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第 6章 우 리나 라 生 命保 險 募集 組 織의 改 善 方案

전술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생명보험산업은 모집인의 大量增員과 大量脫落

에 따른 모집인의 專業化 不振으로 인하여 募集人의 生産性이 하락하고 있으며,

非專門募集人에 의한 不完全販賣와 歪曲販賣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들의 보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불식되지 않아, 보험계약의 失效 및 解約率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또한, 다양화되어 가고 있는 消費者의 需要變化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함으로

써 募集人 1人當 販賣高가 감소하여 생명보험판매의 伸張率이 둔화되어 가고 있

는 반면에, 募集人의 敎育費와 手當의 상승으로 事業費가 증가하여, 價格競爭力

과 經營效率이 떨어지고 있다.

그리고, 生命保險代理店制度가 도입된 지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

안 생명보험회사들이 募集人爲主의 營業政策을 추진함으로써 생명보험대리점에

관심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生命保險代理店은 아직까지 모집조직으로서의 제기

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우리나라의 생명보험산업은 金融産業의 構造改編作業과

金利自由化로 인하여 금융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保險市

場의 國際化·開放化 및 생명보험 價格自由化의 추진으로 인하여 보험환경이 급

변하고 있다. 또한 생명보험의 모집제도 및 조직를 선진화하기 위하여 1997년에

는 生命保險 獨立代理店制度를 도입하고 1998년에는 生命保險仲介人制度를 도입

할 예정으로 있다. 이러한 환경변화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생명보험 모집제도 및

조직은 커다란 변화를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생명보험회사들이 이러한 환경변화에 대응해 나가기 위

해서는 기존 모집조직의 문제점을 개선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새로운 판매채널

을 도입하여 기존의 모집인중심으로 되어 있는 판매조직을 다양화해 나가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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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기존 생명보험 모집조직의 生産性 및 效率性 제고방안과

새로운 販賣채널의 導入 및 活性化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第 1節 旣存 募集組織의 改善方案

1 . 募集人組織의 改 善方案

가 . 經 營 的 改 善 方 案

1) 募集人 定着率의 改善

가) 募集人의 選別採用

우리나라 생명보험모집인은 전술한 바와 같이 대량증원·대량탈락의 惡循環이

계속됨으로써 定着率이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에 따라 생명보험업계

및 감독당국은 모집인의 定着率을 높이기 위하여 新規登錄人員의 T / O제114) 및

事前面接制115) 등 여러 가지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여 왔으나, 모집인의 대량증

114) 신규모집인 채용인원 T / O제는 1986년 2월 28일자 「생명보험모집인 定着

率向上대책 事後管理指針 (한국보험공사 생지 610- 1342)」에 의하여 시행되

었는데, 이 지침은 생명보험모집인의 實際 定着率이 재무부의 指導比率에

未達하는 정도에 따라 익월 모집인의 신규채용을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1995년 4월 29일자 「生命保險 店鋪 및 募集管理規程」의 제정으로 인하여

폐지되었다.
115) 1986년 3월 6일에 시달된 「生命保險募集人 管理制度 改善」(재무부 생보

22333- 126)에 의하여 생명보험회사는 각사 自律的으로 事前面接制를 실시

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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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에 의한 外形競爭 치중현상이 여전히 지속되면서 모집인의 選別採用이 이루어

지지 않아 아직까지 모집인의 中途脫落現象이 계속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募

集人의 定着率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생명보험회사들이 選別基準에 관계없이 모집인을 유치하여 當月

에 시험에 응시하게 하고, 시험에 합격하면 當月에 바로 모집인으로 등록시키는

採用方法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모집인의 選別導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선진국의 예를 보면, 美國의 경우에는 모집인을 選別的으로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을 전후한 3개월 내지 6개월 동안 事前面接, 適性 및 履歷檢査와 業

務能力체크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日本의 경우에도 우리나라와 같이 모집인을

유치하여 당월에 시험에 응시하게 하고는 있으나, 募集人登錄은 翌月에 실시하

는 翌月登錄制를 채택하여 모집인을 選別的으로 도입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

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도 생명보험모집인의 大量增員·大量脫落의 폐단을 없

애고 모집인의 定着率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募集人資格試驗에 합격하면 당월에

모집인으로 등록하는 기존의 방법을 바꾸어 모집인 등록전후에 事前面接과 入社

初期敎育 등을 통해 모집인의 적성을 면밀하게 파악하여 선별적으로 등록하는

방법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다.

현재 일부의 대형 생명보험회사에서는 모집인의 정착율을 개선하기 위하여,

選別登錄制度 (삼성생명, 1990년 1월), 翌月登錄制度 (교보생명, 1992년 1월) 및 新

育成制度 (대한생명, 1993년 11월) 등을 도입하여 모집인의 選別導入에 노력하고

있다.

나) 手當支給制度의 改善

모집인의 定着率을 높이기 위해서는 모집인의 選別導入도 중요하지만, 도입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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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인의 中途脫落을 방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생명보험모집인의 定着率이 저조한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모집인

의 手當支給體制가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생명보

험모집인의 手當支給體制는 1992년 9월 18일에 시달된 「生命保險 募集制度 改

善指針」에 의하여 自律化되었으나, 대부분의 생명보험회사들은 대체적으로 자

율화이전 형태인 고정급수당이 낮고 성과급수당이 높은 成果給中心의 手當支給

體制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생명보험모집인들은 한정적인 緣故販

賣市場이 고갈되면, 안정적인 생활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市場開拓을

시도해 보지도 못한 상태에서 중도에 탈락하게 된다.

