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第5章 國內外 生命保險募集制度 및 組織의 比較檢討

第 1節 國內外 生命保險 募集制度의 比較

1 . 生命保險 募集規 制 및 監督體系

가 . 生 命 保 險募 集 關 聯 法規

우리나라는 보험모집에 대하여 保險業法에서 규제하고 있으며, 美國에서는 보

험모집 전반에 대해서는 州保險法에 의하여 규제하고 있으며, 변액보험의 모집

에 대해서는 주보험법 및 證券去來法 등에 의하여 규제하고 있다.

英國은 보험모집을 규제하는 單行法은 없고, 보험회사법, 보험계약자보호법,

보험중개인(등록)법, 금융서비스법(SIB ) 및 금융서비스법에 의거하여 제정된 각

自律規制機關과 專門職業人團體의 規則 등에 의하여 보험모집을 규제하고 있다.

프랑스는 保險法에 의하여 보험모집을 규제하고 있으며, 獨逸은 保險監督法,

不當競爭防止法과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競爭法 및 協會法 등에서 규제하고 있으

며, 日本은 保險業法에 의하여 규제하고 있다.

<표5- 1> 保險募集에 대한 規制法規

한국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보험업법 주보험법

보험회사법
보험계약자보
호법
보험중개인(등
록)법
금융서비스법
S R O ,R P B규
칙 등

보험법

보험감독법
부 당 경 쟁 방
지법
일 반 적 으 로
적용되는 경
쟁법
협회법 등

보험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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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生 命 保 險募 集 監 督 體系

1) 監督法規

우리나라는 保險業法에 의하여 保險募集을 監督하고 있으며, 美國은 전보험상

품 전반의 모집에 대해서는 州保險法에 의하여 감독하고 있으며, 변액보험상품

의 모집에 대해서는 주보험법 및 證券去來法 등에 의하여 감독하고 있다.

英國은 보험회사법, 보험계약자보호법, 보험중개인 (등록)법 및 금융서비스법

등에 의하여 보험모집을 감독을 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보험법에 의하여 감독하

고 있다.

그리고 獨逸은 보험감독법을 직접적인 감독법규로 하고 있으며, 부당경쟁방지

법과 경품법, 할인법 및 보험업계의 自律規制인 협회법 (보험사업경쟁규준) 등에

의하여 보험모집을 감독하고 있다. 日本은 보험업법에 의하여 감독을 행하고 있

다.

2) 監督機關

우리나라는 保險監督院에서 보험모집에 대하여 감독하고 있으며, 美國에서는

연방보험감독청과 주보험감독청, 英國의 경우는 證券投資委員會 (SIB ) 및 증권투

자위원회로부터 承認을 받은 公認自律規制機關(SRO) 및 公認專門職業人團體

(RPB ) 등에서 보험모집에 대하여 감독하고 있다. 그리고 獨逸에서는 獨逸聯邦保

險監督廳, 日本에서는 大藏省 銀行局 保險部에서 각각 보험모집을 감독하고 있

다.

3 ) 監督對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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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美國 및 日本에서는 보험회사와 보험모집인, 보험대리점, 보험중개

인 등 保險募集을 하는 者 그 자체와 募集行爲 및 活動 등을 감독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英國의 경우에는 보험회사법 및 보험계약자보호법에서는 保險會社를 감독대상

으로 하고 있고, 금융서비스법에서는 보험회사와 보험중개인 등의 獨立保險仲介

業者 및 보험agent 등의 會社代理人 등을 감독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한, 보험중

개인등록법은 保險仲介人이라 칭하는 자를 감독하고 있으며, P IA규칙에서는 생

명보험회사 및 보험중개인 등의 獨立仲介者를 대상으로 자율적으로 감독하고 있

다.

獨逸의 경우에는 保險會社만을 감독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보험중개자에 대해

서는 감독기관이 직접적으로 감독하지 않고 保險會社가 감독책임을 지게하여 간

접적으로 감독하고 있다.

<표5- 2> 保險募集에 대한 監督法規, 監督機關 및 監督對象

감독법규 감독기관 감독대상

한 국 보험업법 보험감독원 보험회사
보험모집인, 대리점, 중개인

미 국 주보험법 연방보험감독청
주보험감독청

보험회사
보험agent , 보험중개인

영 국 보험회사법 보험회사

보험계약자보호법 보험회사

보험중개인 (등록)법 IBRC 보험중개인이라 칭하는 자

금융서비스법 PIA , SIB 생명보험회사

PIA , SIB, (RPB ) 보험중개인 등의 독립보험중
개업자

보험agent 등의 회사대리인

프랑스 보험법

독 일 보험감독법 연방보험감독국 보험회사

일 본 보험업법 대장성 은행국 보
험부

보험회사
영업직원, 대리점, 중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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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生命保險募集 關 聯法規

가 . 募 集 主 體

우리나라 보험업법은 保險의 募集을 할 수 있는 者를 보험사업자의 임직원,

보험모집인,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인 및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인의 사

용인으로서 신고된 자로 규정하고 있다.

美國의 뉴욕주 보험법에서는 보험모집을 할 수 있는 자를 보험agent와 보험중

개인 두가지로 규정하고 있으나, 保險仲介人은 손해보험상품만을 취급할 수 있

으므로, 생명보험 및 연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보험ag ent 면허를 취득하여야

한다.

英國에서는 일반적으로 보험모집을 하는 자를 保險仲介者라고 부르고 있으며,

보험중개자는 크게 전속중개자와 독립중개자로 구분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에

는 보험모집을 하는 자를 보험중개인 및 그 피용인, 보험총대리점 및 그 피용인,

보험회사·보험중개인·보험총대리점의 수임자 (보험모집매개인) 등으로 분류하

고 있다.

獨逸에서는 보험모집을 할 수 있는 자를 영국과 마찬가지로 保險仲介者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를 대별하면 보험대리인과 독립보험총대리점 및 보험중개인으

로 분류되며, 각각의 법적 개념에 대해서는 商法 (H andelsg eset zbuch : H GB )에

서 규정하고 있다. 이중 保險代理人은 다시 독립보험대리인과 고용보험대리인으

로 분류된다.

日本의 경우에는 보험을 모집을 할 수 있는 자를 생명보험모집인과 보험중개

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생명보험모집인을 보험회사의 임직원, 보험회사의 委託

을 받은 자 또는 그 자의 임원이나 사용인으로 구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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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 3> 國內外 生命保險의 募集主體

한국 미국뉴욕주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임직원
보험모집인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인

보험ag ent
보험중개인

전속중개자
·전업중개자
·부업중개자
독립중개자
·전업중개자
·부업중개자

보험중개인
보험총대리점
피용자

보험대리인
· 독 립 보 험

대리인
· 고 용 보 험

대리인
보험총대리점
보험중개인

생보모집인
·임직원
·영업직원
·대리점
보험중개인

나 . 登 錄 및 免 許

1) 運營形態

가) 保險募集人 및 代理店

보험모집인 및 대리점의 登錄·許可制度에 대하여 살펴보면 < 표5- 4> 에 나타

나 있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英國, 프랑스 및 日本에서는 登錄制를

채택하고 있는 반면, 美國 뉴욕주의 경우는 許可制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獨

逸의 경우에는 보험모집을 할 수 있는 자에 대한 資格 등의 法的規制가 없으므

로 누구나 보험모집을 할 수 있다.

<표5- 4> 保險募集人 및 代理店의 登錄·許可制度

구분 한 국 미국뉴욕주 영 국 프랑스 독 일 일 본

운영형태 등록제 허가제 등록제 등록제 규정없슴 등록제

담당기관
생보협회

보험감독원
주보험
감독청

PIA
보험회사연합
보험총대리점
조합전국연합회

규정없슴
대장성
은행국

주 : 우리나라에서는 보험모집인의 등록은 보험감독원의 위탁을 받은 생명보험

협회에서 담당하고 있고, 보험대리점의 등록은 재정경제원의 위탁을 받은

보험감독원에서 담당하고 있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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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保險仲介人

보험중개인의 登錄 및 許可制度를 국가별로 살펴보면, 우리나라에서는 許可制

를 채택하고 있는 반면에, 英國과 프랑스 및 日本에서는 登錄制를 채택하고 있

다. 獨逸의 경우에는 보험중개인에 대한 등록·허가제도가 없으므로 누구나 保

險仲介人이 될 수 있으며, 미국 뉴욕주의 경우는 우리나라와 같이 허가제를 채

택하고 있으나, 손해보험중개인만 존재하며 생명보험중개인은 없다.

