 고용노동자의 증대 등으로 인하여 生命保險市場의 基盤이 形成됨으로

써 종래의 대리점중심체제로는 대응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일본의 생명

보험회사들은 1920년대 중반부터 외무원을 직접 채용함으로써 대리점중심체제에

서 募集人中心體制로 전환하게 되었다.

이러한 모집인중심의 판매조직은 1940년대 들어오면서 大量增員政策이 실시되

고 지방조직과 본사기구를 정비하여 조직적인 판매체제를 구축하였다. 이로서

일본의 생명보험회사는 본사→지사→지부→외무원의 直系式 經營體制가 완성되

었고 이에 따라 組織的인 外野組織이 구현되었다.

그러나 募集人을 중심으로 하는 판매제도는 대량증원에 의한 量的 實績爲主의

경영으로 외무원의 자질의 저하를 가져왔고, 또한 turn ov er현상의 지속으로 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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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이 가중되고 생명보험계약의 실효·해약사태가 빈발

함에 따라 생명보험의 판매조직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募集體制3個年計劃 (모체삼

계획)이 시행되었다.

이와 같은 일본의 생명보험 판매체제는 1996년 「新保險業法」이 改正됨에 따

라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즉 1996년 신보험업법이 시행됨에 따라 保

險仲介人制度가 도입되었고, 紹介代理店制度가 폐지되었으며, 子會社를 통한 生

·損保 相互進出이 허용되는 등 일본 생명보험회사의 보험모집체제가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또한 子會社方式에 의한 생·손보 상호진출이 허용됨으로써, 일본의 생명보험

회사의 영업사원 및 생명보험대리점은 손해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되었으

며, 손해보험대리점도 생명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되었다. 생명보험회사의

영업사원이나 대리점이 손해보험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손해보험상품의 판매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販賣資格을 取得하고, 손해보험회사와 代理店契約을 締結

하여야 한다.

2 . 生命保險 募集制 度

가 . 生 命 保 險 募 集 規 制 및 監 督 體 系

1) 募集規制 體系

일본에서는 종래에는 募集團束法에 의하여 보험모집을 규제하였으나, 보험업

법의 개정으로 모집단속법이 보험업법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保險業法에서 규제

하고 있다. 보험모집에 대한 규제내용은 보험모집인 및 보험중개인의 자격·등

록, 행위·활동규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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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募集監督體系

가) 監督法規

보험모집에 대해서는 종래에는 모집단속법에 의하여 감독을 행하였으나, 1996

년 보험업법이 개정됨으로써 保險業法으로 일원화되었다.

나) 監督機關

보험모집에 관한 전반적인 감독은 대장성 銀行局 保險部에서 담당하고 있다.

다) 監督對象

일본의 경우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보험모집인과 보험중개인 그 자체와 모집인

·중개인의 행위·활동 등이 직접 규제 및 감독의 대상이 된다.

3 ) 監督官廳의 檢査

대장대신은 이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한도에 있어서 생명보험모집인, 손해보

험대리점 또는 保險仲介人에 대해 그 업무나 재산에 관해 참고가 될 보고서 또

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당해 직원 또는 당해 생명보험모집인, 손해보험대리

점 또는 보험중개인의 사무소에 입점하여 그 업무 혹은 財産의 상황이나 장부서

류 기타 물건을 檢證하거나 혹은 관계자에게 질문을 할 수 있다 (보험업법 제305

조).

또한 대장대신은 생명보험모집인, 손해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인의 業務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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營에 관해 보험계약자 등의 이익에 해를 끼친 사실이 인정될 때는 保險契約者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한도내에서 당해 생명보험모집인, 손해보험대리점

또는 保險仲介人에 대해 업무운영의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할 수가

있다(보험업법 제306조).

나 . 生 命 保 險募 集 關 聯 法規

1) 募集主體

가) 生命保險募集人

생명보험모집인이란 생명보험회사(외국 생명보험회사 등을 포함한다)의 任員

(대표권을 가지는 임원 및 감사역을 제외한다)이나 使用人 또는 이러한 자의 사

용인 또는 生命保險會社의 委託을 받은 者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규정이 있는 것을 포함한다) 또는 그 자의 임원이나 사용

인으로서 그 생명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代理 또는 媒介를 행하

는 자를 말한다 (보험업법 제2조 제11항).

나) 保險仲介人

보험중개인이란 保險契約締結의 媒介者로서 생명보험모집인 및 손해보험모집

인이 그 소속보험회사를 위하여 행하는 보험계약 체결의 매개 이외의 것을 행하

는 자(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규정이 있는 것

을 포함한다)를 말한다(보험업법 제2조 제1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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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登錄 및 免許

가) 槪要

일본 신보험업법에서는 生命保險募集人에 대하여 종래와 같은 登錄制를 채택

하고 있으며, 새로 도입한 保險仲介人에 대해서도 登錄制를 채택하였다. 이에 따

라 생명보험의 모집은 생명보험모집인, 보험중개인이 보험모집을 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자도 募集行爲를 할 수 없다 (보험업법 제275조)99).

⑴ 生命保險募集人

생명보험모집인은 보험업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大藏大臣에게 생명보험모집인

으로서 登錄을 해야 한다(보험업법 제276조)100).

99) 保險業法 제275조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자가 당해 각호에 정하는 보험모집을 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보험모집을 행하여서는 아니된다.

1. 다음 조의 등록을 받은 생명보험모집인 … 그 소속보험회사를 위해 행하

는 보험계약의 체결대리 또는 매개

2. 손해보험회사(외국손해보험회사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편에 있어서 동

일하다)의 임원(대표권을 가지는 임원 및 감사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283조 및 제302조에 있어서 동일하다)이나 사용인 또는 다음 조의 등

록을 받은 손해보험대리점 또는 그 임원이나 사용인 … 그 소속보험회사

를 위해 행하는 보험계약의 체결대리 또는 매개

3. 제286조의 등록을 받은 보험중개인 또는 그 임원 및 사용인 … 보험계약

(외국보험회사 등 이외의 외국보험업자가 보험자가 되는 보험계약에 대하

여서는 정령에서 정하는 것에 한한다)의 체결 매개로서 생명보험 모집인

및 손해보험 모집인이 그 소속보험회사를 위해 행하는 보험계약 체결의

매개 이외의 것

100) 보험업법시행규칙 제212조에서는 登錄을 하려고 하는 者(등록신청자라 한

다)는 登錄申請書(별지양식 제16호)에 서약서나 대장성령에서 정하는 서류

를 첨부하여 대장대신에게 提出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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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保險仲介人

일본에서는 保險仲介人에 대해서도 생명보험모집인과 마찬가지로 登錄制를 채

택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중개인은 대장대신에게 登錄해야 한다(제286조). 일본에

영업거점을 두고 있지 않는 非居住者 (일본에 주소를 가지지 않는 자)는 등록을

할 수 없다. 또한 등록후에는 지체없이 保證金을 供託(보증위탁계약의 체결을 포

함한다)하고 개업하여야 한다.

나) 登錄申請

⑴ 生命保險募集人

생명보험모집인으로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에 게기하는 사항을 기재

한 登錄申請書를 대장대신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보험업법 제277조).

1. 상호, 명칭 또는 성명 및 주소

2. 사무소의 명칭 및 소재지

3. 소속보험회사의 상호, 명칭 또는 성명

4. 타업무를 행하고 있을 때는 그 업무의 종류

5. 기타 대장성령에서 정하는 사항101)

101) 保險業法 제277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大藏省令에서 정하는 사항은

다음에 게기하는 사항으로 한다 (보험업법시행규칙 제213조).