생명보험 모집인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女性募集人은 그 대부분이 경제력

확보를 위하여 모집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모집인의 定着率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募集人登錄을 엄격하게 하는 대신에 모집인이 自立基盤을

갖출 때까지는 最低生活이 保障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생명보험회사는, 登錄初期에는 固定給手當을 많이 支給할 수 있

도록 모집인수당 지급체계를 개선하거나, 모집인수당이 일정수준에 도달할 때까

지는 手當을 補充할 수 있는 資金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모집인이 안정적인 생활

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 모집인이 緣故販賣市場이 아닌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여 自立할 수 있는 基盤과 機會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모집인의

定着率을 향상시켜 불필요한 事業費支出을 억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수한

모집인력의 안정적인 확보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모집인의 수당지급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생명보험업계의 전체

적인 시행의지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다) 募集人에 대한 動機賦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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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인의 영업실적과 사기에 영향을 미치는 네 가지 중요한 요소는 職務記述

(job descript ion s )과 販賣目標의 명확한 정의, 효과적인 販賣管理, 적극적인 動機

賦與 및 판매실적에 대한 適切한 認定이다.

명확하게 정의된 職務記述은 보험모집인이 보험영업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指

針이 될 수 있으므로 그들의 임무와 책임을 文書의 형태로 제공하여야 하며, 또

한 일정기간 동안 보험모집인들이 달성할 수 있는 販賣目標에 대해서도 명확하

게 기술하여야 한다.

동시에, 모집인이 자신의 販賣實績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의욕을 북돋워주는

組織的 環境을 제공하여야 하며, 모집인과의 규칙적인 회의, 모집인의 營業成果

의 규칙적·지속적 評價, 양호한 營業成果에 대한 보상 및 양호하지 못한 성과

를 개선하기 위한 助言 등을 포함하는 효과적인 販賣管理規範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생명보험회사는 모집인이 營業成績을 높일 수 있도록 적절한 手當 및

보너스의 지급 등을 통하여 모집인에게 적극적인 動機를 附與하여야 하며, 모집

인의 營業成果를 인정하기 위하여 販賣成績 및 維持率이 뛰어난 자에 대한 각종

施賞制度도 마련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2) 募集人 敎育制度의 改善

생명보험 모집인에게 있어서 생명보험에 관한 專門知識은 상품판매를 위한 기

본조건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생명보험회사들은 專門募集人을 양성하기 위

하여 募集人 共通敎育制度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현행 모집인 共通敎育制

度의 체계를 살펴보면, 모집인 등록자격시험, 중급과정시험, 고급과정시험 등 3

단계로 구분하고, 시험을 전후하여 生命保險協會 및 보험회사 자체에서 募集人

敎育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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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의 募集人 敎育制度를 살펴보면, 日本의 경우에는 일반과정, 전문과정,

응용과정, 대학과정 등 4단계로 나누어 體系的인 모집인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美國의 경우에도 모집인 專門敎育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는데. 이 시스템은 보험

기초학교 교육, 지부내 훈련, 본사집합 전문판매훈련, 상급모집인훈련, 生命保險

營業職員硏修院 (Life Un derw riter T raining Council : LUT C)116) 훈련, A C (T h e

Am erican College)117)課程 등 여러 단계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보험시장환경의 변화 및 소비자 니드의 多樣化로 인하여, 생명보

험회사들이 複雜하고 綜合的인 보험상품을 개발하여 판매함에 따라 소비자들의

상품에 대한 이해와 선택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의 니드에 맞

는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상품에 대한 專門知識뿐만 아니라 相談과 諮問能

力을 갖춘 專門募集人의 양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생명보험회사들은 외국의 모집인 교육제도를 참고하여 모

집인 敎育課程을 보다 細分化하는 동시에 모집인에 대한 敎育內容 및 敎育體系

를 각 모집인 과정별로 體系化·高度化하여 계속적인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변화

하는 환경 및 소비자니드에 부응할 수 있는 專門募集人을 育成해 나가야 할 것

이다.

116) 1947년 미국생명보험협회(A CLI)와 생명보험마케팅조사협회 (LIMRA )·전미

생명보험영업직원협회 (NALU ) 등 3개 기관이 협력하여 설립한 전국적인

규모의 生命保險募集人 硏修機關으로, 이 기관에서는 보험모집인에게 생명

보험·건강보험 및 금융서비스의 販賣訓練을 실시하고 있는데, 1982년에는

「LUT C F ellow」라고 칭하는 전문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를 발족하였다.
117) 미국에서 가장 권위있는 保險·金融서비스 專門人 養成機關으로서 1927년

에 설립되었다. 이 기관에서는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認定生命保險

士 (CLU )」, 「認定 F inan cial Con sultant (ChF C)」라는 칭호를 부여하는 강

좌 및 M SF S (M a st er of S cience in F inancial S ervices ), M SM (M aster of

S cience M anag em ent )이라는 學位資格 稱號를 부여하는 강좌도 개설해 두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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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現行 募集人組織의 細分化 및 專門化