보험중개인자격의 有效期間은 우리나라는 3년, 영국은 1년으로 되어 있으며,

일본의 경우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표5- 5> 保險仲介人의 登錄·許可制度

구분 한국 미국뉴욕주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운영형태 허가제 규정없슴 등록제 등록제 규정없슴 등록제

유효기간 3년 규정없슴 1년 - 규정없슴 -

담당기관 재정경제원 규정없슴
SIB,

IBRC
PIA

경제부
법무부

규정없슴 대장성

2) 登錄 및 許可要件

가) 保險募集人 및 代理店

우리나라는 生命保險募集人의 登錄要件을, 생명보험모집인에 관한 연수과정을

이수하였거나 보험관계업무에 1년이상 종사한 자로서 생명보험모집인 시험에 합

격한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生命保險代理店에 대해서는 인보험대리점에 관한

연수를 이수하였거나 인보험관계업무에 2년이상 종사한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

격이 있다고 재정경제원장관이 인정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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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경우를 보면, 美國에서는 보험ag ent의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保險

監督官이 승인한 敎育課程을 이수하고 保險ag ent試驗에 合格하여야 하며, 프랑

스에서는 보험모집인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2년이상의 實務經歷이 있거나 職業

實地硏修를 받아야 한다.

獨逸의 경우에는 보험모집인이 되기 위한 시험제도나 자격제도가 없으므로 누

구나 보험모집을 할 수 있으나, 최근에는 보험모집인에 대한 登錄·許可制度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으며, 현재 自律規制機關에 의하여 보험모집인

에 대한 자격시험이 행하여지고 있다.

그리고, 日本의 경우는 生命保險協會가 지정하는 소정의 연수과정을 이수하고

生命保險 一般課程試驗에 합격하면 생명보험모집인으로 등록할 수 있다.

< 표5- 6> 保險募集人의 登錄·許可要件

구분 한국 미국뉴욕주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실무경력
및 연수

1년이상의
경력 또는
연수이수

연수이수 -
2년이상의
경력 또는
연수이수

규정없슴 연수이수

연수기관
생보협회
보험회사

인정기관 - - 규정없슴
생명보험

협회

시험제도 있슴 있슴 규정없슴 규정없슴 규정없슴 있슴

연 령 - 18세이상 - 18세이상 규정없슴 -
유효기간 - 2년 - - 규정없슴 -

나) 保險仲介人

보험중개인의 登錄·許可要件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개인인 경우에는, 재정

경제원장관이 정하는 硏修機關에서 인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관한 연수과정을 이

수하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최근 10년이내에 재정경제원장관이 인정

하는 기관에서 인보험 또는 손해보험업무에 5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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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재정경제원장관이 인정하는 자 (단, 보험업무와 직

접관련이 없는 직무 또는 비상근직으로 종사한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함)로서, 보

험감독원장이 실시하는 평가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또한 법인인 경우에는 이

사 또는 사원 (대표이사 또는 업무집행사원을 포함)의 과반수가 개인보험중개인

의 요건을 갖추고 상근하여야 한다.

외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美國은 생명보험중개인제도가 없으며, 英國에서는 3

년 또는 5년이상의 실무경력 또는 公認保險硏究所(CII)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保險仲介人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1997년 1월부터는 보험중개인에

대한 義務試驗制度를 도입할 예정이다.

프랑스에서는 2년이상의 실무경력 또는 직업실지연수를 이수하여야 保險仲介

人으로 등록할 수 있으며, 獨逸의 경우에는 보험중개자가 되기 위한 시험이나

자격제도가 없으나, 최근에는 보험중개자에 대한 등록·허가제도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日本은 생명보험중개인의 實務經歷 및 硏修課程 履修 등과 같은 요건이 없으

며, 생명보험협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연수는 任意要件으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일본의 경우는 보험중개인시험에 합격만 하면 생명보험중개인으로서 등록할 수

있다.

< 표5- 7> 保險仲介人의 登錄·許可要件

구분 한국 미국뉴욕주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실무경력
및 연수

5년이상의
경력 또는
연수이수

규정없슴
5년이상의
경력 또는
연수이수

2년이상의
경력 또는
연수이수

없슴 없슴

연수기관 보험연수원 규정없슴 CII - -
생명보험

협회

시험제도 있슴 규정없슴 없슴 없슴 없슴 있슴

연 령 - 규정없슴 - 21세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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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資 格 試 驗

1) 保險募集人 및 代理店

우리나라에서는 생명보험모집인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생명보험 연수를 받고

生命保險協會에서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試驗科目은 보험에 관한

기초지식, 모집에 관한 법규 및 실무, 보험약관과 일반교양 등이다. 生命保險代

理店에 대한 資格試驗制度는 없으나, 보험대리점의 임원 및 사용인이 되고자 하

는 자는 모집인시험에 관한 규정을 준용토록 하고 있다.

美國 뉴욕주의 경우는 보험ag ent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취급할 보험종류에

따라 生命保險agent는 생명보험에 관한 시험 (연금포함), 傷害·健康保險agent는

상해보험에 관한 시험, 損害保險agent는 화재·해상·재해·보증보험 등에 관한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영국, 프랑스 및 독일은 법률상으로 시험제도가 없다. 그러나 獨逸의 경우는

自律規制機關인 독일보험총연합회가 작성한 統一敎育規準에 의거하여 독일직업

교육협회가 운영하고 있는 필기시험과 실지시험 (구두시험) 등의 全國統一試驗에

합격한 자에게 資格證을 주고 있다.

日本의 경우는 생명보험모집인으로 등록하려고 하는 자는 생명보험협회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硏修를 이수하여야 하며, 생명보험 일반과정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 표5- 8> 保險募集人 및 代理店 試驗制度

구분 한국 미국뉴욕주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주관기관 생보협회 주감독청 규정없슴 규정없슴 규정없슴 생보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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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保險仲介人

영국, 독일, 프랑스는 보험중개인 시험에 관한 규정이 없으나, 우리나라와 日

本은 保險仲介人 試驗制度를 採擇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生命保險仲介人이 되기 위해서는 보험감독원장이 실시하

는 評價試驗에 합격하여야 한다. 시험은 원칙적으로 년 1회 실시되며, 보험감독

원장이 보험중개인의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년 2회 실시할 수 있

다. 生命保險仲介人의 評價試驗은, 보험업법, 상법중 보험편, 민법중 총칙편, 보험

중개인 행동규범, 회계원리, 보험관련세제 및 재무설계, 생명보험상품 및 약관,

상해 및 질병보험, 인보험의 재보험, 공제 및 사회보장제도 등 10개과목으로 구

성되어 있다. 合格者決定은 매과목별 40점이상을 득점하고 전과목 배점합계의

60점이상을 득점하여야 한다.

日本의 경우에는 생명보험협회에서 실시하는 生命保險仲介人 試驗에 합격하여

야 하며, 생명보험중개인시험은 생명보험중개인으로서 등록을 희망하는 자 또는

그 임원·사용인으로서 보험모집을 하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시험

은 원칙적으로 1월과 7월 년 2회 실시하며, 試驗科目은 법령·윤리편 1과목,

F inancial Plannin g편 3과목 (Con sult in g S ales , 가정의 법률과 재산, 인접업계의

상품과 사회보장), 생명보험상품·세무편 3과목 (개인보험상품연구, 생명보험과

세금·상속, 기업상품·기업과 세금) 등 총 7과목으로 되어 있다. 시험전의 硏修

는 희망자에 한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硏修科目은 법령·윤리편 1과목이다. 그러

나, 직전 5년이내에 3년이상 생명보험모집인으로서의 경험이 있고, 또한 생명보

험 대학과정시험을 전과목 합격한 자는 F inan cial Plannin g편 3과목과 생명보험

상품·세무편 3과목에 대한 시험이 면제된다. 試驗에 合格하기 위해서는 각 과

목 동시에 70점 이상을 득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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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5- 9> 保險仲介人 試驗制度

구분 한국 미국뉴욕주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주관기관 보험감독원 규정없슴 규정없슴 규정없슴 규정없슴 생보협회

합격기준

각과목
40점이상

전체합계의
60점이상

규정없슴 규정없슴 규정없슴 규정없슴
각과목동시

70점이상

시험과목 10과목 규정없슴 규정없슴 규정없슴 규정없슴 7과목

주 : 1997년에 도입하는 영국의 보험중개인시험제도는 CII를 시험주관기관으로

하고, 시험과목은 4과목으로 할 예정이며, 2000년까지 시험과목을 A CII 전

과목인 10과목으로 할 계획임.

라 . 一 社 專 屬制

우리나라는 생명보험모집인에 대해서는 一社專屬制를 채택하고 있으나, 생명

보험대리점에 대해서는 1994년 4월부터 複數代理店制度가 도입됨으로써 法人代

理店은 동일 보험종목에 대하여 2개의 생명보험회사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되었으며, 1997년 4월로 예정되어 있는 獨立代理店制度가 도입되면 법인대

리점은 다수의 생명보험회사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된다.