1. 登錄申請者가 法人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 대표자 또는 관리인

의 규정이 있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편에 있어서 동일하다)일 때에

는, 그 법인을 대표하는 任員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에 있어서의

그 代表者 또는 管理人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218조까지에 있어

서 동일하다)의 姓名

2. 등록신청자가 生命保險募集人의 使用人 (당해 생명보험모집인이 법인일

때에는 그 임원 또는 사용인)일 때에는 당해 생명보험모집인의 상호, 명

칭 또는 성명

3. 법 제284조의 규정에 의하여 所屬保險會社를 代理人으로서 등록의 신청

- 243 -



또한, 전항의 등록신청서에는 다음에 게기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27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제8호 (동항 제6호에 관계된 부분

을 제외한다), 제9호(동항 제6호에 관계된 부분을 제외한다), 제10호 또는 제

11호의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음을 서약하는 서류

2. 登錄申請者가 法人(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정

함이 있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편에 있어서 동일하다)일 때는 그 任員(법

인이 아닌 社團 또는 財團에 있어서 그 代表者 또는 管理人을 포함한다. 제

283조 및 제302조를 제외하며 이하 이 편에 있어서 동일하다)의 성명 및 주소

를 기재한 서류

3. 전 2호에 게기하는 것 외에 大藏省令에서 정하는 서류102)

생명보험모집인 혹은 손해보험대리점 또는 280조 제1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

에서 정하는 자는 소속보험회사를 대리인으로 하여 제277조 제1항의 규정에 따

른 登錄의 申請 또는 제280조 제1항 내지 제302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할 수

있다(제284조).

⑵ 保險仲介人

보험중개인으로서 등록을 하려고 하는 자는 다음에 게기하는 사항을 기재한

登錄申請書103)를 대장대신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험업법 제287조).

을 할 때에는, 당해 소속보험회사의 상호, 명칭 또는 성명

102) 보험업법 제277조 제2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대장성령에서 정하는 서류는,

다음에 게기하는 서류로 한다 (보험업법시행규칙 제214조).

1. 등록신청자가 생명보험모집인 또는 손해보험대리점임을 증명하는 서면

2. 등록신청자가 법인일 때에는 그 정관, 기부행위나 상업등기부등본 또는

이러한 것에 대신하는 서류

3. 등록신청자가 개인일 때에는 당해 등록신청자 (당해 등록신청자에게 법정

대리인이 있을 때에는 당해 등록신청자 및 그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

초본 또는 이것에 대신하는 서류

103) 보험업법시행규칙 제217호 (등록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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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호, 명칭 또는 성명과 주소

2. 사무소의 명칭 및 주소지

3. 취급할 보험계약의 종류

4. 타 업무를 하고 있을 때에는 그 업무의 종류

5. 기타 大藏省令에 정하는 사항104)

또한, 전항의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게기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제289조 제1항 제1호에서 제5호까지 제7호, 제8호(동항 제6호에 관한 부분은

제외), 제9호 (동항 제6호에 관련된 부분은 제외) 또는 제10호의 어디에도 해

당하지 않는 것을 誓約하는 書面

2. 등록신청자가 법인일 경우는 그 임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한 서면

3. 전2항에 게기된 것 이외에 대장성령에서 정하는 서류

다) 登錄의 實施

⑴ 生命保險募集人

대장대신은 제276조의 登錄申請이 있을 경우 다음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해 등록을 거부할 경우 제외하고 즉시 보험업법 제277조 제1항 각호에

게기하는 사항 및 생명보험모집인 등록년월일 및 등록번호를 대장성에 비치하는

生命保險募集人登錄簿에 登錄하여야 한다 (보험업법 제278조 1항).

그리고, 대장대신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했을 때는 지체없이 이를 등

록신청자 및 所屬保險會社에 通知하여야 한다 (보험업법 제278조 2항).

⑵ 保險仲介人

등록신청서는 別紙樣式 제20호에 의하여 작성해야 한다.
104) 보험업법시행규칙 제218조 (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

등록신청자가 法人인 경우는 그 법인을 대표하는 任員의 姓名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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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대신은 제286조의 등록 신청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다음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해 등록을 거부할 경우를 제외하고 즉시 보험업법 제287

조 제1항 각호에 게기되어 있는 사항 및 보험중개인 등록연월일 및 등록번호를

대장성에 비치하는 保險仲介人登錄簿에 登錄해야 한다 (보험업법 제288조 제1항).

그리고 대장대신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했을 때는 지체없이 이를 등록신

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보험업법 제288조 제2항).

또한 대장대신은 보험중개인등록부를 公衆이 閱覽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

다 (보험업법 제288조 제3항).

라) 登錄의 拒否

⑴ 生命保險募集人

대장대신은 등록신청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 또는 登錄申請書 또는 그 添

附書類중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虛僞의 記載가 있거나 중요한 사실의 기재가 缺

如되어 있을 때는 그 登錄을 拒否하여야 한다 (보험업법 제279조).

1. 파산자로 復權을 할 수 없는 자 또는 외국 법령상 이와 동일하게 취급되고

있는 자

2. 禁錮以上의 刑(이에 상당하는 외국법령에 의한 형을 포함한다)에 처해져,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된 날로부터 3년

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률 또는 이에 상당하는 외국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罰金刑(이에 상당하

는 외국법령에 의한 형을 포함한다)에 처해져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

는 그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하게 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제30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제276조의 登錄이 取消되어, 그 취소된 날로부

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당해 등록이 취소된 자가 법인일 경우에는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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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취소일전 30일 이내에 당해 법인의 임원이었던 자로서 當該 取消日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 또는 이 법률에 상당하는 외국 법령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외국에서 받은 동종류의 등록(당해 등록에 유사한 허

가 기타의 행정처분을 포함한다)이 취소되고, 그 취소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 (당해 등록 등이 취소된 자가 법인일 경우에는 당해 취소일전

30일 이내에 당해 법인의 임원이었던 자로서 당해 취소일로부터 3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

5. 금치산자나 준금치산자 또는 外國 法令上 이와 동일하게 취급되고 있는 자

6. 신청일전 3년이내에 보험모집에 관해 현저히 不適當한 行爲를 한 자

7. 보험중개인 또는 그 임원 또는 보험모집을 행하는 사용인

8. 영업에 관해 성년자와 동일한 능력을 가지지 않은 未成年者로 그 법정대리인

이 전 각호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9. 법인으로 그 임원중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10. 개인으로 그 보험모집을 행하는 사용인중 제7호에 해당하는 자

11. 법인으로 그 임원 또는 보험모집을 행하는 사용인중 제7호에 해당하는 자

그리고, 대장대신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登錄을 巨富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登錄申請者에게 이를 通知하여 그 자 또는 그 대리인의 出頭를 요구하고, 해명

을 위한 證據를 제출하는 기회를 주기 위하여 대장대신이 지정하는 직원으로 하

여금 의견을 청취하게 하여야 한다.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대장대신은 意見聽取의 對象이 되는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의견청취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의견청취를 행하지 않고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대장대신은 전3항의 규정에 의해 등록을 거부하였 때는 지체없이 서류로 이를

登錄申請者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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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保險仲介人

대장대신은 등록신청자가 다음 각호중 하나에 해당할 때, 또는 登錄申告書 혹

은 그 添附書類중에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虛僞의 記載가 있거나, 또는 중요한

사실의 기재가 漏落되어 있을 때에는 그 登錄을 拒否해야 한다(제289조).

1. 파산자로서 복권을 하지 못하였거나 또는 외국의 법령상 이것과 동등하게 취

급되는 자

2. 금고 이상의 형 (여기에 상당하는 외국의 법령에 의한 형도 포함한다)에 처해

져, 그 형 집행을 마쳤거나 또는 형 집행을 받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률 또는 여기에 상당하는 외국 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罰金刑 (여기에

상당하는 외국의 법령에 의한 형도 포함한다)에 처해져 그 형 집행을 마쳤거

나 또는 형 집행을 받지 아니하게 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제30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제286조의 등록이 취소되어 그 취소일로부터 3

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당해 등록이 취소된 자가 법인일 경우에는 당해 취

소일 전 30일 이내에 당해 법인의 임원이었던 자로서 당해 취소일로부터 3년

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도 포함한다) 또는 이 법률에 상당하는 外國 法令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외국에서 받고 있는 동종류의 登錄 (당해 등록과 유사한

인가 기타 行政處分도 포함한다)이 取消되어 그 취소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

지 아니한 자 (당해 등록 등이 취소된 자가 법인일 경우에는 당해 취소일 전

30일 이내에 당해 법인의 임원이었던 자로서 당해 취소일로부터 3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도 포함한다).