가) 特化形 募集人組織의 擴大

소비자는 연령이나 성별, 직업, 소득수준 등에 따라 생명보험에 관한 니드가

다르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소비자 개개인의 다양한 니드에 대응해 나가기 위해

서는 募集人組織을 소비자 니드별로 세분화하여 活動基盤이나 販賣商品을 特化

한 모집인을 육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年齡別로 생명보험에 대한 니드를 세분해 보면, 실버계층은 노령화

에 대한 준비로서 醫療保險이나 介護保險과 같은 보험을 필요로 하게 되며, 중

년세대계층은 실버세대로의 이동과정에 있기 때문에 年金保險에 대한 니드가 강

하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신세대 계층은 자녀들의 敎育保險 등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연령별로 다른 소비자들의 보험에 대한 니드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年齡別 市場에 적합한 상품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춘 모

집인이 필요하게 된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종래의 모집인 활동기반 또는 취급상품을 特化하고 당해

시장이나 상품에 관한 지식을 專門化·高度化시켜 소비자의 니드에 세세하게 대

응함으로써 보험판매 및 서비스제공의 향상을 기할 수 있는 特化形 募集人制度

를 도입하고 있는 생명보험회사가 많이 증가하고 있다. 여성인력의 사회진출 확

대로 인한 거주지역의 空洞化 現象에 따라 직역단체에 특화하여 보험상품을 판

매하는 직역특화형 모집인제도가 그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생명보험회사들은 이와 같은 직역별 모집조직 뿐만 아니라 성별, 연

령별, 지역별 및 소득수준별로 保險市場을 더욱 細分化하고, 세분화된 시장에 적

합한 상품에 대한 전문적인 知識을 갖추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特化

型 募集人을 육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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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財務設計士 ((F in an cial Plann er : F P )118)制度의 導入

최근 미국 및 일본에서는 個人金融資産의 증대와 소비자의 金利選好意識에 대

응하기 위하여 생명보험상품의 판매뿐만 아니라 고객의 라이프스타일 등 필요한

정보에 의거하여, 소비자에게 최적 투자포트폴리오의 작성, 세무상담, 상속세대

책 등 포괄적인 생활플랜을 작성하여 분석, 제공하는 財務設計士 (F inancial

Plann er )제도를 도입하는 회사가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미국이나 일본과 같이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인한 개인금융

자산이 증가하고 소비자들의 금리선호의식이 고조됨에 따라, 최근 생존보험시장

및 사망보험시장에 있어서 타금융기관과의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

은 향후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소비자에게 綜合的인 金融關聯情報 및

서비스를 差別化하여 제공하고 전문적으로 분석하는 財務設計士制度의 도입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생명보험회사들은 재무설계사제도의 도입에 대비하여, 모집인에게

保險關聯 敎育뿐만 아니라 金融稅制 및 投資關聯敎育 등과 같은 교육을 실시하

여,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能力과 전문적인 知識을 갖

춘 전문인력을 자체적으로 양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다) 在宅募集人制度의 活性化

在宅募集人制度는 모집인이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가정에서 보험상품을 판매

118) 재무설계사는 개인 및 법인의 金融資産을 綜合的으로 設計하여 관리하는

전문가로서, 미국에는 증권회사, 은행, 생명보험회사가 자체적으로 양성한

財務設計士와 A C(Am erican Colleg e)의 「認定 F in ancial Con sult ant (ChF C)

」, College for F in an cial Plannin g의 「認定 F in ancial Plann er (CF P )」 등

과 같은 자격칭호를 취득한 자, 공인회계사(CPA ), 변호사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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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제도로서, 募集人에 대해서는 회사 출·퇴근에 따른 時間的 負擔을 덜어주

고 육아 등 개인적 사유로 인하여 專業이 불가능한 보험모집인들의 보험모집활

동을 가능하게 하며, 또한 募集人力의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누구나 모집인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보험모집인의 需要를 안정

적으로 確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사정으로 퇴사한 優秀募集人을 다

시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제도이다.

在宅募集人制度는 모집인이 在宅勤務를 통하여 고객의 최근접거리에서 고객의

니드를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각적인 서

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이점을 활용하기 위하여 최근 在宅募集人制度를 도입하고 있는 생명보

험회사들이 증가하고 있다. 작년 6월에 국민생명이 재택모집인조직인 하이테크

팀을 신설하여 생명보험판매를 시작하였으며, 지난 10월에는 코오롱메트생명이

內勤社員의 추천에 의하여 조직된 400여명의 보험모집인을 채용하여 코디설계사

라는 명칭의 재택모집인제도를 도입하여 영업활동에 들어갔다. 또한 중앙생명과

고합뉴욕생명도 재택모집인제도를 도입하여 11월부터 영업을 시작하였다.

나 . 制 度 的 改 善 方 案

1) 生命保險 募集人의 損保商品販賣許容

생명보험상품은 보험기간이 短期인 손해보험상품과는 달리 長期的이라는 특성

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명보험 모집인은 항상 새로운 고객의 확대를 계속 유

지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부분의 生命保險 募集人은 극히 한정적인 緣故

販賣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일정기간후에 緣故販賣基盤이 고갈되었을 경우

에는 모집활동을 중단하고 緣故販賣 이외의 시장에 대한 營業展開를 충분히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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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하지 못한 채 중도에서 탈락하게 된다.