美國의 경우는 보험agent의 一社專屬에 관한 규정이 없고 乘合制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變額保險을 판매하는 보험agent의 경우에는 전미증권업협회

(Nat ional A s sociat ion S ecurities Dealer s : NA SD ) 규칙에 의하여 一社專屬으로

되어 있다.

英國의 경우는 생명보험agent에 대하여 일사전속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프랑

스의 경우는 일사전속에 관한 법규정은 없으나, 保險法에 의거하여 전국보험심

의회가 작성한 보험총대리점규약에서는 보험회사가 명문으로 인정하지 않는 한

보험총대리점이 동일 범주의 다른 보험회사를 대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獨逸의 경우도 보험대리인에 대한 一社專屬規定이 없으나, 보험회사와의 代理人

契約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타보험회사를 위한 보험판매활동을 금지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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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엄격하게 준수되고 있다.

日本의 경우는 종래의 募集團束法에서 일사전속제를 채택하고 있었으나, 新保

險業法에서는 일사전속제를 유지하고는 있지만 適用除外 規定을 추가함으로써

종래와 같이 일률적으로 乘合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乘合을

인정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현재 일본에서는 생명보험모집인이 손해보험

자회사의 보험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표5- 10> 一社專屬制

한국 미국뉴욕주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모집인 일사전속제
승합제 일사전속제 규정없슴 규정없슴

일사전속제
(적용제외

규정)대리점 승합제(법인)

마 . 募 集 行 爲規 制

1) 義務行爲

우리나라의 보험모집 義務行爲에 대한 규정을 살펴보면 상법 제638조에서 保

險約款의 교부·명시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보험업법 제94조에서는 보험계약

자에 대한 情報提供義務를, 제155조에서는 성명·상호·회사명칭의 明示義務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보험회사공시에 관한 규정」에서는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가입안내서」, 「상품일람표」, 「경영정보」 등과 같은 일반공시

자료와 「보험안내자료」, 「보험계약관리내용」, 「요약경영실적」 등과 같은

개별공시자료의 비치, 배부를 의무화하고 있다.

美國 뉴욕주보험법에서는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가입자안내 (Buy er ' s Guide)

」, 「예비정보 (Prelim inary Inform at ion )」 및 「보험계약개요(P olicy Sum m ar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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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제공하여야 하는 情報提供義務를 규정하고 있으며, 보험모집을 행하는 자

의 역할·보험회사의 명칭 등에 대한 明示義務도 규정하고 있다.

英國의 경우는 금융서비스법에서는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契約解止通

知書(Cancellat ion Notice)」를 교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PIA규칙에서는 會

社代理人과 獨立仲介者에 대하여 「商業書信 (T erm s of Bu sin ess Let ter )」과 「

商品內容 (Key F eature Docum ent s )」 및 「商品勸誘內容確認書(Rea son W hy )」

등을 보험계약자에게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험모집시에는

보험계약자에게 保險仲介者의 역할이나 성명 및 보험회사의 명칭 등을 명시하도

록 의무화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보험계약자에게 「保險計劃書」 및 그 부속서류 또는 계약에 관

한 「情報通知書」 등의 情報提供義務가 있으며, 또한 역할·성명·자격·회사

명칭 등의 明示義務가 있다.

獨逸의 경우는 보험감독법에서 보험계약전 및 보험계약기간중의 情報提供義務

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保險仲介者의 역할·자격, 회사명칭 등에 대한 명시

의무는 있다.

日本의 경우도 정보제공의무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역할·성명·상호·회사

명칭 등에 대한 명시의무는 있다.

< 표5- 11> 義務行爲

구분 한국 미국뉴욕주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관련규정
상법

보험업법
주보험법

금융서비스
법,PIA규칙

등
보험법 보험감독법 보험업법

정보제공
의무

있슴 있슴 있슴 있슴 있슴 없슴

명시의무 있슴 있슴 있슴 있슴 있슴 있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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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禁止行爲

보험모집과 관련된 禁止行爲에 대해서는 모든 국가에서 규제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는 부실표시, 불완전비교, 특별이익의 제공, 보험료의 할인, 부당한

승환계약의 권유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美國은 부실표시, 부실 또는 오도적 예

상배당, 승환목적의 불완전비교, 차별적 취급, 특별이익의 제공, 보험료의 할인

등을 금지하고 있다.

英國의 금융서비스법에서는 오도적 또는 허위의 진술·약속·예측, 중요사실

불고지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PIA규칙에서는 부실 또는 과장된 진술, 중요성을

약화시키는 진술, 청약서 대리기재, 타상품에 대한 불공정한 비판, 기계약의 전

환·해약·실효의 권유 등을 금지하고 있다.

한편, 프랑스는 수수료반환, 승환모집, 부실표시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獨逸은

특별이익의 제공, 특혜계약의 체결 또는 연장, 승환모집, 타회사 또는 대리인에

대한 비방, 외부인의 명성을 이용한 모집·광고 등을 각각 금지하고 있다.

日本의 경우는 부실표시, 보험료할인·환급, 특별이익의 제공, 타계약조항의

비교표시, 오도적 예상배당 및 승환모집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 표5- 12> 禁止行爲에 관한 規定

구분 한국 미국뉴욕주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금지규정 있슴 있슴 있슴 있슴 있슴 있슴

바 . 豫 想 配 當

豫想配當의 공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미국, 영국, 독일에서는 규

정하고 있으나, 프랑스의 경우는 법적 규제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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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경우는 보험안내자료에 장래의 利益配當 및 剩餘金分配에 관한 예

상을 기재하지 못하게 하고 있으나, 보험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요하다

고 총리령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예상배당을 표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美國에서는 誤導的인 배당금예상은 할 수 없으며, 예비정보와 계약개요에 있

어서는 기본(주)계약과 정기생명보험특약 각각의 10년간, 20년간의 생명보험코스

트지수·평균평준연차배당, 생명보험에 대하여 당초 5년간 및 대표적인 연도에

있어서의 연간보험료·보험금액·보증해약반환금총액·배당금액 등의 예상을 공

시해야 한다.

英國의 경우는 보험회사법에서는 규제하지 않고, 英國保險協會 (ABI)의 생명보

험모집규약 부칙에서 配當 및 利率의 표시에 관한 지침을 설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장래의 이익을 예상할 수 없으나, 유배당계약가이드에는 당해 보험회사의

과거 5년간의 신계약비 등의 經費 및 최근의 유배당계약의 利率例 등을 공시해

야 하고, 商品明細에는 해약환급금 예측액이나 장래 수취액의 예를 공시해야 한

다.

獨逸에서는 보험사업경쟁규칙에 의하여 보험계약자에 대한 配當의 표시와 설

명은 감독관청의 명령 및 행정원칙의 범위내에서만 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

다. 이에 따라 將來配當의 계산예시 및 과거의 배당표시를 인정하고 있으나, 장

래배당의 계산예시는 최근의 配當率에 의거하여 배당금을 소정의 연도별로 표시

해야 하며, 배당이 보증되지 않음을 명기해야 한다.

日本의 경우에는 단정적이거나 오도적인 배당예시에 대해서는 규제하고 있으

나, 예상이라는 것을 명시하면 장래의 예상배당을 표시할 수 있다.

< 표5- 13> 豫想配當에 관한 規定

구분 한국 미국뉴욕주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예상배당
규정

있슴 있슴 있슴 없슴 있슴 있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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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 廣 告 規 制

우리나라의 경우는 保險募集을 위하여 방송·영화·연설 기타의 방법으로 보

험사업자의 자산 및 부채에 관한 사항과 장래의 利益配當 또는 剩餘金 分配의

예상에 관한 사항을 不特定人에 알릴 경우에는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제출한 서류

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과 다른 내용의 것을 알리지 못한다. 다만, 보험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美國은 보험agent 및 보험중개인에 의한 廣告와 보험회사에 의한 廣告에 대하

여 각각 규제하고 있다. 보험ag ent 및 보험중개인은 보험자가 뉴욕주 보험업법

제1313조에 규정되어 있는 財務狀況에 관계되는 용인자산, 계약자잉여금 등을

광고 등으로 공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보험자의 재무상황을 알리기 위

한 목적으로 어떠한 광고, 간판, 팜플렛, 안내장 또는 기타 간행물을 작성하거나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보험회사의 광고에 대해서도 광고의

범위, 광고의 형식과 내용, 광고중에 요구되는 公示事項 등에 대한 여러가지 규

제가 존재한다.