5. 금치산자 내지 준금치산자 또는 외국의 법령상 이것과 동등하게 취급되는 자

6. 신청일 전 3년이내에 保險募集에 관해 현저하게 부당한 행위를 한 자

7. 보험회사 (외국보험회사 등도 포함), 보험회사의 임원 (생명보험모집인 및 손해

보험모집인인 자는 제외), 생명보험모집인 또는 손해보험모집인 (손해보험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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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의 사용인에 대해서는 보험모집을 행하는 자에 한함.)

8. 개인으로 보험모집을 행하는 사용인 중에 전 각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자

9. 법인으로 그 임원 또는 보험모집을 행하는 사용인 중에 제1호에서 제7호까지

어디에 해당되는 자

10. 보험모집에 관계된 업무를 정확하게 수행하는데 부족하지 않는 능력을 가진

자

그리고 대장대신은 전항의 규정에 의해 등록을 거부하려고 할 때에는 사전에

미리 등록신청자에 이를 알리거나 그 자 또는 그 代理人의 출두를 요구하여 해

명을 위한 증거를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하므로 대장대신이 지정한 직원을 통하

여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대장대신은 의견 청취의 대상이 되는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의견청취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의견청취를 행하지 않고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또한, 대장대신은 전3항의 규정에 의해 등록을 거부했을 때에는 지체없이 서

면으로 이를 등록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마) 登錄의 取消 또는 停止

대장대신은 生命保險募集人, 損害保險代理店 또는 保險仲介人이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될 때는 제276조 내지 제286조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또는 6개월 이

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全部 혹은 一部의 停止를 명할 수 있다.

1. 生命保險募集人 혹은 손해보험대리점이 제279조 제1항 제1호에서 제3호까지

제4호 (이 법률에 상당하는 외국의 법령 규정에 관한 부분에 한함), 제5호, 제7

호, 제8호 (동항 제6호에 관한 부분은 제외), 제9호 (동항 제6호에 관한 부분은

제외), 제10호 혹은 제11호중의 하나에 해당 될 때 또는 保險仲介人이 제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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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제1항 제1호에서 제3호까지 제4호(이 법률에 상당하는 외국의 법령 규정

에 관한 부분에 한함), 제5호, 제6호, 제7호, 제8호 (동항 제6호에 관한 부분은

제외), 제9호(동항 제6호에 관한 부분은 제외) 혹은 제10호중의 하나에 해당

될 때

2. 不正한 手段에 의해 제276조 또는 제286조의 등록을 받았을 때

3. 이 법률 또는 이 법률에 의거한 大藏大臣의 處分에 위반했을 때, 기타 보험모

집에 관해 현저히 부당한 행위를 했다고 인정될 때

대장대신은 생명보험모집인, 손해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인의 事務所 所在

地를 정확히 알 수 없을 때나 또는 생명보험모집인, 손해보험대리점 또는 보험

중개인의 所在(법인의 경우에서는 그 법인을 대표하는 임원의 소재)를 정확히

알 수 없을 때는 대장성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사실을 公告하여야 하며, 그

공고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해도 당해 생명보험모집인, 손해보험대리점 또는 보험

중개인으로부터 신고가 없을 때에는 당해 생명보험모집인, 손해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인의 登錄을 取消할 수가 있다 (보험업법 제307조 제2항).

전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에서는 행정소송법 (1993년 법률 제88호) 제3장(불이익

처분)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보험업법 제307조 제3항).

바) 登錄의 抹消

대장대신은 보험업법 제307조 제1항이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76조 내지

제286조의 登錄을 取消하였을 때 또는 제28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76조

의 등록이 그 效力을 喪失하였을 때나 제29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86조

의 등록이 그 효력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생명보험모집인, 손해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인의 등록을 말소해야 한다 (보험업법 제308조 제1항).

대장대신은 전항의 규정에 의해 생명보험모집인 또는 손해보험대리점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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登錄을 抹消했을 때는 당해 생명보험모집인 또는 손해보험대리점에 관련된 소속

보험회사에 이를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당해 소속보험회사는 제285

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原簿로부터 당해 생명보험모집인 또는 손해보험대리점에

관한 記載를 抹消해야 한다 (제308조 제2항).

사) 登錄手數料

보험업법 제278조에 의거하여 생명보험모집인으로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실비를 감안하여 政令에서 정하는 금액의 手數料를 納付하여야 한다(보험업법

제281조).

법 제281조에서 규정하는 정령에서 정하는 금액은 생명보험모집인에 있어서는

1천2백엔으로 한다 (보험업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登錄手數料는 등록신청서에

수수료의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收入印紙를 붙여 납부해야 한다 (동시행령 제

39조 제2항).

아) 營業保證金 및 賠償責任保險

⑴ 營業保證金

보험중개인은 등록후 지체없이 保證金을 供託 (보증위탁계약의 체결을 포함한

다)하여야 하는데 營業保證金의 한도는 배상책임보험의 한도 또는 보증금규모를

감안하여 정하고 있으며, 보험중개관련 수수료 등의 수입금액에 連動하도록 되

어 있다.

보험중개인의 營業保證金은 8억엔의 한도내에서 과거 3년간의 수수료합계와 4

천만엔중 큰 금액으로 하며 대장성의 승인을 받았을 경우에는 賠償責任保險만큼

영업보증금 예탁의 一部를 免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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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중개인의 영업보증금에 대해서는 보험업법 제29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보험중개인은 보증금을 주된 사무소의 가장 가까운 供託所에 供託하여야 한

다.

2. 전항의 보증금의 금액은 보험중개인의 業務狀況 및 보험계약자 등의 保護를

고려하여 政令105)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3. 보험중개인은 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保險仲介人을 위하여 소정의

보증금이 대장대신의 명령에 따라 供託되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동시에

이를 대장대신에 신고하였을 때에는 당해 계약의 효력이 존재하는 동안 당해

계약에 있어서 공탁되도록 되어 있는 금액(이하 이 조에 있어서 「契約金額

」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1항의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공탁을 하지 않

을 수 있다.

4. 대장대신은 보험계약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

험중개인과 전항의 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當該 保險仲介人에 대하여 契約金

額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탁하도록 명할 수 있다.

5. 보험중개인은 제1항의 保證金에 대하여 供託 (제3항의 계약체결을 포함한다)을

행하는 동시에 이를 대장대신에 신고한 후가 아니면 保險契約締結의 媒介를

해서는 안된다.

6. 보험중개인에게 보험계약체결의 매개를 위탁한 보험계약자, 당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 또는 보험금액을 수취하여야 하는 자는 보험계약체결의 媒介에 관

하여 발생한 債權에 관하여 당해 보험중개인에 관련된 保證金에 대하여 타의

채권자에 優先하여 辨濟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7. 전항의 권리의 실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령에서 정한다.

105) 政令이란 우리나라의 大統領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保險業法施行令을 의

미한다.

- 252 -



8. 보험중개인은 제6항의 권리실행 및 기타 이유에 의하여 保證金의 금액 (계약금

액을 포함한다. 제10항에 있어서도 동일)이 제2항의 정령에서 정하는 금액에

부족하게 되었을 때에는 대장성령에서 정하는 날로부터 2주간 이내에 그 부

족액에 대하여 供託(제3항의 계약체결을 포함한다. 제319조 제3항에 있어서도

동일하다)을 행하는 동시에 지체없이 이를 대장대신에게 신고해야 한다.

9. 제1항 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탁하는 保證金은 국채, 기타의 대장성령

에서 정하는 유가증권으로 충당할 수 있다.

10. 제1항, 제4항 또는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탁한 보증금은 다음 각호의 어

느 한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는 대장대신의 승인을 받아 그 전부 또는 일부

를 되찾을 수 있다.