이에 따라 생명보험회사들은 모집인의 교육에 투자한 막대한 費用을 낭비하게

될 뿐만 아니라 기존 보험계약자에 대하여 계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됨으로써, 보험계약자의 保護 및 管理에 커다란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보험계약자들의 생명보험에 대한 인식이 나빠지고 있다.

이와 같은 생명보험상품의 특성에 따른 모집인의 大量脫落을 방지하고 모집인

이 계속해서 募集活動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모집활동에 계속해서

종사할 수 있는 여건 및 기반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서, 현재 생명보험상품만을 판

매하고 있는 생명보험모집인이 손해보험상품도 동시에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募集人 兼營販賣制度의 도입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겸영판매제도는 募集人에게 있어서는 소득이 증가함으로써 안정적인 생활

을 유지할 수 있고, 보험회사에 있어서는 모집인의 생활안정으로 모집인의 大量

脫落이 감소할 뿐만 아니라 損害保險의 販賣組織을 생명보험상품의 판매에 활용

할 수 있기 때문에 모집조직의 확대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생명보험모집인의 손해보험상품 판매는 현재 保險業法에서 규정하고

있는 一社專屬制에 의하여 금지되어 있으므로 이를 허용하기 위해서는 보험업법

의 개정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외국의 경우를 보면, 日本에서는 우리나라와 같이 모집인의 일사전속제를 유

지하고 있지만 例外條項을 두어 子會社나 提携關係에 있는 보험회사의 상품은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고, 美國 뉴욕주에서는 보험agent에 대하여 乘合

制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도 모집인의 大量脫落을 방지하고 專門募集人으로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日本과 같이 일사전속제는 그대로 유지하면

서 생명보험회사과 손해보험회사의 提携에 의한 販賣를 예외적으로 허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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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모집인이 손해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2) 募集人의 營業職員化

우리나라의 생명보험모집은 모집인조직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므

로 생명보험모집인은 지난 40여년 동안 우리나라의 생명보험산업 발전과 생명보

험의 보급에 지대한 貢獻을 하여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생명보험회사가 모집인을 통하여 新契約 誘致競爭을 적극적으로 전개

한 결과, 모집인의 대량증원·대량탈락에 의한 中途退職 및 轉職現象이 발생함

으로써 많은 문제점이 표출되어 왔다. 이러한 모집인의 대량증원·대량탈락으로

인하여 모집인의 質的 水準이 개선되지 아니하고 모집인 專業化가 부진하여 보

험상품의 판매가 감소하고 있다. 또한 女性人力의 사회진출 확대로 인하여 여성

인력을 필요로 하는 산업이 증가함으로써 募集人力을 확보하는데도 어려움이 커

지고 있다.

中途脫落 및 轉職으로 인한 모집인의 대량탈락은 保險契約者 保護에도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을 초래한 주요 원인은 委任契約關係로 인한

모집인의 法的 地位 및 所得의 不安定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생명보험모집인의 대량 중도탈락 및 전직현상을

시정하고 모집인의 專門化를 위해서는 모집인의 법적 지위를 현재의 위임계약관

계에서 雇傭契約關係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모집인의 법적 지위를 雇傭契約關係로 개선하여 모집인의 身分 및 所得의 安

定을 보장하게 되면 보험회사는 우수한 인력을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예상되는 人力難을 해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적정한 優

秀人力을 영업직원으로 채용하여 충분한 교육과 집중적인 관리를 함으로써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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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인력을 육성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로 인하여 소비자들의 募集人에 대한 인식이 개선됨으로써 보험상품

판매의 증가 및 계약유지율의 향상에도 일조를 하게 될 것이다.

현재 일부이기는 하지만 보험모집인을 營業職員으로 채용하고 있는 外國 生命

保險會社의 募集人生産性을 예로 들어 살펴보면, <표6- 1> 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모집인의 생산성이 기존사보다는 낮은 편이지만, 신설사중에서는 가장 높

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더욱이 모집인 생산성의 증가액 및 증가율에 있어서

는 新設社 뿐만 아니라 기존사에 비해서도 월등하게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

다.

<표6- 1> 募集人生産性 比較(收入保險料 基準)

(단위 : 천원, % )

구분
1995 1996.4- 9 증가

모집인당
수입보험료

월평균
수입보험료

모집인당
수입보험료

월평균
수입보험료

증가액 증가율

기존사 107,912 8,993 55,979 9,330 337 3.7
신설사 56,631 4,719 29,410 4,902 143 3.0

전국사 55,791 4,649 29,831 4,972 323 6.9
지방사 55,417 4,618 24,869 4,145 - 473 - 10.2
합작사 61,604 5,134 33,887 5,648 514 10.0
외국사 76,361 6,363 44,694 7,449 1,086 17.1

전 체 90,276 7,523 46,929 7,822 311 4.1

자료 : 보험감독원

또한 생명보험회사의 보험계약 維持率에 대하여 살펴보면, <표6- 2> 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외국 생명보험회사의 13회차 및 25회차 유지율이 신설사중에

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業界平均을 훨씬 상회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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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6- 2> 生命保險會社別 保險契約 維持率 比較

(단위 : % )