英國은 보험회사법에서 보험의 권유에 관한 廣告物의 內容이나 樣式에 관하여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는 광고중에 인가를 받은 보험사업자의 명칭

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 대한 제한이 대부분이며, 이것을 만족시키고 있는 廣告

物의 내용이나 양식에 대해서는 주식회사의 경우 授權資本과 納入資本의 금액을

기재하는 것만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광고에 관한 가이드라인 및 규칙을 정하

고 있는 A SA에 의한 규제와 광고물을 A , B, C 3종류로 나누어 상세하게 규제

하고 있는 PIA규칙에 의한 규제 등 自律規制機關에 의하여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獨逸의 경우는 공중에게 폐를 끼칠 수 있는 모집·광고와 외부인의 명성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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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한 모집·광고를 금하고 있으며, 비교모집·광고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금지

하지 않고 일정한 조건하에서 인정하고 있다.

日本은 보험업법상 광고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규정은 없으나, 보험

모집의 금지행위 규정 (보험업법 제300조)에 의하여 間接的으로 規制하고 있다.

아 . 手 數 料 規制

우리나라의 보험업법에서는, 保險事業者에 대해서는 법에 의하여 모집을 할

수 있는 자 이외의 자에게 募集을 委託하거나 모집에 관하여 手數料·報酬 기타

의 對價를 지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保險募集人은 다른 보험모집

인에 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집을 하게 하거나 그 위탁을 하거나 모집에 관

하여 수수료·보구 기타의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며, 保險代理店 또는 保險仲介

人은 신고된 임원이나 사용인 또는 다른 보험대리점이나 보험중개인에 대한 경

우를 제외하고는 모집을 하게 하거나 그 위탁을 하거나 모집에 대하여 수수료·

보수 기타의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美國은 뉴욕주보험법의 경우 보험계약의 교섭, 획득, 또는 그것에 관한 기타의

서비스, 또는 당해보험계약에 의거한 保險金請求의 査定을 포함하는 기타의 모

든 서비스에 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가망계약자로부터 保險料에서 控除할 수

있는 手數料 이외의 보수를 수취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英國은 PIA규칙에서 長期保險 및 유니트 트러스트(Unit T ru st )에 대한 手數料

의 산정방식을 규정하고 있다. LA UT RO는 종래 독립중개자의 수수료의 최고한

도를 정한 규칙을 마련하고 있었으나, 公正去來廳의 요구에 의하여 1990년 1월

1일 이후에는 독립중개자에게 지급하는 커미션은 모두 기재하도록 개정되었다.

獨逸에 있어서는 연방보험감독법의 1985년 규정 3/ 85에 의하여 수수료를 제1

회보험료 납입후 납입보험료의 70%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게 하였으나, 分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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納의 경우는 최초의 반년분의 분할납입액이 이미 납입되어 있음을 조건으로 기

납입보험료의 절반을 상한으로 2회에 나누어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

나 개개의 경우에 지급되는 新契約手數料가 최초의 연간보험료의 80%를 초과하

지 않거나, 또는 보험중개인이 규칙에서 정하는 충분한 보증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러한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프랑스에서는 보험총대리점규약에 의하여 總代理店은 합의에 따라 모집인·관

리인 직무의 행사에 대하여 手數料에 의한 보수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현행의

법조문이 정하는 한도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日本에서는 보험중개인의 성실의무위반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객으로부터 요구

가 있을 경우에는 保險仲介人은 보험계약의 체결의 매개에 대하여 보험회사로부

터 지급되는 수수료, 보수, 기타 대가 및 대장성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명확히 해

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 . 情 報 公 示規 制

우리나라는 「보험회사 정보공시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시자료를 一

般公示資料와 個別公示資料 및 特別公示資料로 분류하고 이들 각각에 대한 기재

사항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보험가입안내서」, 「상품일람표」, 「경영정

보」 등의 一般公示資料에 대해서는 기재사항, 발간 및 비치의무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보험안내자료」, 「보험계약관리내용」, 「요약경영실적」 등

의 個別公示資料에 대해서는 제작기준 및 제공의무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美國 뉴욕주에서는 보험계약자에게 제공되는 「보험가입자안내 (Buy er ' s

Guide)」, 「예비정보 (Prelim inary Inform ation )」 및 「보험계약개요 (P olicy

Summ ary )」 등의 교부시기 및 기재내용 등을 保險法에서 규정하고 있다.

英國의 경우는 保險會社法에서는 보험계약체결시까지 보험계약자에게 「法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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通知書 (T he Statu tory Notice)」의 교부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金融서비스法에서

는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모집시에 보험계약자에게 「契約解止通知書(Cancel-

lation N otice )」를 교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PIA규칙에서는 회사대리

인과 독립중개자에 대하여 「商業書信 (T erm s of Bu sin ess Let ter )」과 「商品內

容 (Key F eature Docum ent s )」 및 「商品勸誘內容確認書(Rea son W hy )」 등을

보험계약자에게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각사는 有配當

契約가이드(W ith - P rofit s Guide )를 매년 작성하여 보험계약자의 요구가 있을 경

우에는 언제든지 제공하여야 한다.

프랑스의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체결에 앞서 보험계약자에게 保險價格과 付保內

容에 관한 情報資料, 保險計劃書 및 그 부속서류 또는 계약에 관한 정보통지서

를 제공해야 하며, 제1회보험료 영수증을 대신하여 계약의 기본조항 및 Cooling

Off의 권리행사조건 등에 대하여 정확한 설명을 포함하는 情報提供書를 교부해

야 한다.

日本의 경우에는 一般公示資料에 대해서는 사업년도별 사업 및 재산상황을 기

재한 설명서를 작성한 후 보험회사의 본점이나 지점 및 사무소에 비치하게 하여

公衆에게 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加入案內書 등과 같은 個別公示資料는 보험

회사의 자기책임하에 自律的으로 作成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제공토록 하고 있다.

< 표5- 14> 情報公示制度

구분 한국 미국뉴욕주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일반
공시

보험가입안내
서
상품일람표
경영정보

가입자안내
예비정보
계약개요

상업서신
계약해지통지
서
유배당계약가
이드

보험정보자료 계약안내 사업 및 재산
상황

개별

공시

보험안내자료
보험계약관리
내용
요약경영실적

보험계약개요
보험계약관리
내용

상품내용
상품권유확인
내용

보험계획서
및부속서류
정보통지서

소비자정보
등

규정없슴
(각사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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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 給 與 制 度

우리나라는 1992년 「생명보험 모집제도 개선지침」에 의하여 생명보험모집인

에 대한 手當支給制度가 자율화됨으로써, 보험회사별로 모집인수당 지급체계가

상이하다.

美國은 생명보험 판매체제의 중심이 되어 있는 agent의 給與體系를 일반적으

로 보험료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지급항목은 크게 나누어 초년도수수료와 계

속수수료로 구별된다. 초년도수수료는 보험료의 55%를 최고한도로 하고 있으므

로 뉴욕주 대형 생명보험회사 대부분이 商品種類에 따라 상이하지만 55% 정도

를 지급하고 있다. 2년째 이후에는 계약일에 따라 다르나, 계약의 계속을 조건으

로 연간보험료의 10.25%를 상한으로 계속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獨逸에서는 고용계약에 의한 專業募集人은 회사의 직원으로서 일정한 고정급

이 보장되고 있으며 사회보험, 휴가, 기타 질병 등의 보장에 대해서도 내근종업

원과 동일한 규정에 따르고 있다. 또한 위임계약에 의하여 보험료의 수금, 보험

계약의 권유를 전문직업으로 하는 專業募集人은 보험회사로부터 모집수수료와

수금수수료를 받으며, 부업모집인도 보험료의 수금과 보험계약의 권유를 행하여

보험회사로부터 각각의 수수료를 받는다.

日本의 영업직원은 보험회사로부터 월례급여, 상여, 퇴직금 등을 받고 있다.

월례급여는 각사마다 상이한 체계를 갖고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고정급과 준고

정급, 그리고 비례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賞與金은 능률급적 지급체계로 되어

있는데, 통상 재적하고 있음을 조건으로 년 2회 지급된다. 퇴직금은 일시금과 연

금으로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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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2節 우리나라 生命保險 募集制度 및 組織의 問題點

1 . 募集人組織의 問 題點

가 . 募 集 人 의 大 量 增 員 및 大 量 脫 落 現 象 의 持續

우리나라 생명보험 모집조직상의 가장 큰 문제점은 모집인의 大量導入·大量

脫落의 반복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회사별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생명보험회사가 보험모집인의 大量導入을 통한 新契約 誘致競爭에만

전념하고 있는데 기인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는 모집인에 대한 敎育이나 維持率 問題가 우선 순위에서

도외시되고, 신규로 도입된 모집인들은 事業費만 浪費하고 조기에 탈락하게 됨

으로서 保險契約의 維持率이 떨어지고 수입보험료의 증가세가 둔화되어, 또 다

시 모집인의 대량도입을 통한 신계약의 유치에 열을 올리는 惡循環을 持續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모집인의 대량증원에 의한 募集組織의 量的 擴大를 통한 보험판매

는 생명보험산업이 고도성장을 이룩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였으나, 부수적으로는

모집인의 자질 저하와 不完全販賣로 인한 보험모집관련 民願을 증가하게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維持率 저하는 물론 費差損의 증가 및 經營效率 惡化로까지

이어져 생명보험회사에 대한 신뢰감을 실추시키고 있다.