· 전조 제1항 제2호에서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

· 제307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되었을 때

· 업무의 상황변화 및 기타 이유에 의하여 보증금의 금액이 제2항의 정령에

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게 되었을 때

11. 대장대신은 전항의 승인을 할 때에는 보험계약체결의 媒介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의 辨濟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한도에 있어서 변제하

는 것이 가능한 시기 및 변제하는 것이 가능한 보증금의 금액을 지정할 수

가 있다.

12. 전 각항에서 정하는 것 이외 보증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성령·대

장성령으로 정한다.

⑵ 賠償責任保險

保險仲介人 賠償責任保險의 최소요건은 보험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고, 보

험가입금액은 1사고당 보상한도액의 3배이상의 금액으로 하며. 또한 自己負擔金

은 보증금의 1% 이내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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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중개인 배상책임보험계약에 대해서는 保險業法 제292조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보험중개인은 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保險仲介人 賠償責任保險契約을 체

결하고 대장대신의 승인을 받았을 때는, 당해 계약의 효력이 존재하는 동안

당해 계약의 보험금액에 따라 전조 제1항의 保證金의 일부를 공탁 (동조 제3

항의 계약체결을 포함한다. 다음 항에 있어서 동일하다)하지 않을 수 있다.

2. 대장대신은 보험계약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전

항의 보험중개인 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중개인에 대하여 전조 제1

항의 保證金에 대하여 공탁하지 않아도 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供託

하도록 명할 수가 있다.

3. 전2항에서 정하는 것 이외에 보험중개인 배상책임보험계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장성령에서 정한다.

3 ) 資格試驗

가) 試驗의 種類

⑴ 生命保險募集人

일본 생명보험모집인의 시험종류는 생명보험 일반과정시험, 전문과정시험, 응

용과정시험 및 대학과정시험 등이 있다.

생명보험 一般課程試驗은 신규로 생명보험모집인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매월 1회 실시하는 시험으로 업계공통의 인식 하에서 생명보험모집인

으로서 필요한 最低限의 지식수준을 정하여 그 수득상황을 확인함과 동시에 고

객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갖춘 생명보험모집인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선별하는 시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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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생명보험협회는 생애에 걸쳐 있는 F inan cial Plannin g S ervice라는 보다

부가가치가 높은 생활설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높은 자질의 생명보험모집

인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敎育制度로서 생명보험전문과정, 응용과정 및

대학과정을 만들어 각각 시험을 실시하고 있다.

專門課程은 일반과정에서 수득한 기초지식에 덧붙여 보험판매에 관련되는 專

門知識 및 周邊知識을 습득하도록 하여 고객니드에 대한 기본적 對應能力을 높

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시험은 년 3회 실시되고 전문과정시험에 합격

한 자에 대해서는 Life Con sult ant (LC)라는 호칭을 부여하고 있다.

應用課程은 전문과정에서 얻은 지식을 활용한 應用力·實踐力을 양성함과 동

시에 F in ancial Plannin g S ervice에 필요한 전반적인 지식을 수득하도록 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시험은 년 3회 실시되며, 응용과정시험 합격자에게는

S enior Life Con sultant (SLC)라는 호칭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大學課程은 F in ancial Plannin g S ervice에 필요한 생명보험 및 그 관련지

식을 보다 전문적인 수준에서 습득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대학

과정시험은 년1회 실시되고 있으며, 대학과정시험의 합격자에게는 T otal Life

Con sult ant (T LC)라는 호칭을 부여하고 있다.

⑵ 保險仲介人

보험업법 제289조 제1항 제10호에서 규정하는 보험모집에 관계되는 업무를 정

확하게 수행하는데 충분한 능력을 판정하는 기준으로서 보험증개인시험이 실시

되고 있다. 보험중개인은 등록신청자가 法人인 경우에 있어서는 모집에 종사하

는 모든 임원 및 사용인, 등록신청자가 個人인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개인 및

모집에 종사하는 모든 사용인 각각이 取扱할 保險種類에 따라 생명보험협회나

손해보험협회에서 실시하는 보험중개인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규정 제594호).

이 시험에 합격한 자만이 保險仲介人으로서 등록할 수 있으며, 合格證明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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有效期間은 발행일로부터 1년간이다.

법인의 代表任員은 보험중개인시험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보험모집을 행할 수

있다. 법인의 임원중에 보험중개인시험에 합격한 자가 전혀 없을 경우는, 대표임

원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보험에 관계되는 責任者가 보험중개인시험에 합격

한 자이어야 한다.

보험중개인시험에 합격한 자가 보험모집업무에 종사하지 않고 연속하여 2년을

초과한 후에 다시 保險仲介人으로서 등록하려고 하는 경우 또는 보험모집을 행

하는 임원·사용인으로서 신고하려고 하는 경우는 다시 保險仲介人試驗에 합격

하여야 한다.

生命保險仲介人試驗은 원칙적으로 1월과 7월 년 2회 실시하며, 시험과목은 法

令·倫理編 1과목, F in ancial Planning編 3과목 (Con sulting S ales , 가정의 법률과

재산, 인접업계의 상품과 사회보장), 生命保險商品·稅務編 3과목 (개인보험상품

연구, 생명보험과 세금·상속, 기업상품·기업과 세금) 등 총 7과목으로 되어 있

다. 시험전의 硏修는 希望者에 한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硏修科目은 법령·윤리

편 1과목이다.

나) 受驗資格

⑴ 生命保險募集人

生命保險 一般課程의 수험자는 생명보험협회가 지정하는 소정의 단위를 이수

한 것이 확인된 자이어야 한다. 그리고 專門課程의 수험자는 일반과정시험을 합

격한 자이어야 하며, 應用課程 수험신청자는 전문과정시험에 합격하여 라이프

컨설턴트의 칭호를 가지고 있는 자로 한다. 또한 大學課程 수험자는 응용과정시

험에 합격하여 시니어 라이프 컨설턴트라는 칭호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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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保險仲介人

보험중개인에 대해서는 登錄資格을 명시하지 않고 있으나, 보험중개인의 登錄

拒否要件중에 보험모집에 관계된 업무를 정확히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자 에 대해서는 보험중개인의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기

준이 되는 것이 保險仲介人試驗이다. 그러므로 일본에서는 보험중개인시험에 합

격하면 보험중개인으로 등록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중개인 등록신청자가 未成年者일 경우에는 당해 미성년자는 法定

代理人으로부터 영업에 관한 同意를 받아야 한다.

다) 試驗免除

⑴ 保險募集人

생명보험협회의 교육위원회가 승인하는 法人代理店의 代表者로 직접업무에 종

사하지 않는 자 또는 교육위원회가 특별히 인정하는 자는 보험모집인 一般課程

試驗을 면제받을 수 있다(생명보험일반과정 시험실시규정).

⑵ 保險仲介人

보험중개인시험 직전 5년이내에 3년이상 生命保險募集人 經驗이 있고, 또한

생명보험 대학과정시험을 全科目 合格한 者는 생명보험중개인 시험과목중

F inancial Plannin g편 3과목과 생명보험상품·세무편 3과목에 대해서 시험이 免

除된다.

4 ) 一社專屬制

생명보험모집인의 일사전속제에 대하여 구 보험업법의 「募集團束法」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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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회사는 타의 생명보험회사의 생명보험모집인에 대하여 모집을 위탁해서

는 안되며, 또한 생명보험모집인은 타의 생명보험회사의 위탁을 받아 모집을 행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신보험업법」에서도 생명보험모집인의 一社專屬制는 생명보험모집인에 관계

되는 제한으로서 계속 維持되고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일사전속제를 유지

하고 있지만 「보험모집에 관계되는 業務遂行能力, 기타의 상황에 비추어 保險

契約者 등의 保護를 결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政令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적

용을 除外한다는 규정이 마련되었다 (제282조). 즉 종래와 같이 일률적으로 승합

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乘合이 認定되도록 하였다.

일사전속제의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保險業法施行令 제40조에 규

정되어 있는데, 다음의 두 가지로 한정하고 있다.

