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第 7章 結 論

그 동안 우리나라의 생명보험산업은 外形爲主의 營業戰略을 경쟁적으로 推進

한 결과 눈부신 성장을 이룩하였으며, 이러한 양적 팽창으로 인하여 대량의 運

用資金을 保有하게 됨에 따라 대출을 통한 金融仲介機能과 주식시장에서의 機關

投資家로서의 역할 및 채권시장에서의 長期資金供給者로서의 역할을 수행함으로

써 자금의 효율적 배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생명보험산업은 募集人中心의 營業組織을 기반으로 하는

외형위주의 성장전략으로 인하여, 모집인의 대량도입·대량탈락의 惡循環과 과

당 스카웃경쟁이 지속됨에 따라 健全한 募集秩序가 정착되지 못하고 있으며, 또

한 모집인의 생산성이 저하되면서 價格競爭力과 經營效率이 떨어지는 構造的인

問題點을 안게 되었다.

한편, 최근의 국내보험산업은 市場開放을 통한 競爭原理의 導入과 金融自由化

의 추진으로 새로운 競爭時代를 맞이하게 되었다. 즉 보험회사의 新設과 외국보

험회사의 國內進出 許容으로 보험회사간의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

데, 금융산업의 業務領域 規制가 완화됨에 따라 금융기관간의 市場占有競爭이

격화되게 되었다. 더욱이 최근에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金融産業의 構造改編

으로 인하여 금후 生命保險市場의 周邊環境은 더욱 급속도로 변화될 것으로 예

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보험산업은 競爭力 提高와 自律性 確保를 목표로 보험

시장의 構造 및 각종 保險關聯制度의 先進化를 추진하여야 할 단계에 이르렀으

며, 특히 이 같은 금융시장의 환경변화로 인하여 보험회사의 마케팅활동의 중요

성이 날로 높아져 가고 있기 때문에 선진화되고 경쟁력 있는 보험판매체제의 확

립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모집조직의 效率化 및 多樣化를 통한 生産性 增大가 절실히 요망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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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므로, 이를 위해서는 모집인의 選別導入과 手當支給體制의 개선을 통하여

모집인의 정착율을 높이는 동시에 모집인 敎育制度의 개선을 통하여 專門知識을

갖춘 모집인을 집중 육성하는 등 소비자에게 良質의 서비스제공과 모집인의 생

산성 제고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연령별, 성별, 지역별, 소득계층별로 세분화되어 가고 있는 소비자의 다

양한 니드에 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모집인의 活動基盤 및 取扱商品을 差別

化할 수 있는 特化型 募集人組織의 확대와 소비자들에게 綜合的인 金融關聯情報

및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財務設計士制度 도입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優秀募集人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면서 事業費를 節減할 수 있는 在宅

募集人制度를 활성화하여 주거지역 밀착형 모집조직으로 육성하는 등 모집인조

직의 細分化 및 專門化의 추진도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생명보험모집인에 대한 損害保險商品의 販賣許容과 모집

인의 營業職員化를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모집인의 所得 및 身分上의 안정을 보

장함으로써, 우수한 모집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아직까지 규모가 零細하고 생명보험 모집조직으로서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生命保險代理店組織에 대해서는 규모에 따른 수수료지급의 差等化

와 각종 支援을 통하여 大型化를 誘導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大型代理店에 대

해서는 保險關聯業務를 대폭 委任하여 대리점 운영의 效率化와 보험계약자에 대

한 信賴度를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自社의 優秀募集人에 대

한 계속적인 교육과 투자를 통하여 대리점을 自體的으로 養成함으로써 우수대리

점을 확보해 나가는 동시에, 新設代理店에 대한 手數料支給體制를 개선함으로써

대리점조직이 自立할 수 있는 基盤을 제공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1997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될 保險仲介人制度에 대비하여 자사의 우수

모집인이 보험중개인으로 獨立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계속적인 情報提

供 및 交流를 통하여 보험중개인을 자사의 모집조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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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련하는 등 보험중개인제도의 도입에 能動的으로 對處함으로써 保險販賣戰略