<표5- 15> 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생명보험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감독원에

접수된 民願을 年度別로 살펴보면, 1993년에 218건이었던 보험모집관련 민원건

수가 1994년에는 311건, 1995년에는 504건, 1996년에는 515건으로 3년동안에 무

려 136%나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를 類型別로 세부적으로 구분해 보면, 보험모집인에 의한 不實募集이 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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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모집관련 민원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商品說明

의 불충분, 條件附募集후 약속불이행, 보험요율 부당적용 및 기타의 순으로 되어

있다. 이중 부실모집에 대한 민원은 件數面에서 뿐만 아니라 比率面에 있어서도

매년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표5- 15> 生命保險 募集關聯民願의 類型別 分流(CY基準)

(단위 : 건, % )

부실모집
보험요율
부당적용

조건부모집후
약속불이행

상품설명
불충분

기타 합계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1993 98 45.0 3 1.4 51 23.4 45 20.6 21 9.6 218 100.0
1994 167 53.7 1 0.3 79 25.4 44 14.1 20 6.4 311 100.0
1995 314 62.3 1 0.2 76 15.1 76 15.1 37 7.3 504 100.0
1996 345 67.0 33 6.4 39 7.6 62 12.0 36 7.0 515 100.0

자료 : 보험감독원

또한, 모집인의 대량증원에 따른 募集競爭의 加熱로 인하여 모집인이 대량탈

락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판매조직의 양적 확대에 의한 보

험판매방식은 이제 어느 정도 한계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표5- 16> 는 생명보험모집인의 대량증원·대량탈락에 대한 통계를 나타내고

있다. 이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1995년에는 신규등록 모집인수가 321,301명인데

반하여 301,924명이 保險募集人 登錄을 抹消함으로써 실제로 증가한 모집인은

19,377명으로 5.8%의 순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1993년에는 실제로 증가한

모집인이 598명뿐으로 募集人 純增加率이 0.2%에 불과하였다. 이처럼 등록말소

모집인수가 신규등록 모집인수에 근접하는 현상이 매년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어 우리나라 生命保險募集人의 定着率이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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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 16> 新規登錄 및 登錄抹消募集人 現況(CY基準)

(단위 : 명, % )

구분
신규등록
모집인수

등록말소
모집인수

순증등록
모집인수

등 록
모집인수

모 집 인
순증가율

1991 258,023 222,475 35,548 267,393 15.3
1992 283,569 265,326 18,243 285,636 6.8
1993 287,325 286,727 598 286,234 0.2
1994 286,024 238,450 47,574 333,808 16.6
1995 321,301 301,924 19,377 353,185 5.8

주 : 모집인순증가율 등록모집인 순증 전기말 등록모집인 100

자료 : 생명보험모집인 통계집, 각년도, 생명보험협회, 1995. 12

한편, 등록이 말소된 생명보험모집인을 勤續年數別로 區分해 보면 <표5- 17>

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1995년 10월 현재 9개월 미만인 시점에서 등록이 말

소된 모집인이 68,856명으로 제일 많고, 그 다음이 2년 미만 59,193명, 6개월 미

만 54,733명 등으로 대부분의 모집인이 1- 2년 미만의 시점에서 등록이 말소되고

있다. 즉, 2년 미만에서 등록이 말소되는 모집인이 230,388명으로 전체 등록말소

모집인의 91.1%에 달하고 있다.

<표5- 17> 勤續期間別 登錄抹消 募集人數(CY基準)

(단위 : 명, % )

구분
3개월
미만

6개월
미만

9개월
미만

1년
미만

2년
미만

3년
미만

4년
미만

5년
미만

5년
이상

계

1993
(비율)

8,563
(3.0)

70,225
(24.5)

77,414
(27.0)

52,551
(18.3)

54,879
(19.1)

11,803
(4.1)

4,611
(1.6)

2,122
(0.7)

4,559
(1.6)

286,727
(100.0)

1994
(비율)

4,038
(1.7)

53,200
(22.3)

63,345
(26.6)

42,036
(17.6)

51,648
(21.7)

12,008
(5.0)

5,517
(2.3)

2,691
(1.1)

3,967
(1.7)

238,450
(100.0)

1995.10
(비율)

4,216
(1.7)

54,733
(21.6)

68,856
(27.2)

43,390
(17.2)

59,193
(23.4)

12,198
(4.8)

4,191
(1.7)

2,176
(0.9)

3,908
(1.5)

252,861
(100.0)

자료 : 생명보험모집인 통계집, 생명보험협회, 1995. 12

이와 같이 모집인의 대량증원·대량탈락 현상이 改善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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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업계 각사간의 外形爲主의 過當競爭에도 그 원인이 있겠지만, 한편으로

는 고정급보다는 成果給 中心體制로 되어 있는 現行 募集人 報酬體系로 인한 수

입의 불안정, 트레이너에 의한 철저한 동행훈련의 미흡, 신입사원에 대한 시장기

반의 부여가 미흡한 점에도 그 원인이 있다 할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생명보험회사들이 급증함에 따라 생명보험회사간의 경쟁이 심

화되면서 모집인에 대한 報酬體系가 많이 改善되고, 또한 실제로 급여수준도 많

이 향상되는 경향을 보이기는 하였으나, 아직도 고정급체계가 아닌 成果給體系

의 選好現象이 뚜렸하며, 그 성과급의 수준도 미흡하여 優秀人力의 확보 및 모

집인의 定着率을 向上시키기에는 부족한 형편이다.

이러한 보험모집인의 大量增員과 大量脫落의 惡循環은 보험계약자의 생명보험

회사에 대한 이미지를 악화시켜 보험계약의 업적신장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

며, 또한 不完全募集을 증대시켜 보험계약의 解約 및 效力喪失을 초래하는 등

보험계약의 維持率을 惡化시키는 동시에 民願을 야기시키는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

나 . 募 集 人 專 業 化 의 不振

생명보험모집인의 대량증원과 대량탈락 현상은 모집인의 專業化를 저해하는

커다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표5- 18> 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1995년도의 勤務年限別 募集人 現況을 살

펴보면 전체모집인 349,206명중 勤續年數가 1년 이상인 자는 153,015명으로 전체

모집인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43.8% 수준에 불과하다. 또한 2년이상 근무하고 있

는 모집인은 91,875명으로 전체모집인의 26.3% , 3년이상이 64,804명으로 18.5% ,

4년이상이 48,467명으로 13.8% , 5년이상이 37,169명으로 전체모집인의 10.6%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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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 18> 勤務年限別 生命保險募集人 現況

(단위 : 명, % )

근무
연한

3월미만
3월이상
6월미만

6월이상
9월미만

9월이상
1년미만

1년이상
2년미만

2년이상
3년미만

3년이상
4년미만

4년이상
5년미만

5년이상 합계

1991
(비율)

46,910
(17.4)

54,870
(20.4)

37,241
(13.8)

24,530
(9.1)

42,833
(15.9)

18,822
(7.0)

10,413
(3.9)

7,154
(2.7)

26,357
(9.8)

269,130
(100.0)

1992
(비율)

52,495
(18.0)

58,530
(20.1)

40,023
(13.7)

26,237
(9.0)

46,526
(15.9)

20,957
(7.2)

11,489
(3.9)

7,539
(2.6)

27,932
(9.6)

291,728
(100.0)

1993
(비율)

46,688
(15.7)

57,196
(19.3)

39,213
(13.2)

27,336
(9.2)

50,288
(17.0)

23,034
(7.8)

14,033
(4.7)

8,370
(2.8)

30,331
(10.2)

296,489
(100.0)

1994
(비율)

58,510
(17.3)

61,773
(18.2)

43,989
(13.0)

30,959
(9.1)

59,034
(17.4)

25,654
(7.6)

15,224
(4.5)

9,888
(2.9)

33,768
(10.0)

338,799
(100.0)

1995
(비율)

57,813
(16.6)

60,468
(17.3)

45,510
(13.0)

32,400
(9.3)

61,135
(17.5)

27,076
(7.8)

16,337
(4.7)

11,298
(3.2)

37,169
(10.6)

349,206
(100.0)

자료 : 생명보험통계연보 각년도, 생명보험협회

또한, 生命保險募集人의 定着率을 살펴보면 <표5- 19> 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

이 회차수가 늘어남에 따라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93년의 경

우에는 82.1%에 달하였던 4회차 모집인의 정착율이 7회차에서는 57.0% , 10회차

37.8% , 13회차 27.7%로 하락하고 있다.