1. 생명보험모집인 및 그 사용인중 둘 이상의 소속보험회사를 위하여 행하는 보

험모집업무를 正確하고 公正하게 수행할 수 있는 소정의 知識 등을 갖추거나

또는 업무의 適正한 管理를 할 수 있는 자로서 대장대신이 정하는 자격을 가

진 자가 있을 경우

2. 생명보험모집인이 밀접한 관계를 갖는 생명보험회사 (외국생명보험회사 등을

포함)로서 대장대신이 정하는 보험회사를 소속보험회사로 함으로써 둘 이상의

소속보험회사를 가지는 경우이거나 또는 둘 이상의 소속보험회사를 위하여

행하는 保險募集業務를 정확하고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다

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장대신이 정하는 경우

5) 募集行爲規制

가) 義務行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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⑴ 情報提供 義務

정보제공의무에 대해서는 보험업법상 규정하고 있지 않다.

⑵ 明示義務

㈎ 生命保險募集人

생명보험모집인 및 손해보험모집인이 保險募集을 하려고 할 때는 고객에 대해

서 자기가 保險會社의 代理人으로써 보험계약을 締結하는지 또는 보험계약을 媒

介하는지를 明示해야 한다 (보험업법 제294조).

보험모집에 있어서 보험계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表示하는 것 (알려야 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동일)은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상품을 選擇하고 보험계약체

결의 可否를 判斷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재료가 된다. 특히 생명보험상품은 종류

도 많고 개개의 상품내용도 복잡한 特性을 갖고 있으므로, 生命保險會社는 보험

모집에 있어서 보험계약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표시하거나 또는 소속보험회

사 모집인에게 보험계약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표시하게 할 경우에는 법 제

300조에 위반하지 않음은 물론 保險契約者 등의 充分한 理解를 얻을 수 있도록

가능한 한 客觀的이고 또한 알기 쉬운 표시를 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保險仲介人

보험중개인이 보험계약체결의 媒介를 하려고 할 때에는 대장성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에 게기하는 사항을 기재한 書面을 고객에게 交付하여야 한다(보

험업법 제296조).

1. 보험중개인의 상호, 명칭 또는 성명 및 주소

2. 保險仲介人의 權限에 관한 사항

3. 보험중개인의 損害賠償에 관한 사항

- 259 -



4. 전 3호에 게기하는 것 외에 大藏省令에 정한 사항106)

⑶ 誠實義務

㈎ 保險募集人

보험모집인의 성실의무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 保險仲介人

신보험업법 제299조에서는 「보험중개인은 고객을 위하여 성실하게 보험계약

체결의 媒介를 하여야 한다」고 보험중개인의 誠實義務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

다.

나) 禁止行爲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보험모집에 관한 禁止行爲는 보험업법 제300조에서 규

정하고 있다. 보험회사, 보험회사의 임원 (생명보험모집인 및 손해보험모집인인

자는 제외한다), 생명보험모집인, 손해보험모집인이나 보험중개인 또는 그 임원

이나 사용인은 保險契約의 締結 또는 保險募集에 관하여 다음에 게기되는 행위

를 해서는 아니된다 (동조 제1항).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虛僞의 것을 알리거나 또는 보험계약의

계약조항 중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

2.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에 대하여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허위

106) 보험업법시행규칙 제230호 (保險仲介人의 姓名 등의 明示)

1. 등록번호

2. 취급할 보험계약의 종류

3. 당해고객에 대한 보험모집을 담당하는 자의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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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것을 알리도록 勸誘하는 행위

3.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에 대하여 중요한 사실을 알리는 것을

妨害하거나 또는 알리지 아니하도록 권유하는 행위

4.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不利益이 되는 사항을 알리지 않고 이미

성립한 보험계약을 소멸시키고 새로운 保險契約의 請約을 하게 하거나 또는

새로운 보험계약의 청약을 하게 하고 이미 성립되어 있는 보험계약을 消滅시

키는 행위107)

5.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保險料의 割引, 還給, 기타 특별한 利益

의 提供을 約束하거나 또는 提供하는 행위

6.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또는 不特定者에 대하여 하나의 보험계약의 계약내용

에 대해 다른 보험계약의 계약내용과 比較한 사항으로서 誤解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것을 알리거나 또는 表示하는 행위108)

7.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또는 불특정자에 대하여, 장래의 契約者配當 또는 사

원에 대한 剩餘金 分配, 기타 장래에 있어서의 금액이 불확실한 사항으로서

대장성령에서 정하는 것에 대해 斷定的 判斷을 표시하거나 또는 확실한 것으

로 오해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것을 알리거나 또는 표시하는 행위

8. 전 각호에서 정하는 것 이외에 保險契約者 등의 保護를 결할 우려가 있는 것

107) 종래의 募集團束法 제16조 제5호는 기존계약을 「不當하게」 消滅시키는

승환모집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新保險業法에서는 「不利益이 되는 事實

을 알리지 않고」 乘換募集을 하는 행위가 禁止되어 있다. 모집단속법에서

말하는 「부당하게」라는 의미는 승환의 經濟的 意味를 바르게 인식시키지

않고 해약시키는 것이라고 해석되었기 때문에 신보험업법은 이 점에 대하

여 實質的인 變更을 가했을 뿐만 아니라 문구가 고쳐짐에 따라 明確性이

增加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108) 募集團束法 제16조 제1항 제1호는 契約條項의 一部比較를 全面的으로 금지

하고 있으나, 신보험업법은 고객에게 誤解하게 할 憂慮가 있는 형태로서의

타계약과의 비교를 금지하고 있음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고객이 오해하

지 않도록 배려하면 계약조항을 타계약과 비교하는 것도 可能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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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서 대장성령에서 정하는 행위

전항 제5호의 규정은 보험회사가 제4조 제2항 각호 (외국보험회사 등의 경우에

있어서는 제187조 제3항 각호)에 게기되어 있는 서류에 의거하여 행할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동조 제2항).

종래의 募集團束法은 금지행위를 한정하여 열거하고 있는데 대하여(모집단속

법 제16조) 신보험업법은 제300조 제1항 제8호에 「전 각호에서 정하는 것 이외

에 보험계약자 등의 보호를 결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장성령에서 정하는 행

위」라는 항목을 마련하여 대장성령으로 禁止行爲를 추가할 수 있도록 하였

다109).

또한, 보험중개인은 그 주된 목적으로서 자기 또는 자기를 고용하고 있는 자

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는 保險契約(보험중개인에 있어서는 대장성령

에서 정하는 것에 한한다. 이하의 항에서는 「자기계약」이라 한다)의 모집을 해

서는 안된다(제295조 제1항).

전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보험중개인이 보험모집을 행한 自己契約에 관

한 보험료의 합계액이 대장성령으로 정한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게 되었을 때는 당해 손해보험대리점 또는 保險仲介人은 자기계약의

보험모집을 행하는 것을 그 주된 目的으로 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동조 제2항).

109) 보험업법시행규칙 제234조(保險契約의 締結 또는 保險募集에 관한 禁止行爲)

保險業法 제300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는 대장성령에서 정하는 행위는

다음에 게기하는 행위로 한다.

1. 어떠한 명의에 의해서 하는가에 관계없이 법 제300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행위의 동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를 免除하는 행위

2.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위협, 협박하거나 또는 업무상의 지

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보험계약의 請約을 하게 하거나, 또는 이미 성

립되어 있는 보험계약을 消滅시키는 행위

3.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또는 불특정인에 대하여 보험계약 등에 관한 사

항으로서 그 판단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해 誤解하게

할 憂慮가 있는 것을 알리거나 또는 表示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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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豫想配當

구 보험업법의 모집단속법 제15조 제2항에서는 모집문서도화에 장래의 配當豫

想을 기재하는 것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었으나, 신보험업법은 장래의 배당

예상에 대하여 斷定的인 判斷을 表示하거나 확실한 것으로 오해할 우려가 있는

것을 알리거나 또는 표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데 지나지 않는다(제300조 제1항

제7호). 따라서 예상이고 확실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공시해 두면 將來의

配當豫想을 표시하는 것도 가능하다.