구분
13회차 25회차

1992 1993 1994 1995 1996.9 1992 1993 1994 1995 1996.9
기존사 59.5 60.8 63.4 63.3 63.3 41.0 41.9 44.0 48.1 50.4
신설사 45.4 44.9 45.5 40.7 40.7 30.6 30.0 30.5 30.6 29.6

전국사 43.6 43.1 44.7 41.3 41.3 29.9 28.5 29.3 30.5 30.2
지방사 42.7 41.6 38.8 32.7 32.7 27.3 26.3 26.5 24.5 22.6
합작사 51.2 51.3 53.5 47.3 47.3 36.5 35.9 36.3 36.3 35.0
외국사 59.7 59.0 51.5 56.7 56.7 41.7 44.3 41.9 38.0 42.1

전 체 57.2 57.0 58.3 56.9 56.1 39.9 39.9 40.7 43.1 44.6

자료 : 보험감독원

이와 같이 외국 생명보험회사들은 모집인을 雇傭契約關係인 영업직원으로 채

용함으로써 委任契約關係의 모집인을 채용하고 있는 보험회사에 비하여 높은 生

産性과 보험계약 維持率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모집인의 대량증원·대량탈락에 따른 모집인의 질적 수준의 저하 및

募集人 專業化의 부진으로 인한 모집인생산성 하락 등과 같은 현행 모집인조직

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根本的으로 改善하기 위해서는, 모집인의 營業職員으로의

轉換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모집인의 營業職員으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모집인의 근속연수와 계약성적 및

보험지식 등을 기준으로 營業職員이 될 수 있는 要件을 정하여 두고, 선별적으

로 실시해 나가야 할 것이며, 또한 이러한 모집인력의 營業職員化는 장기간에

걸쳐 多角的으로 檢討한 후에 단계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2 . 代理店組織의 改 善方案

1983년에 최초로 도입된 生命保險代理店制度는 생명보험회사의 관심부족으로

시행초기의 기대와는 달리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모집조직이 零細할 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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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판매실적도 아주 미미한 실정이다. 그러나 최근 人件費의 상승과 스카웃

경쟁으로 募集人手當이 높아짐에 따라 생명보험회사의 經營效率이 떨어지고 있

을 뿐 아니라 價格競爭力이 하락하고 있으며, 또한 1998년부터 생명보험에도 保

險仲介人制度가 도입될 예정이므로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生命保險代理店組織

의 育成이 시급한 실정이다.

따라서, 생명보험회사들은 기존의 모집인 조직의 問題點을 보완하고 보험중개

인제도의 도입 등에 對處하기 위한 方案의 하나로서, 생명보험대리점의 육성에

많은 努力과 投資를 하여야 할 것이다.

가 . 優 秀 代 理店 의 確 保

생명보험회사가 대리점을 效率的인 판매조직으로 活用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대리점의 확보가 우선되어야 한다. 優秀代理店을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

로서는 자사의 우수한 募集人을 대리점으로 養成하거나 有力人士를 대리점으로

委囑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즉, 생명보험회사는 현재 일정기간 이상 근무하고 있는 모집인중에서 일정수

준의 能力과 資質을 갖추고 있는 모집인을 선발하고 계속적인 교육과 투자를 통

하여 회사로부터 자립하여 獨自的인 募集活動을 할 수 있는 代理店으로 양성함

으로써 모집인 조직을 보완할 수 있는 효율적인 판매조직을 확보할 수 있을 것

이다. 또한 해당지역의 有力人士를 대리점으로 위촉함으로써 高所得層을 對象으

로 하는 시장을 개척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일정기간 동안 회사의 보조를 받으면서 營業實務를 習得한 후 자사의

대리점으로서 자립할 수 있게 하는 代理店硏修生制度를 보다 확대하여 우수한

대리점을 확보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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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代 理 店 組織 의 自 立 基盤 提 供

생명보험회사가 대리점조직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리점이 自立할 수 있

는 營業基盤을 마련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 한정적인 생명보험시장에서 동일

한 보험계약자를 대상으로 직급조직이나 모집인조직과 경쟁을 하고 있는 대리점

은 상대적으로 販賣人力 및 組織規模가 零細하기 때문에 판매실적이 매우 저조

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생명보험회사는 職給組織의 영업우선방침을 지양하고 생명보험대리

점의 營業領域을 擴大하여 생명보험대리점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

어야 할 것이다.

다 . 手 數 料 支給 體 系 의 改善

생명보험대리점은 모집인조직에 비하여 어느 정도의 독자적인 시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保險期間이 短期인 손해보험상품과는 달리 保險期間이 長期인 생

명보험상품의 특성상 生命保險代理店은 일정시간이 경과한 후에는 판매시장이

고갈되어 新規顧客을 계속 誘致하기 어렵게 되므로, 募集活動을 停止하는 대리

점도 실질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생명보험대리점은 기존 고객에 대

한 계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되므로 보험계약자 보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생명보험대리점의 定着率을 높이고 전문모집조직으로 육성하기 위해

서는 현재 생명보험대리점에 대하여 지급하는 기존의 手數料體系를 改善하여 대

리점이 自立能力을 갖출 때까지 계속적으로 支援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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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 代 理 店 組織 의 大 型 化

우리나라 생명보험대리점을 個人代理店과 法人代理店으로 분류해 보면, 個人

代理店이 전체대리점의 99.6%를 차지함으로써 대리점의 규모가 매우 영세한 실

정이다. 이로 인하여 生命保險代理店은 판매조직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

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대리점을 독자적인 판매조직으로서 육성하기 위해서

는 대리점의 大型化가 매우 시급하다 할 수 있다.