<표5- 19> 生命保險募集人 定着率(CY基準)

(단위 : % )

구분 4회차 7회차 10회차 13회차 25회차

1991 85.1 57.6 36.2 25.2 10.6
1992 84.8 57.2 35.2 23.9 10.1
1993 82.1 57.0 37.8 27.7 -

주 : 모집인정착율은 등록인원에 대한 잔존율임.

자료 : 생명보험모집인 통계집, 생명보험협회, 1995. 12

이와 같은 생명보험모집인의 專業化 不振으로는 유능하고 경험이 풍부한 專門

募集人을 養成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緣故販賣 또는 紹介에 의한 판매라 하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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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도 소비자들의 金利選好意識이 날로 높아져 가고 있는 시점에서 미숙한 販賣

技法과 불완전한 商品知識으로는 소비자들의 다양한 要求에 부응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생명보험모집인의 質的 水準의 향상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

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여성의 他業種 就業機會의 增大로 인하여 신규로 모집인

이 되고자 하는 女性人力의 질적 저하는 물론이고 기존모집인의 離脫마저 나타

나고 있어 커다란 문제가 되고 있다.

이와 같이 유능한 專門募集人이 충분히 양성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생명보험산

업의 질적 발전은 불가능한 것이므로 이러한 측면에서도 생명보험업계는 長期勤

續 募集人의 수를 늘려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동시에 이를 통

하여 모집인의 질적 수준을 개선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다 . 維 持 率 및 實 效 解 約率 惡 化

생명보험모집인의 대량증원과 대량탈락은 또한 생명보험계약 維持率의 下落과

實效·解約率을 增加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생명보험회사의 보험계약유지율 현황을 살펴보면 < 표5- 20>에 나타나 있는 바

와 같이 매년 하락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92년에 57.2%였던 13회차 보험계

약 유지율이 1994년에는 58.3%로 증가하였으나, 1995년에는 56.9% , 1996년 상반

기에는 56.1%로 2년 연속 하락하고 있다.

<표5- 20> 生命保險契約 維持率(13회차)

(단위 : % )

구분 1992 1993 1994 1995 1996.9
유지율 57.2 57.0 58.3 56.9 56.1

자료 : 보험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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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표5- 21> 에 의하여 생명보험계약의 效力喪失 및 解約 內譯을 살펴보면,

효력이 상실되거나 중도에 해약된 생명보험계약이 건수면에서 뿐만 아니라 금액

면에 있어서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991년에 5,653,042건

이었던 效力喪失 및 解約件數가 1995년에는 무려 9,565,034건으로 증가하였으며,

효력상실·해약금액도 약 195조원에서 453조원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전체보

험계약에서 차지하는 解約率은 1992년의 32.5%를 정점으로 매년 감소하여 1995

년에는 27.8%로 감소하였다.

<표5- 21> 生命保險契約의 效力喪失 및 解約 內譯

(단위 : 건, 백만원, % )

구분
연초보유계약 신계약 효력상실·해약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해약율

1991 16,361,731 361,724,139 9,335,035 310,673,055 5,653,042 194,778,800 29.0
1992 18,826,530 480,070,000 10,706,264 383,050,544 7,654,844 280,393,760 32.5
1993 20,840,117 588,839,349 11,653,426 453,316,972 8,154,301 314,651,393 30.2
1994 23,367,850 735,727,441 12,553,996 584,810,106 8,619,511 375,004,551 28.4
1995 26,472,936 956,944,025 13,887,741 672,925,656 9,565,034 453,182,100 27.8

자료 : 생명보험통계연보, 각년도, 생명보험협회

이와 같이 생명보험계약의 維持率 및 實效·解約率이 改善되지 않고 있는 이

유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생명보험모집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모집인들이 아직까지 緣故販賣에 많이 의존하고 있고, 또한 대부분의 생명보험

회사들이 여전히 모집인의 大量增員에 의한 판매조직의 量的 擴大를 통하여 實

績中心의 過當競爭을 하고 있으므로, 모집인의 조기 대량탈락에 따라 기존계약

자에 대한 관리와 서비스가 부실해지고 불완전판매 및 왜곡판매가 이루짐으로써

보험계약의 실효 및 중도해약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현상은 생명보험상품의 특성상 보험계약이 實效·解約되더라도

생명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에 대하여 보험모집 및 계약유지에 소요되는 諸費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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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差減한 나머지를 還給金으로서 지급하기 때문에, 維持率이 낮더라도 보험회

사는 큰 손실을 보지 않으므로 유지율 향상에 노력하지 않는 측면도 있기 때문

이다.

라 . 募 集 人 의 生 産 性 下 落

생명보험상품은 현재에 있어서는 潛在的 效用만을 갖는 無形의 商品이기 때문

에 평소에는 상품의 존재를 認知하지 못하거나 또는 인지는 하여도 購買를 적극

적으로 고려하지 않는 Un sou ght Goods의 일종으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생명

보험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에게 保險의 必要性을 인식시키고 보험상

품의 購買欲求를 誘發 또는 促進시켜야 한다.

이 때문에 생명보험회사들은 모집인의 積極的인 勸誘를 통하여 보험상품을 판

매하는 營業戰略에 의존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모집인에 의한 人的 販賣方式은

특히 저임금 구조를 가졌던 우리나라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어 왔다.

특히, 국내 생명보험시장의 開放이 본격화된 1987년 이후 우리나라 생명보험

업계는 생명보험회사의 수적 증가로 인한 供給過剩으로 생명보험회사간의 販賣

競爭이 激化됨에 따라 생명보험회사들이 營業所를 대폭 증설하는 한편, 保險募

集人을 대량으로 增員함으로써 영업소 및 모집인당 대상인구수가 감소하여 모집

인의 生産性이 하락하고 있다.

1991년부터 1995년까지의 생명보험회사의 募集組織別 生産性을 <표5- 22> 에서

살펴보면, 任職員 1人當 生産性은 대체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비하여 募集人의

1人當 生産性은 1991년의 5천9백만원에서 1995년에는 6천4백만원으로 증가하였

으나, 1993년과 1994년 2년 연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이를 같은 기간 동안의 市

場規模와 비교해 볼 때 이와 같은 보험모집인에 의한 人的販賣方式의 效率性은

이제 거의 限界狀況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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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 22> 生命保險 募集組織別 生産性比較

(단위 : 백만원)

구분 1991 1992 1993 1994 1995
직 급 18 18 24 24 43
모집인 59 62 60 56 64
대리점 33 37 46 45 43

주 : 생산성은 1인 (1대리점)당 연간 수입보험료를 나타낸 것임.

자료 : 보험감독원

마 . 事 業 費 의 過 多 支 出

우리나라와 같이 보험판매조직이 募集人 中心으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優秀

募集人의 確保가 경쟁의 관건이 된다. 따라서 생명보험회사간에는 優秀募集人의

스카웃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특히 1987년도부터 시작된 국내 生命保

險市場의 開放으로 인하여 전국사, 합작사, 지방사 등 신설 생명보험회사들의 市

場進入이 본격화됨에 따라, 생명보험회사간의 實績競爭이 치열해져 모집인의 스

카웃경쟁이 더욱 가열되었다.

이러한 모집인의 스카웃 경쟁은 결국 생명보험회사의 實績爲主의 경영전략에

서 기인하였다고 할 수 있다. 즉 생명보험회사들은 자체적인 모집인 양성을 통

한 長期的인 成長보다는 이미 양성되어 있는 他會社의 優秀募集人을 스카웃함으

로써 일시에 많은 실적을 올리려고 하기 때문이다. 특히 신설 생명보험회사의

경우에는 기존사의 우수모집인 스카웃을 통하여 실적을 단숨에 높이고자 하는

경향이 더욱 강하다.

그러나 이러한 생명보험회사간의 모집인 스카웃경쟁은 결국 惡循環의 反復을

초래할 뿐이다. 자체적으로 양성한 모집인을 빼앗긴 생명보험회사의 입장에서는

모집인의 이탈로 인하여 莫大한 損失을 입게 되므로 다시 다른 생명보험회사의

우수모집인을 스카웃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監督當局 및 業界 스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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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러한 행태를 시정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대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모집인 스

카웃경쟁은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이와 같은 모집인 스카웃경쟁으

로 인하여 생명보험회사들은 모집인확보에 막대한 事業費를 支出하게 되어 超過

事業費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그간의 경제성장에 따른 國民所得의 증가와 勞使紛糾 등으로 인한 국내

勞動賃金水準의 上昇으로 생명보험모집인에 대한 人件費도 대폭 상승하였으나,

이러한 인건비의 상승이 生産性 向上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못함에 따라, 생명

보험회사는 사업비의 소모를 초래하게 되고 經營效率이 惡化됨과 동시에 생명보

험산업 전체의 競爭力이 弱化되고 있다.