예상배당표시 (장래에 있어서의 契約者配當 또는 사원에 대한 剩餘金分配에 대

하여 표시하는 것. 이하 동일)에 관하여, 법 제300조 제1항 제7호에 저촉될 우려

가 있는 행위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1. 실제의 배당액은 표시된 예상배당액으로부터 변동하여 0이 되는 연도도 있을

수 있다는 취지를 豫想配當과 倂記하여 표시하지 않는 것

2. 配當의 構造(배당은 지급시기의 전년도결산에 의하여 확정한다는 취지), 支給

方法(적립배당방식, 보험료상쇄방식, 보험금매증방식, 현금지급방식 등) 및 예

상배당의 前提가 되는 사항에 대하여 表示하지 않는 것

3. 特別配當을 표시할 경우에 보통배당과 區別하지 않고 표시하는 것

생명보험회사는 豫想配當을 표시하거나 또는 소속 생명보험모집인에게 예상배

당을 표시하게 할 경우에는 배당률이 直近決算의 實績配當率 (확정할 때까지의

기간은 그 직전의 실적배당률 또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것으로 보수적으로 산

출된 배당률로 한다. 이하 동일하다)로 推移한다고 가정하여 산정한 配當額을 表

示하고, 또한 적어도 합리적인 한 시점에 있어서는 利差配當率 (배당을 적립할 경

우는 적립배당이율도 포함한다)이 별도로 정하는 일정범위내에서 추이한다고 가

정하여 산정한 配當額도 竝行하여 表示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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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廣告規制

일본의 보험업법에는 광고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규정은 없으나, 보

험모집의 禁止行爲 規程(보험업법 제300조)에 의하여 間接的으로 規制하고 있다.

8 ) 手數料規制

보험중개인에 대한 手數料는 원칙적으로 保險會社에서 支給하도록 되어 있으

나 고객과의 事前合意가 있을 경우에는 보험중개인이 顧客에게 수수료의 지급을

請求할 수 있다.

또한 신보험업법 제297조에서는 「보험중개인은 顧客으로부터 要求가 있을 때

에는 보험계약의 체결의 매개에 관하여 당해 보험중개인이 받는 手數料, 報酬

기타의 對價額, 기타 대장성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규정하

여 保險仲介人의 手數料公示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는 보험중개인이 仲介手數料

를 보험회사로부터 수취할 경우에는 고객에게 手數料를 公示하게 함으로써 誠實

義務違反을 防止하려고 하는 규정이다.

9 ) 情報公示規制

보험회사는 사업년도별로 사업 및 재산의 상황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說明書

를 作成하여 본점·지점·사무소에 비치하고 公衆에게 公示해야 한다. 단, 보험

계약자 등의 秘密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 보험회사의 업무수행상 不當하게

不利益을 당할 우려가 있는 사항, 그 기재를 위하여 過多한 費用이 所要되는 사

항에 대해서는 기재하지 않아도 되도록 되어 있다(보험업법 제111조).

그리고 1973년 3월 24일자 대장성통달 「생명보험의 모집문서도화의 취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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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가 1990년 6월 1일자 대장성통달 「「생명보험의 모집문서의 취급에 대

하여」통달의 폐지에 대하여」에 의하여 廢止됨에 따라 募集文書圖畵는 각사의

자기책임하에 自律的으로 실시되게 되었다.

10) 給與制度

營業職員의 給與는 월례급여, 상여, 퇴직금으로 대별된다.

가) 月例給與

월례급여의 체계는 각사마다 相異하지만 기본적으로는 固定給, 準固定給, 比例

給으로 구성되어 있다.

⑴ 固定給

고정급에는 속인급으로서 完全固定給과 자격 등에 의하여 결정되는 定額給이

있다. 속인급으로서의 완전고정급은 전업직원 채용시에 초임액이 부여되고 매년

정기승격이 있으므로 본봉, 외무봉급 등으로 불리고 있다. 영업직원의 정기승격

은 보통 매년 4월에 직전 1년을 대상으로 販賣成績이나 資格에 의하여 결정된

다. 定額給은 직전 선고기간중의 판매성적에 의하여 등급이 부여된 자격에 따라

다음 선고기간까지 보장되어 있는 급여로 기본급으로 불리고 있다. 따라서 이

급여비용은 자격의 승격 등에 의하여 변동하지만 專業職員의 자격보장기간이 1

년으로 장기이기 때문에 고정급으로 되어 있다.

또한 최근에는 판매상품의 고도화·다양화, 금융기관간 경쟁의 격화 등으로

인하여 영업직원에게 종래 이상의 專門知識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영업직원의 知識水準에 따라 전문직원수당, 기능수당 등의 급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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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하고 있다. 지식수준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으로서 생명보험협회에서 실시하

고 있는 전문과정, 응용과정, 대학과정 및 변액보험판매자격시험 등의 합격상황

을 사용하고 있으나, 합격후 일정기간 또는 항구적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定額給

으로 구분된다.

⑵ 準固定給

준고정급은 동일자격중에서 직전의 判定期間의 성적에 의하여 부여된 등급에

따라 다음 판정기간중에 일정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성적수당, 업적수당 등으로

불리고 있다. 대부분의 경우 판정기간이 3- 4개월로 단기간이고 또한 각 판정기

간마다 변동하기 때문에 준고정급으로 분류된다.

⑶ 比例給

비례급은 매년의 판매성적에 따라 지급되는 能率給體系의 전형적인 급여이다.

노동평가의 공평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직접적으로 판매직원의 成績向上意慾을

환기시키고 있다. 또한 비례급은 모집수당, 판매수당 등으로 불리는 單純比例給

과 성적수당, 장려수당 등으로 불리는 奬勵給으로 대별된다.

나) 賞與金

영업직원의 상여금은 能率給的 支給體制로 되어 있으며, 통상 지급시에 재적

하고 있음을 조건으로 여름과 겨울 년 2회 지급된다.

다) 退職金

생명보험영업직원의 퇴직금에는 一時金과 年金이 있다. 一時金은 보통 3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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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근속한 퇴직자를 대상으로 지급되고 있으며, 年金은 대부분의 경우 15내지

20년을 근속한 퇴직자를 대상으로, 주로 정년, 사망, 상병퇴직인 경우에 지급된

다.

3 . 生命保險 募集組 織

가 . 生 命 保 險 募 集 組 織 의 體 系

일본의 생명보험 모집조직을 保險業法에 의하여 분류해 보면 크게 生命保險募

集人과 保險仲介人으로 구분할 수 있다. 생명보험모집인으로는 생명보험대리점

과 영업직원 및 법인을 상대로 영업하는 內勤營業職員이 있다. 그리고 1996년

보험업법이 개정됨으로써 保險仲介人制度가 도입되었으며, 최근 판매조직의 다

양화정책으로 도입된 直接販賣方式으로는 창구판매, 통신판매, 제휴판매 등이 있

다. 그러나 현재 일본의 생명보험 모집체제는 전술한 바와 같이 營業職員이 주

된 모집조직으로 되어 있다.

일본의 생명보험 모집조직의 체계는 <그림4- 5> 와 같다.

<그림4- 5> 日本의 生命保險 募集組織 體系

지사제도

외 무 원 지구제도

지역제도

생명보험모집인 내근영업직원

수금대리점
보험회사 보험대리점 개인모집대리점

모집대리점
법인모집대리점

보험중개인

특수판매 (통신판매, 창구판매, 제휴판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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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生命保險募集人

생명보험모집인이란 생명보험회사(외국 생명보험회사 등을 포함한다)의 임원

(대표권을 가지는 임원 및 감사역을 제외한다) 이나 使用人 또는 이러한 자의

사용인 또는 생명보험회사의 委託을 받은 자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규정이 있는 것을 포함한다) 또는 그 자의 임원이나 使用

人으로서 그 생명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代理 또는 媒介를 행하

는 자를 말한다. 일본에 있어서의 생명보험모집인으로는 영업직원과 및 생명보

험대리점 등이 있다.