대리점조직은 모집인조직과는 달리 法人化를 통하여 쉽게 專門化, 大型化할

수 있다. 그러나 대리점을 大型化하면 固定經費의 負擔이 상대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생명보험회사들은 대리점의 대형화에 따른 固定經費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대형대리점의 手數料水準을 上向調整 하는 등 대리점의 규모에 따라 수

수료지급을 差等化하는 한편, 사무소 및 사무집기 등의 제공과 管理人力의 支援

을 통하여 대리점의 大型化를 적극적으로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대형대리점에 대하여는 保險證券의 발급 및 교부, 保險金의 지급 및 보

험상담 등과 같은 일련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權限을 대폭 委任하여, 보험회

사의 기능을 일부 담당하게 함으로써 대리점의 운영을 效率的으로 할 수 있게

함은 물론, 보험계약자에 대한 대리점의 信賴度를 제고토록 하여야 할 것이다.

第 2節 새로운 販賣채널의 活性化方案

주요 선진국의 예와 같이 우리나라의 경우도 보험시장이 成熟化되어 갈수록

모집인조직에 의존하는 기존의 판매방식만으로는 市場開拓이 한계에 이르게 되

고 價格競爭力을 유지할 수 없게 되므로, 모집채널의 多樣化와 專門化가 주요

판매전략으로 등장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대안으로서 현재 일부 생명보험회사

가 부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직접판매, 창구판매, 제휴판매 등을 통하여 販賣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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널을 더욱 活性化하는 방안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새로운 판매방식은 販賣費用의 節減을 통한 保險料의 引下로 가격

경쟁력의 향상을 기할 수 있으므로 고객에 대한 서비스 및 便利性을 제고한다면

향후 생명보험회사에 있어서 기존의 판매채널을 補完하는 유력한 판매채널로 발

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생명보험의 새로운 판매채널로서 각광을 받고 있는 직

접판매, 창구판매, 제휴판매의 特徵과 도입시의 留意事項 및 이들 판매채널을 活

性化할 수 있는 方案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1 . 直接販賣

직접판매는 우리나라 생명보험회사들이 기존 모집인조직에 의한 판매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또한 募集채널을 多樣化하기 위하여 가장 一般的으로 利用하

고 있는 판매방식으로, 현재 일부의 생명보험회사들이 郵便, 電話, 인터넷 등의

媒體를 이용한 보험상품판매를 積極的으로 推進하고 있다.

가 . 直 接 販 賣의 特 徵

첫째, 직접판매는 모집인이나 대리점, 중개인 등과 같은 기존의 人的募集組織

을 介入시키지 않고 보험상품을 판매하기 때문에, 인적모집조직에 소요되는 費

用이 節減되어 보험료를 낮출 수 있으므로 價格競爭力을 向上시킬 수 있다.

둘째, 特定 目標市場을 대상으로 集中的으로 보험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

에 特定市場에 대한 진출이 가능하다.

셋째, 顧客의 情報를 효과적으로 管理함으로써, 고객의 유지 및 交叉販賣

(Cross - S elling ) 등에 장기적으로 活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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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보험모집인, 대리점 및 중개인 등의 人的販賣方式에 不適合한 보험상품

의 판매가 가능하다. 또한 이러한 판매방식을 통하여 산간벽지 등 販賣活動이

容易하지 않은 市場에 진입할 수 있다.

다섯째, 직접판매방식을 도입하여 다양한 판매채널을 보유함으로써 多樣化되

고 있는 소비자의 니드에 부응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반하여 直接販賣方式은 판매에 필요한 새로운 시스템, 조직, 데

이터베이스 구축비용 등과 같은 固定費用과 문안작성 및 제작, 매체이용비용 등

과 같은 變動費用 등 인적판매방식에서 발생하지 않는 費用이 發生하고, 사생활

보호 등과 같은 法的 問題도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직접판매는 기존의 판매조직

과의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것도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

나 . 直 接 販 賣채 널 活 性 化를 위 한 考慮 事 項

1) 法的·制度的 考慮事項

전술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현재 電話에 의한 口頭契約 및 인터

넷에 의한 ID입력이나 電子署名만으로는 생명보험계약의 效力이 발생하지 않

기 때문에 直接販賣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에도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電話에 의한 口頭契約만으로는 개인

생명보험과 연금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F AX에 의해서는

保險契約을 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의 생명보험회사들은 F A X를 이용하여

보험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그러므로 , 우리나라도 생명보험상품의 直接販賣를 活性化하여 국민들에게 보

다 저렴하고 편리한 방법으로 보험상품을 보급하고, 또한 생명보험회사의 競爭

力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電子署名이나 F A X서명으로도 보험계약이 체결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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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도록 社會的 合意를 도출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이를 위해서는 ,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체결 직후에 계약내용을 보험계약자에게

송부하고 계약자가 이를 확인하여 自筆署名하게 한 후 다시 회사로 송부하게

하는 등의 制度的인 補完裝置를 마련해야 할 것이며 , 또한 保險監督當局에서는

이러한 방식의 보험계약체결이 가능하도록 關聯制度를 補完·整備해 나가야

할 것이다.