<표5- 23> 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1991년부터 1995년까지의 생명보험회사의

超過事業費 內譯을 살펴보면, 1991년에 807억원의 초과사업비가 발생하였으며,

1992년과 1993년에는 예정사업비보다 실제사업비가 적게 발생하였으나, 1994년

부터 다시 超過事業費가 발생하여 1994년에는 329억원, 1995년에는 2,522억원의

초과사업비가 발생하였다.

특히, 신설 생명보험회사의 경우를 보면 내국사가 1,636억원, 합작사가 615억

원, 지방사가 1,895억원의 超過事業費가 발생하였다. 이와같이 초과사업비가 과

다하게 지출되고 있는 이유는 維持費에서 초과사업비가 대량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비하여 기존사는 신설사와 마찬가지로 維持費에 있어서는 1,392

억원의 초과사업비가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으로는 예정사업비보다 1,680억원의

사업비가 적게 지출되었다.

이와 같은 사업비의 과다지출로 인하여 생명보험회사들의 經營壓迫이 가중되

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험모집질서의 紊亂行爲로 말미암아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되지 않음으로써 保險民願이 증대하는 등 생명보험의 사회공신력이 크게 저

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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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 23> 生命保險會社의 超過事業費內譯

(단위 : 백만원)

구분 1991 1992 1993 1994 1995

기존사

신계약비 - 60,572 - 110,357 - 216,416 - 248,980 - 202,508
유지비 147,035 126,879 103,662 85,408 139,154
수금비 - 97,446 - 106,179 - 97,840 - 108,216 - 104,620

계 - 10,983 - 89,657 - 210,592 - 271,788 - 167,973

내국사

신계약비 3,040 - 15,646 - 48,178 57,025 30,297
유지비 46,202 76,300 86,197 152,242 163,041
수금비 - 13,106 - 19,244 - 21,697 - 18,934 - 29,698

계 36,136 41,410 16,323 190,333 163,642

합작사

신계약비 6,438 - 12,683 - 37,344 18,778 4,281
유지비 33,245 40,211 35,741 66,765 67,929
수금비 - 7,542 - 13,374 - 14,184 - 9,592 - 10,664

계 32,141 14,154 - 15,785 75,948 61,548

지방사

신계약비 - 2,674 - 12,339 - 412 - 15,578 67,986
유지비 25,811 37,051 60,308 69,691 139,702
수금비 - 9,457 - 14,729 - 12,649 - 17,969 - 18,198

계 13,680 9,983 47,248 36,144 189,491

외국사

신계약비 1,564 258 - 368 - 2,707 866
유지비 8,454 7,305 7,829 6,928 6,891
수금비 - 252 - 409 - 1,397 - 1,951 - 2,293

계 9,766 7,154 6,064 2,272 5,464

전 체

신계약비 - 52,204 - 150,767 - 302,718 - 191,462 - 99,078
유지비 260,747 287,746 293,737 381,034 516,717
수금비 - 127,803 - 153,935 - 147,767 - 156,662 - 165,473

계 80,740 - 16,956 - 156,742 32,909 252,172

자료 : 생명보험통계연보, 각년도, 생명보험협회

바 . 手 當 支 給制 度 의 問 題點

우리나라의 생명보험모집인에 대한 手當支給制度는 1992년의 「생명보험 모집

제도 개선지침」에 의하여 自律化되었다. 그러나 이처럼 생명보험모집인에 대한

手當支給이 생명보험회사의 자율에 맡겨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율화이전의 手當支

給體制가 아직도 그대로 維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생명보험모집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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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지급제도는 회사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의 회사가 종래와 같이 고정

급중심이 아닌 成果給中心의 手當支給體制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립기반을 갖추지 못한 등록초기의 新規募集人은 모집인수당으로

는 안정적인 생활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募集人登錄을 抹消함으로써 모집인

定着率이 떨어지고 있으며, 우수한 신규모집인의 확보를 어렵게 하고 있다.

우리나라 생명보험모집인의 1인당 月平均 所得을 근속년수별로 살펴보면, <표

5- 24> 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勤續年數가 1년이상 2년미만인 모집인의 월평

균소득은 107만원 정도인데 비하여 전체 모집인의 57.6%를 차지하고 있는 勤續

年數가 1년미만인 모집인의 월평균소득은 55만 7천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표5- 24> 生命保險募集人 勤續年數別 1人當 月平均所得

(단위 : 명, 천원)

구분 1년미만 2년미만 3년미만 4년미만 5년미만 5년이상

모집인수 195,231 59,034 25,654 15,224 9,888 33,768
금액 557 1,078 1,376 1,593 1,743 2,005

자료 : 보험모집조직관리, 추암대, 보험연수원, 1995. 6

또한, 최근에는 일부 생명보험회사들이 貯蓄性保險은 계약후 1년까지, 保障性

保險은 계약후 2년까지 모집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모집인수당 지급체제

를 변경하여 1년이내 또는 2년이내에 退社하는 모집인에 대해서는 募集手當을

지급하지 않음에 따라 이에 대한 모집인의 民願發生 事例도 나타나고 있다.

사 . 敎 育 制 度의 問 題 點

보험판매조직의 競爭力과 生産性을 높이기 위하여 또 하나 필수적으로 요청되

는 것은 교육을 통하여 專門知識을 갖춘 모집인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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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국내의 생명보험회사들의 경우는 外形 및 實績爲主의 성장에만 치우친

나머지 판매조직의 양적 확보만을 위하여 별다른 選別節次 없이 모집인을 增員

하고 있으며 또한 채용된 新規募集人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敎育期間이 매우

不足할 뿐만 아니라111), 교육담당조직이 零細하고 전문교육 인력 및 교육장 등을

위시한 諸般 敎育施設이 부족한 관계로 모집인에 대한 體系的이고 專門的인 교

육이 어려운 형편이다.

2 . 代理店組織의 問 題點

우리나라의 생명보험 대리점제도는 1983년에 재무부장관의 예규인 「生命保險

代理店 關聯規程」이 제정됨으로써 동년 1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렇게 도입된 生命保險 代理店制度는 역사가 일천할 뿐만 아니라 생명보험회

사의 관심부족으로 생명보험 모집조직으로서 정착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생명보험대리점은 규모에 있어서 零細할 뿐만 아니라 販賣實績에 있

어서도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가 . 規 模 의 零 細 性

전술한 바와 같이 그 동안 우리나라의 생명보험회사들은 募集人爲主의 보험영

업을 전개하여 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生命保險代理店에 대해서는 상당히 소

홀히 대처하여 왔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생명보험대리점은 도입된 지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모집조직으로서 제대로 定着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보험시장의 개방과 더불어 국내에 진출한 외국 생명보험회사와

111)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생명보험회사는 보험모집인시험 전후의 교육이 9∼10

일간, 모집인등록후 2∼3차월내에는 10일 정도의 교육만을 실시하고 있어

교육기간이 주요 선진국에 비하여 매우 짧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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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작사들이 生命保險代理店에 의한 영업활동을 積極的으로 展開함으로써, 국내

의 생명보험회사들도 대리점조직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生命保險代理店은 <표5- 25> 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1992년의 5,041개에서 1995년에는 8,862개로 3년동안에 3,821개 증가하여, 75.8%

의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표5- 25> 生命保險代理店 現況

(단위 : 개, % )

구분 1992 1993 1994 1995
대리점수 비율 대리점수 비율 대리점수 비율 대리점수 비율

기존사 2,377 47.2 2,174 34.1 2,881 38.6 3,274 36.9
내국사 1,129 22.4 2,114 33.1 2,002 26.9 2,655 30.0
합작사 873 17.3 1,088 17.1 1,363 18.3 1,759 19.8
지방사 230 4.6 290 4.5 359 4.8 382 4.3
외국사 432 8.6 712 11.2 851 11.4 792 8.9
합계 5,041 100.0 6,378 100.0 7,456 100.0 8,862 100.0

자료 : 생명보험통계년보, 각년도, 생명보험협회

<표5- 26> 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생명보험대리점을 人格別로 구분해 보면,

1995년 현재 個人代理店은 8,823개로 전체대리점의 99.6%를 차지하고 있으나, 法

人代理店은 39개로 전체의 0.4%에 불과한 실정이다.