가) 營業職員

일본 생명보험회사의 영업직원은 보험회사와의 관계가 雇傭契約關係에 있는

영업직원과 委任契約關係에 있는 영업직원으로 분류된다. 전자는 종속관계가 강

하고 보수지급체제도 고정급과 비례급으로 되어 있으나, 후자는 종속관계가 희

박하고 보수관계도 비례급만으로 되어 있다. 영업직원의 조직은 회사에 따라 다

소 차이가 있으나, 대체적으로 지사제도, 지구제도, 지역제도 등으로 구분된다.

⑴ 支社制度

지사제도는 일본의 생명보험회사에서 대체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표준적인 영

업직원 판매조직으로서 支社長이 소관지역내의 신계약의 모집, 기존계약의 유지

보전, 계약자봉사, 영업직원관리 및 지사사무관리 등의 책임을 진다. 영업직원의

활동영역은 全國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지사제도의 특징은 新契約의 모집만

전담하고 男子營業職員에 의하여 보험모집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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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地區制度

지구제도는 미국에서 도입한 판매제도로서 일반적으로 女性營業職員이 주축을

이루고 있으며, 주로 가계성 월납보험 등을 취급하고 있다. 지구제도는 주로 대

도시와 그 주변의 근로소득층을 대상으로 하여 생명보험의 시장개척에 큰 기여

를 하고 있다. 이 제도의 특징은 營業職員別로 擔當區域을 정하여 두고 그 지역

내에서의 신계약모집과 보험료수금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점이다.

⑶ 地域制度

지사제도와 지구제도의 혼합형태인 지역제도는 대상 업무영역은 全國으로 하

되, 모집활동 이외에 保險料의 收金業務도 담당하는 것이 특징이다.

나) 代理店制度

생명보험회사의 대리점은 손해보험의 대리점과는 달리 보험계약의 체결권이

없고 媒介 또는 代理하는 기능만을 가지고 있다. 일본의 생명보험대리점은 그

업무의 형태에 따라 募集代理店과 收金代理店으로 구분할 수 있다. 종래에는 외

무원에게 신계약을 소개하여 주는 일종의 후원조직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소개대리점도 있었으나 1996년에 신보험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폐지되었다.

⑴ 募集代理店

모집대리점은 생명보험회사와 委任 또는 請負契約關係에 있으며, 생명보험모

집인으로서 대장성에 등록하여야 한다. 위탁주체가 개인인가 법인인가에 따라

個人募集代理店과 法人募集代理店으로 나눌 수 있는데 법인모집대리점은 일반적

으로 다른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현재 외국 생명보험회사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생명보험회사가 대리점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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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정책상의 중심에 두고 있지는 않으나, 보험업법의 개정으로 자회사방식에

의한 생·손보 상호진출이 허용됨에 따라 代理店을 활용한 생명보험판매가 상당

히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⑵ 收金代理店

수금대리점은 생명보험료의 收金業務만을 행하는 대리점인데 수금채널로서 보

험료의 은행자동이체가 보급됨에 따라 순수한 수금대리점의 수가 대폭적으로 감

소하고 모집대리점을 겸영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2) 保險仲介人

일본의 보험중개인제도는 1996년 4월 1일부터 시행된 新保險業法에서 규정함

으로써 새로 도입된 제도이다. 보험중개인은 獨自的으로 보험계약당사자를 위하

여 保險契約의 締結을 仲介하는 者로서, 보험업법 제2조 제15항에서는 「보험중

개인이란 보험계약체결의 媒介로서 생명보험모집인 및 손해보험모집인이 그 소

속보험회사를 위하여 행하는 보험계약체결의 매개 이외의 것을 행하는 자 (법인

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규정이 있는 것을 포함한

다)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保險仲介人은 특정한 자로부터 보험계약의 委託을 받는 것이 아니라 不特定多

數를 위하여 보험계약체결을 매개하는 것이므로 보험중개인의 私法上의 地位는

中立을 業으로 하는 獨立商人이다.

3 ) 特殊販賣

일본의 생명보험회사의 특수판매형태로는 通信販賣110), 窓口販賣, 提携販賣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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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다.

나 . 生 命 保 險 募 集 組 織 의 現 況

1) 生命保險 募集組織 및 從事者 現況

일본의 생명보험의 모집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모집조직 및 종사자수는 다음

<표4- 15> 와 같다.

<표4- 15> 日本의 生命保險 募集組織 및 從事者 現況

(단위 : 명)

생명보험모집인

합계
내근직원 영업직원

대리점

개인대리점 법인대리점 소계

1991 99,843 452,589 40,176 69,344 109,520 661,952
1992 102,052 437,120 44,357 75,377 119,734 658,906
1993 105,092 430,774 48,317 79,684 128,001 663,867
1994 105,999 409,440 50,920 83,590 132,507 647,946
1995 105,137 405,279 55,382 81,587 138,972 649,388

자료 : In surance 생명보험통계호, 각년도, 일본 보험연구소

일본 생명보험 모집조직의 현황을 年度別로 살펴보면, 1991년부터 1995년까지

최근 5년간 전체 생명보험 모집조직의 종사자 수는 1993년을 제외하고는 대체적

으로 減少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보험모집인인 營業職員의 數가 매년

꾸준히 감소하고 있기 때문인데, 영업직원의 수는 1991년의 452,589명에서 1995

년에는 405,279명으로 약 10.5% 감소하였다. 그리고 內勤職員의 數도 1994년까지

는 계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1995년에는 약간 감소하였다.

110) 日本에서는 直接販賣를 일반적으로 通信販賣라고 한다.

- 271 -



이에 비하여 募集代理店 從事者數는 매년 增加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1991

년에 109,520명이었던 모집대리점 종사자수가 1995년에는 138,972명으로 26.9%나

증가하였다. 그 중에서도 특히 個人代理店의 종사자수는 37.8%의 증가율을 나타

내고 있다.

2) 特殊販賣 現況

일본의 생명보험회사의 特殊販賣는 주로 통신판매, 창구판매, 제휴판매 등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특수판매는 外國保險會社에 의한 개인연금, 의

료관련보험 등의 상품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세계최대의 생명보험회사

인 일본생명도 텔레마케팅, 우편판매,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저렴한 人氣商品을 中

心으로 보험상품의 販賣計劃을 수립하는 등 특수판매방식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

다.

이외에 無人店鋪, T V , 인터넷 등을 이용한 판매방법도 검토되고 있으나, 일본

의 특수판매방식에 의한 판매실적은 아직까지 매우 저조하다.

가) 通信販賣

일본 생명보험회사의 통신판매는 보험회사가 신문이나 잡지, 우편, 전화 및

T V 등과 같은 通信媒體를 利用하여 보험상품의 내용을 설명하고 보험청약자로

부터 保險契約請約書를 郵送받아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일본에 있어서의 通信販賣는, 1982년에 아메리칸 홈사가 보통상해보험과 개인

배상책임보험에 대하여 일본국내에서 처음으로 인가를 취득한 것을 시작으로 실

시되었는데 그후 계속해서 대부분의 보험회사가 인가를 취득하였다.

일본 생명보험의 通信販賣는 아직 역사가 일천하여 구미에 비하여 일본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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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서는 그다지 널리 보급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일본 생

명보험회사들은 뉴미디어 시대를 맞이하여 通信販賣의 特徵을 살려가면서 생명

보험의 보급을 꾀하여 가고 있다.

나) 窓口販賣

일본에 있어서의 창구판매는 1975년 보험심의회 답신 「消費者의 自主的인 商

品選擇機會의 增大」의 관점에서 그 필요성이 지적되었는데, 1980년대 초반부터

1980년대 중반에 걸친 소비자의 금리선호의식의 고조 등 사회경제정세의 변화에

따라 一時納 養老保險을 중심으로 하는 貯蓄性 生命保險이 소비자의 의식 속에

은행과 증권의 금융상품과 동일한 상품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소비자 자신이

생명보험회사의 營業店鋪窓口에 來店하여 가입하는, 지금까지 없었던 현상이 발

생하였다.