생명보험회사가 직접판매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法的·制度的으로 또 하나

고려해야 할 사항은 顧客情報의 確保 및 活用의 문제이다. 보험회사가 목표시

장에 대한 직접판매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고객정보를 내부에서 자체적으

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활용할 경우에는 문제가 없으나, 외부의 情報提供機

關과 協定을 체결하여 고객관련 정보를 입수할 경우에는 私生活保護法에 抵觸

될 우려가 있다 . 그러므로 보험회사는 외부로부터 고객정보를 입수할 경우에는

현재의 法的 , 倫理的 環境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에 대한 對備策을 講究한 후에

고객정보를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2) 經營內的 考慮事項

생명보험회사가 직접판매방식의 도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內部的으로 고

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 特定目標市場의 選定

직접판매방식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보험회사는 먼저 직접판매방식에 의하여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消費者階層을 파악하고, 그 계층을 대상으로 市場調

査를 실시하여 특성별로 시장을 세분한 후, 市場細分化를 바탕으로 자사의 상품

- 335 -



을 구입할 가능성이 높은 目標市場을 選定해야 한다.

나 ) 顧客情報의 確保 및 管理

전술한 바와 같이 보험회사가 선정된 目標市場에 직접판매를 실시하기 위해

서는 목표시장의 顧客情報를 확보해야 한다 . 고객정보을 확보하는 방법에는,

기존계약자에 대한 정보를 활용하거나 說問調査 등을 통하여 소비자들의 정보

자료를 입수하는 內部情報 확보방법과 카드회사나 은행 , 백화점 등과 협정을

체결하여 고객관련정보를 입수하는 外部資料 확보방법이 있다 .

前者는 사생활보호법에 저촉될 우려가 없고 고객정보를 長期間에 걸쳐 獨占

的으로 이용할 수 있으나 정보자료관리에 많은 費用이 소요되고 , 後者는 전술

한 바와 같이 個人의 私生活 侵害問題가 야기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또한 외부자료의 확보에 소요되는 費用과 活用價値 등에 대

한 검토가 필요하다 .

다 ) 直接販賣商品의 開發

현재 생명보험상품은 給付內容에 따라 생존보험, 생사혼합보험 , 사망보험 등

으로 나누어지고, 상품별로 세분하면 수백 가지에 달하고 있는데 , 현재의 상품

개발 추세로 보아 향후에는 그 종류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直接販賣에 적합한 상품은 고객의 니드가 다양한 家計性

保險, 간단한 상품 , 價格割引效果가 큰 상품 , 逆選擇이 적은 상품 , 人的販賣에

不適合한 상품 등이다 . 그러므로 보험회사들은 직접판매방식에 적합한 상품을

개발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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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 直接販賣媒體의 選定

일반적으로 생명보험회사가 보험상품의 직접판매에 활용할 수 있는 販賣媒

體로는 , 우편 , 전화, 인터넷, 印刷媒體 및 放送媒體 등이 있으며 , 이러한 매체는

향후 더욱 다양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생명보험회사들은 각 媒體의 長

短點과 目標市場의 特性을 비교 검토하고 매체이용에 따른 費用效果를 分析하

여야 할 뿐만 아니라, 법적ㆍ제도적인 規制環境을 면밀히 검토하여 가장 적합

한 直接販賣媒體를 選定토록 하여야 할 것이다.

2 . 窓口販賣

창구판매는 현재 우리나라의 일부 대형 생명보험회사에서 실시하고 있으나,

그 실적은 아주 미미하다. 그러나 최근 소비자들의 保險에 대한 認識提高로 보

험상품을 自發的으로 購入하는 소비자들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保險販賣窓口를

많이 설치하여 소비자들에게 보다 쉽게 보험상품을 구입할 수 있게 하고, 다양

한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면, 窓口販賣方式도 향후 생명보험회사

의 중요한 판매채널로서 定着할 수 있을 것이다.

가 . 窓 口 販 賣의 特 徵

첫째, 內店型店鋪는 계약의 체결뿐만 아니라 보험료수납, 대출상담 및 대출상

환 등을 통해 고객에게 複合的인 서비스와 便宜를 提供할 수 있다.

둘째, 모집인, 대리점, 중개인 등에게 지급되는 手當이나 手數料가 節減되기

때문에 保險料의 引下를 가능하게 한다.

셋째, 핵가족화의 진전과 주부의 사회진출 증가에 따른 주택가의 空洞化 現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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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인한 訪問販賣의 문제점을 補完할 수 있다.