<표5- 26> 人格別 生命保險代理店 現況

(단위 : 개, % )

구분
개인대리점 법인대리점 합계

대리점수 비율 대리점수 비율 대리점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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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보험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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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생명보험대리점은 수적인 면에 있어서는 아주 높은 增

加率을 나타내고 있으나, 규모면에 있어서는 아직도 매우 영세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나 . 販 賣 實 績의 低 調

생명보험대리점은 모집인조직에 비하여 어느 정도의 獨自的인 市場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시장의 규모가 限定的이고 또한 동일한 시장내에서 직급 및 모집

인조직과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組織規模나 販賣基盤이 영세한 대

리점은 판매실적이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더욱이 생명보험상품은 保險期間이 단기인 손해보험상품과는 달리 보험기간이

長期的이라는 特性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生命保險代理店은 신규의 생명보험계

약을 계속해서 유치하기가 어려운 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생명보험대리점의

판매실적은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초회수입보험료를 기준으로 한 생명보험 모집조직별 販賣實績을 나타내고 있

는 <표5- 27> 에 의하면, 生命保險代理店의 販賣比率은 1991년에는 전체 생명보

험시장의 0.6% (34,071백만원)를 차지하였으나 1995년에는 0.9% (90,726백만원)를

차지함으로써 최근 5년동안에 약 50% 증가하였다. 그러나 전체 생명보험 모집조

직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와 같이 생명보험대리점의 販賣實績이 低調한 이유는, 우리나라 생명보험회

사들이 대리점의 육성에 대하여 그다지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한

정된 생명보험시장에서 販賣基盤이나 規模面에서 영세한 대리점이 상대적으로

우세한 직급 및 모집인 등의 모집조직과의 경쟁에서 열세에 놓여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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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 27> 生命保險 募集組織別 販賣比率(初回收入保險料 基準)

(단위 : % )

구분 직급 보험모집인 보험대리점 기 타 합 계

1991 13.4 85.9 0.6 0.1 100.0
1992 12.6 86.7 0.7 0.0 100.0
1993 20.6 78.1 1.2 0.1 100.0
1994 21.1 78.0 0.8 0.0 100.0
1995 24.2 74.8 0.9 0.2 100.0

자료 : 보험감독원

다 . 生 産 性 下 落

생명보험 모집조직별 生産性을 < 표 5- 22>에서 살펴보면, 임직원 및 모집인의

생산성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비하여 代理店의 生産性은 1993년을 정점으로

매년 조금씩 하락하고 있다. 直扱組織의 생산성은 1991년의 1천8백만원에서

1995년에는 4천3백만으로 증가하였으며, 募集人의 생산성도 1991년의 5천9백만

원에서 1995년는 6천4백만원으로 증가하였다. 이에 반하여 代理店의 생산성은

1991년의 3천3백만원에서 1993년에는 4천6백만원으로 증가하였으나, 1994년에는

4천5백만원, 1995년에는 4천3백만원으로 감소하였다.

3 . 새로운 販賣채널 의 問題點

우리나라에서는 생명보험의 판매가 대부분 保險募集人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고 그것도 주로 女性人力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비하여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主要 先進國의 경우는 보험중개인이나 대리점, 모집인, 은

행, 직접판매, 창구판매, 제휴판매 등 多樣한 販賣채널을 통하여 생명보험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美國의 생명보험업계는 代理店을 중심으로 생명보험모집이 이루어지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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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國의 경우는 保險仲介人 및 營業職員, 獨逸의 경우는 專屬代理店과 保險仲介

人, 프랑스의 경우는 방카슈랑스의 발달에 의하여 銀行을 中心으로 생명보험모

집이 행하여지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와 유사한 생명보험 모집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日本의 경우는 우리나라와 같이 營業職員에 의한 모집이 주를 이루고 있기

는 하지만 보험대리점 및 직접판매, 창구판매, 제휴판매 등 다양한 판매채널을

통하여 생명보험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1996년부터 保險仲介人制度를 도입하

는 등 생명보험 모집채널의 多角化를 모색하고 있다.

이와 같은 주요 선진국의 生命保險 募集組織과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의 생

명보험 모집조직은 지나치게 단순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생명보험업계가 그동안 募集人 爲主의 보험모집을 전개하면서 모집

조직과 활동을 장악하고 통제하여 온 반면, 다른 판매방법의 개발에는 상당히

소홀히 대처하여 왔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우리나라 생명보험업계는 대형 생명보험회사를 중심으로 우편

판매, 전화판매, 인터넷판매 등과 같은 直接販賣와 窓口販賣, 提携販賣 등의 特

殊販賣方式을 도입하는 등 생명보험 판매채널을 多角化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

으며, 정부에서도 1997년에는 生命保險 獨立代理店制度, 1998년에는 生命保險仲

介人制度를 도입하는 등 생명보험 모집제도의 先進化를 도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생명보험업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특수판매채널은 法的·制

度的 制約要件으로 인하여 아직까지 하나의 완전한 판매채널로서는 정착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새로운 모집조직인 독립대리점제도 및 중개인제도가

도입되면 기존 모집조직과 새로운 모집조직간의 과당경쟁 및 보험회사와 독립대

리점 또는 중개인조직간의 募集人力 스카웃경쟁이 발생하는 등 우리나라의 생명

보험 모집체제 및 보험시장의 혼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監督上에 있어서도 많

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를 내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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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直 接 販 賣

우리나라의 경우 생명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自筆署名이 있어

야 성립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현재 일부 생명보험회사들이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는 전화 및 인터넷 등을 통한 보험상품의 直接販賣方式은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電話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는 전화를 통한 口頭契約만으로는 보험계약의 효력

이 발생할 수 없으며, 또한 인터넷을 통한 판매의 경우 역시 인터넷상의 ID 112)

入力이나 電子署名으로는 보험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게다가, 전화사으

로나 인터넷상으로는 보험계약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직접 확인할 수 없

으므로 金融實名制에 저촉될 가능성도 있다113).

그러므로 현재 전화 및 인터넷에 의한 판매를 실시하고 있는 생명보험회사들

은 이러한 法的·制度的인 制約要件으로 인하여, 전화나 인터넷을 통하여 예상

고객의 보험가입의사를 먼저 확인한 후, 우편이나 기존모집조직을 이용하여 보

험계약을 체결하는 아주 복잡한 방법으로 생명보험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또한, 일부의 보험회사에서는 電話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 口頭契約을 녹취하

거나 F AX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등 편법적인 방법으로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경우도 있으며, 電話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권유하는 電話相談員을 보

험모집을 할 수 있는 정식직원이 아닌 파트타임 職員으로 雇用하여 보험계약을

112) ID란 인터넷이나 P C통신에 있어서 自身을 特定할 수 있는 記號로써, 동일

통신망에 있어서는 ID가 重複될 가능성이 없으나, 현실적으로 하나의 ID를

2인 이상이 共同으로 利用하는 경우가 있을 뿐만 아니라, 타인의 ID를 盜

用할 가능성도 있다.
113) 모든 금융기관은 金融實名去來 및 秘密保障에 관한 緊急財政經濟命令 제

3조 제1항에 의거하여, 거래자의 실지명의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

다. 그러므로 생명보험회사도 신규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保險請約

書의 樣式에 계약자의 實名이 기재되었는지를 住民登錄證에 의하여 확인하

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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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결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편법에 의하여 체결된 보험계약은 향후 保險事故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많은 問題를 招來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나 . 保 險 仲 介人 制 度

정부의 自由化·世界化政策 추진으로 인하여 보험감독당국은 보험의 規制緩和

를 통하여 기업의 自律經營과 市場競爭原理를 도입하고, 또한 외국 보험회사와

의 경쟁을 통해 국내보험산업을 先進化시키기 위하여, 그 동안 구조적인 문제점

으로 지적되어 왔던 販賣組織을 개선할 목적으로 保險仲介人制度를 도입하게 되

었다.

그러나, 보험중개인제도가 도입되면 생명보험회사와 保險仲介人間에 모집인력

확보를 위한 과열 스카웃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募集體制의 혼

란으로 인하여 保險市場의 安定性을 유지하는데에 다소의 곤란을 겪게 될 것이

다. 또한 保險仲介人으로부터 보험계약을 유치하기 위한 생명보험회사간의 過當

競爭으로 인하여 營業收支가 惡化될 뿐만 아니라, 생명보험회사의 料率決定權과

언더라이팅 기능이 약화되고 優良物件의 海外流出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기존모집조직과 중개인조직간에도 보험계약을 둘러싼 過當競爭 및 葛藤

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더욱이 보험중개인은 보험사업자에 소속되지 않아 責

任의 限界가 분명하지 않고 그 업무범위 또한 다양하기 때문에 이를 監督·統制

하기가 매우 곤란할 뿐만 아니라, 보험중개인의 不當行爲로 인하여 보험계약자

및 보험회사가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될 가능성이 있는 등 保險市場의 混亂이 야

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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