및 販賣技術의 先進化를 이룩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기존모집조직의 改善 및 再整備를 통한 경쟁력의 강화 뿐만 아니

라, 事業費를 最小化하여 가격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多樣化되어 가고 있

는 소비자의 니드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直接販賣, 窓口販賣, 提携販賣 등과 같

은 비용절약형의 새로운 판매방식을 도입하여 판매채널을 多樣化시켜 나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보험중개인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保險監督當局에서는, 보험중개인제도

의 도입으로 생명보험산업의 募集體制 뿐만 아니라 監督上으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를 내포하고 있는 반면에,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募集制度

및 募集組織의 새로운 發展的 契機가 될 수도 있으므로,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

의 보험시장의 구조 및 모집관련제도를 先進化해 나가야 할 것이다. 게다가 보

험중개인의 不當行爲는 보험계약자나 보험회사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보험시장의 混亂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보험중개인에 대한 監

督을 엄격히 하여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것이다.

經濟的 制度로서의 보험은, 비슷한 위험에 처해 있는 多數의 經濟主體가 모여

일정한 수준 이상의 危險團體가 형성되지 않고는 성립될 수 없다. 즉 보험은 많

은 가입자의 결합을 전제로 하는 大數의 法則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

서 보험회사의 영업활동은 募集組織의 販賣活動을 통하여 많은 계약자를 확보하

여야 한다.

그러나, 보험상품은 미래의 不確實한 危險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서 현재에

있어서는 潛在的인 效用만을 갖는 동시에 無形商品이라는 特性 때문에 소비자의

自發的인 購買를 기대하기가 어려운 상품이다. 따라서 보험상품의 판매를 위해

서는 광고와 홍보를 통하여 보험에 대한 情報를 소비자에게 계속적으로 공급하

는 한편, 다양한 販賣活動과 技法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가까이 접근하여 보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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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성을 인식시키고 보험상품의 購買欲求를 誘發 또는 促進시켜야 하는 것이

다. 이처럼 보험기업에 있어서의 마케팅의 특성은 보험제도 자체의 固有의 屬性

과 보험상품이 갖는 特性에서 비롯되는 것으로서 보험영업은 일반 영리기업의

영업방식과는 다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한편 최근의 보험회사는 大規模化·國際化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보험산업도

世界化 戰略에 의한 경영관리가 요청됨에 따라 보험회사의 영업활동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져 가고 있다. 더욱이 이러한 經濟的 環境의 변화는 선진국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보험산업에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발전도상국의 경우는

강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또한 社會的 環境變化 역시 보

험모집제도에 間接的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처럼 경제 및 사회환경의 변화는 보험회사의 조직에도 반영되고 모집제도

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에서 오늘날의 보험모집제도 및 조직은, 현재의

시장변화속도와 미래의 환경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지금까지와는 전

혀 차원이 다른 새로운 금융환경에 알맞은 經營戰略을 통하여 경쟁력을 높여 가

는 동시에 이러한 周邊環境의 變化에 효율적으로 부응할 수 있는 영업전략을 구

사하면서 사업영역을 넓혀가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國民所得의 증가와 老齡化 社會의 진전 등으로 生命保險産業의 成

長 可能性은 아직도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시장의 이러한 潛在的 성장 가

능성이 개별 보험회사의 성장과 직결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周邊環境의

변화에 걸맞은 經營戰略이 능동적으로 추진되는 동시에 보험계약자에 대한 양질

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體制가 確立될 때만이 시장의 성장이 會社의 成長

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생명보험산업이 당면하고 있는 시급한 과

제는 외형위주의 성장전략도 중요하겠지만, 이에 수반하여 募集體系의 再整備를

통하여 經營의 內實化를 도모함으로써 財務的 健全性을 확보할 수 있는 質的 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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長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생명보험산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

한 모집체계를 內實成長과 質的經營에 맞도록 개선하고 多樣化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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