나 . 窓 口 販 賣채 널 活 性 化를 위 한 考慮 事 項

생명보험회사들이 窓口販賣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먼저 目標市場을 選定해야

할 것이다. 旣存契約者를 대상으로 할 것이지, 새로운 고객을 대상으로 할 것인

지 또는 백화점이나 슈퍼마켓을 이용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를 먼저 선

정해야 하며, 또한 어떤 年齡層을 對象으로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目標市場이 결정되면 보험회사는 창구를 설치할 場所를 選定하여야 한다. 기

존계약자를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보험회사의 점포 내에 保險販賣窓口를 설치해

야 할 것이며, 백화점이나 슈퍼마켓의 顧客을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백화점이나

슈퍼마켓에 판매창구를 설치해야 할 것이고, 또한 새로운 고객을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內店型 新型店鋪를 설치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百貨店에 판매창구

를 설치할 경우에는, 실버세대, 중년세대, 신세대 등 年齡別로 이용하는 백화점

이 다를 뿐만 아니라, 所得階層別로도 이용하는 백화점이 다르므로 目標市場에

적합한 백화점을 선택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보험회사가 窓口販賣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보험판매창구에 고객의

接近이 容易한지의 여부와 창구설치에 따르는 費用과 效果를 면밀하게 분석해야

할 뿐만 아니라, 창구판매에 적합한 保險商品도 開發해야 할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의 생명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아닌 일반인에 대해서도 貸出

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으므로, 보험회사의 貸出을 원하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窓口販賣를 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보험회사들이 貸出業務를 본격화하면 보험회사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고

객들의 영업창구방문이 빈번해 질 것이므로, 보험회사들은 현재 貸出業務를 담

당하고 있는 營業店鋪를 은행과 같이 支店化하고 대출창구를 高級化하여 고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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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이용을 편리하게 하는 한편, 대출창구 내에 保險販賣窓口를 설치하여 대출은

물론이고 고객들에게 생명보험상품 판매 및 稅務相談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써 새로운 고객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3 . 提携販賣

업무제휴에 의한 보험상품판매는 은행, 신용카드회사, 손해보험회사 등의 他業

界의 旣存顧客과 流通網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되는 미래의 판매방식

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보험업법에 의하여 금융기관에

의한 보험상품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보험업법시행규칙 제47조의2(기타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등 불공정한

보험모집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자) 제2항에서는 은행·증권회사·종합금융회사

·투자신탁회사·단기금융회사·상호신용금고 및 시설대여회사 등 金融業務를

주로 영위하는 기관은 保險代理店의 登錄을 신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 보험업법하에서는 金融機關과의 提携에 의한 보험상품의 판매가 불

가능한 실정이다.

그러나, 외국에서는 생명보험회사들이 銀行 등의 금융기관과 販賣提携를 맺거

나 共同商品을 開發하는 방법으로 보험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

려해볼 때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장래에는 金融機關과의 提携에 의한 보험상품판

매가 許容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생명보험회사들은 이러한 상황에 대비

하여 銀行 등의 금융기관과의 業務提携를 통한 보험상품판매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가 . 提 携 販 賣의 特 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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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휴판매는 생명보험회사가 판매제휴를 맺고 있는 金融機關 등의 旣存顧客을

대상으로, 提携會社의 막강한 販賣力을 이용하여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기 때

문에 새로운 고객시장에 용이하게 진출할 수 있으며, 또한 제휴하고 있는 회사

로부터 고객에 대한 紹介 및 顧客關聯 情報를 제공받아 보험상품판매에 活用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나 . 提 携 販 賣導 入 時 의 考慮 事 項

제휴판매의 형태 중에서 특히 銀行과의 提携販賣는 은행의 고객을 대상으로

보험상품을 판매함으로써 中産層 顧客市場의 創出을 가능하게 하는 장점도 있으

나, 생명보험모집인 등의 기존 모집조직의 收益을 壓迫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

니라, 장기적으로는 은행이 보험상품의 代理販賣를 발판으로 보험회사의 노하우

를 습득한 후 子會社를 통하여 保險市場에 進出할 우려가 있다.

이와 같이 은행이 保險子會社를 통하여 보험시장에 진출하게 되면 銀行이 현

재 다량으로 확보하고 있는 優良顧客을 대상으로 우수한 販賣網을 이용하여 보

험상품을 판매하게 될 것이므로 보험시장을 크게 잠식할 우려가 있다. 또한 외

국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소비자들은 은행의 信用度와 便利性 때문에 보험회

사보다 은행에서 생명보험상품을 구입하는 것을 더 選好하고 있으므로, 우리나

라에서도 은행의 보험상품판매가 허용될 경우 생명보험회사는 상당한 타격을 받

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생명보험회사들은 은행과의 提携販賣를 고려함에 있어서 이러한 문

제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은행의 保險子會社를 통한

보험시장진출이 허용될 것에 대비하여서도 사전에 대응책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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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保險仲介人制 度

전술한 바와 같이 保險仲介人制度가 도입되면 우리나라의 생명보험산업은 모

집체제 뿐만 아니라 감독상에 있어서도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를

내포하고 있는 반면에,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모집제도 및 모집조직의 새로운 發

展的 契機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생명보험회사 및 보험감독당국은

보험중개인제도의 도입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즉, 생명보험분야에 保險仲介人制度가 도입되면 새로운 모집조직의 도입으로

인하여, 보험계약의 不安定性이 다소 증가하고 모집인의 移動으로 인하여 기존

모집조직에 동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변화하는 환경에 능동적이고 效

率的으로 대처할 경우에는 오히려 保險價格의 算定이나 상품개발, 언더라이팅,

販賣戰略 등을 先進化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생명보

험회사들은 保險仲介人을 포함한 각 모집조직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판

매전략을 조속히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보험중개인의 不當行爲는 보험계약자뿐만 아니라 보험회사에도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한 보험시장의 混亂을 방지하고 보험계약자

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보험중개인에 대한 감독이 매우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보험감독당국은 보험중개인을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뿐만 아니라, 보험중개인에 대한 정보를

보험계약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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