또한 생명보험업계가 1986년 10월부터 變額保險을 販賣하고, 1987년부터 營業

店鋪의 窓口에서 國債를 판매하는 등 綜合金融機關化의 길을 걷기 시작함으로서

생명보험회사의 營業店鋪의 窓口機能에 대한 재검토 기운이 고조되었다.

일본에 있어서의 창구판매의 형태는 자사 판매조직의 발전형태로서 내점형 신

형점포의 신설 및 종래형점포의 내점형점포로의 전환 등과 같이 自社의 窓口에

서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형태와 募集代理店의 한 형태로서 백화점이나 대형 슈

퍼마켓에 店鋪를 설치하여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형태 및 異業種과 複合形 店鋪

의 新設을 통하여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형태 등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백화점이나 슈퍼마켓의 창구에서의 보험상품판매는 일부의 생명보험회사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점포를 이용하여 매상고의 신장 및 수익의 확보를 도모하고 또

한 지역에 있어서의 고객정보수집, 고정고객의 확보 등과 같은 고객관리에 공헌

한다는 인식 하에서 이 판매방법을 사업주체로 하고 있는 보험회사에 있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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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한 성과를 올리고 있다. 따라서 백화점이나 대형 슈퍼마켓의 窓口販賣는 보

험회사의 販賣方法의 多樣化와 유통기업의 新規서비스分野 進出이라는 쌍방의

利害關係가 서로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서서히 정착되어 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일본의 생명보험회사들은 1985년부터 자사점포를 내점형 점포화하여 金

融, 稅務相談을 포함하는 財務設計機能을 수행하고 있다. 생명보험업계중 대표적

인 회사는 일본 제일생명으로 동사에서는 내점고객유도형 점포인 「Life Design

Shop」을 설치하여 창구판매를 강화하고 있다.

앞으로 年金市場의 擴大로 연금수급을 위하여 고객들의 店鋪訪問이 많아지고

國債販賣가 점포에서 활발하게 이루어 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향후 창구판

매가 발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다) 提携販賣

생명보험회사의 타업계와의 제휴판매는 실제의 판매활동에서는 募集人이 介入

하는 사례가 많은 것이 사실이나, 타업계로부터 고객소개, 정보제공 등을 활용한

다는 점에서 모집채널의 多樣化 試圖의 一環으로 볼 수 있다.

생명보험회사가 제휴하는 타업계로는 은행, 증권회사, 카드회사, 손해보험회사

등이 있는데, 현재 평화생명이 카드회사와 제휴하여 通信販賣를 실시하고 있으

며, 은행과의 제휴판매는 銀行預金利子를 保險料로 납부하는 형태의 생명보험을

판매하고 있는 정도이다.

그리고 동방생명과 삼정해상화재가 보험상품의 相互販賣協力 등에 관한 업무

제휴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계열기업이 아닌 보험회사간의 최초의 業務提携

協定이다. 또한 아사히생명과 대성화재해상도 제휴교섭을 추진중에 있다.

현재 일본에서는 은행, 증권 및 生·損保間의 相互進出은 子會社方式에 의해

서만 가능하다. 그러나 1996년 7월 25일 공표된 행정개혁위원회의 규제완화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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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회가 공표한 규제완화항목 중에 保險商品의 銀行窓口販賣에 대한 規制의 유지

와 완화에 대한 의견을 소개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이에 대하여 大部分의 生命保險會社들은, 영업직원의 수익을 압박하고 개인의

사생활정보가 유출되어 이용될 우려가 있으며, 은행이 보험상품의 代理販賣를

발판으로 子會社를 통하여 보험시장에 진출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유니버

셜뱅크화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反對立場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외국계 생명보험회사와 일부 중소생명보험회사 및 신설 생명보험자회

사들은 영업사원중심의 영업이 아닌 代理店 및 通信販賣方式으로 보험상품을 판

매하고 있기 때문에 銀行窓口販賣를 새로운 판매채널로서 인식하고 있다.

현재 타업계와의 제휴에 의한 판매는 현재까지는 큰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있

다. 이는 금융기관간의 경쟁이 높아짐으로써 提携企業의 協調를 얻기가 어렵고

제휴기업 상호간에 동등한 이점을 주는 제휴가 곤란하다는 점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第百生命, 日産生命의 예와 같이 그룹내에서의 제휴판매는 활

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 . 生 命 保 險 募 集 組 織 의 實 績

1) 生命保險市場 槪況

최근 일본 생명보험회사의 보험계약상황을 < 표4- 16>에서 살펴보면, 1995년도

新契約件數는 20,267천건이며, 新契約保險料는 175조 3,988억엔으로 전년도에 비

하여 건수는 4.1% 감소하였으나, 금액은 0.9% 증가하였다.

생명보험종류별 계약상황을 살펴보면 個人保險은 전년에 이어 신계약건수는

1.4% , 금액은 0.8% 감소하였으며, 團體保險도 기업의 불경기를 반영하여 건수는

28.6% , 금액은 6.7% 감소하였다. 한편, 1994년도에 실적이 저조하였던 個人年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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保險은 신계약건수가 2,353천건으로 전년대비 33.9% 증가하였으며, 신계약보험로

도 13조 7,370억엔으로 전년대비 36.8% 증가하였다.

또한, 保有契約件數는 건수 241,014천건으로 전년대비 1.9% 증가하였으며, 保

有契約金額도 2,153조 4,673억엔으로 2.7% 증가하였다.

<표4- 16> 日本의 生命保險 新契約 現況

(단위 : 천건, 백만엔)

구분
개인보험 개인연금보험 단체보험 합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991 13,671 150,245,471 2,284 14,662,242 7,205 22,687,921 23,160 187,595,634
1992 14,466 151,156,576 2,591 16,713,611 4,595 15,143,019 21,652 183,013,206
1993 15,295 152,382,249 2,736 17,196,524 8,178 15,606,073 26,209 185,184,073
1994 14,833 151,451,462 1,832 10,043,571 4,462 12,308,013 21,127 173,803,046
1995 14,629 150,183,607 2,453 13,737,050 3,185 11,478,180 20,267 175,398,837

자료 : In surance 생명보험통계호, 각년도, 일본 보험연구소

2) 募集組織別 實績

<표4- 17> 에 의하여 생명보험 모집조직별 시장점유율을 살펴보면, 營業職員이

전체 생명보험실적의 86.9%를 차지함으로써 현재 생명보험모집의 중심을 이루고

있으며, 그 다음이 代理店으로 4.2%를 차지하고 있다.

<표4- 17> 日本의 生命保險 募集組織別 市場占有率

(단위 : % )

구분 영업직원 대리점 창구판매
은행
생협

백화점
슈 퍼

통신판매 기타

점유율 86.9 4.2 2.8 1.2 0.3 0.3 4.3

주 : 일본의 「1993년 생활보장에 관한 조사」에 의하여 작성

자료 : 주요국의 보험판매조직에 관한 비교연구, 보험개발연구, 1994년 제2호, 보

험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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特殊販賣의 實績을 보면, 창구판매가 2.8%이며, 은행·생협 등을 통한 판매가

1.2% , 백화점·슈퍼를 통한 판매가 0.3% , 통신판매가 0.3%를 차지하는 등 특수

판매방식에 의한 생명보험판매실적이 비교적 높은 비율을 점하고 있다.

- 277 -


	제4장  주요국의 생명보험 모집제도 및 조직
	제1절 미국
	1. 생명보험 모집제도의 발전과정
	2. 생명보험 모집제도
	3. 생명보험 모집조직

	제2절 영국
	1. 생명보험 모집제도의 발전과정
	2. 생명보험 모집제도
	3. 생명보험 모집조직

	제3절 프랑스
	1. 생명보험 모집제도
	2. 생명보험 모집조직

	제4절 독일  
	1. 생명보험 모집제도
	2. 생명보험 모집조직

	제5절 일본
	1. 생명보험 모집제도의 발전과정
	2. 생명보험 모집제도
	3. 생명보험 모집조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