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부 기초연구

Ⅰ. 보험업에 대한 공정거래법의 집행면제

1. 적용면제의 유형

공정거래법의 적용면제는 크게 두 갈래로 존재한다. 

하나는 공정거래법 그 자체의 명문규정에 의하는 적용면제의 유형이다. 이 유형은 

공정거래법 제12장의 적용제외 규정, 즉 제58조, 제59조, 제60조의 규정에 따른 일괄 

적용제외와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행태와 관련된 개별조항, 예컨대 기업결합이나 

카르텔금지에 관한 공정거래법 제7조나 제19조에서 당해 규정의 집행과 관련하여 허

용한 금지의 예외사유를 두는 경우로 다시 나누어진다. 

두 번째는 공정거래법과 대등한 효력을 가지는 별개의 단행법률에서 공정거래법

의 적용을 전면적으로 혹은 공정거래법의 일부조항에 대해 명시적으로 그 적용을 유

보하거나(명시적 적용제외) 혹은 공정거래법과 내용상 충돌되는 조항을 규정함으로

써 해석을 통해 공정거래법의 적용이 면제되는 경우(묵시적 적용제외 혹은 해석에 

의한 적용제외)가 있다. 다른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적용을 유보하는 대표적 예는 농

업협동조합법 제12조 제8항, 제9항이 대표적이다. 즉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

사가 수행하는 사업 중 농업협동조합을 위한 구매나 판매행위 등에 대해 부당공동행

위나 부당지원행위에 관한 공정거래법 제19조와 제23조의 적용을 명문으로 제외하

고 있는 것이다.

규제산업, 즉 전기, 가스 등 에너지산업, 통신방송사업, 보험금융업 등에 대해서는 

주무관청의 해당 분야에 대한 시장간섭과 규제가 강고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산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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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영업규제법이 대거 제정되어 있다. 이들 분야는 공정거래법의 적용대상에서 전

면적으로 제외되어야 하고, 이러한 분야에 대한 공정거래법의 적용은 이중규제 혹은 

옥상옥의 규제라는 오래된 견해가 더러 남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분야별 규제

(Sector specific regulation)가 독점금지법의 적용을 포괄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공정거래법은 일반 경쟁정책을 담고 있는 것으로서 분야별 규제와는 그 성

격이 다르다. 그리고 해당 규제당국의 영업허가나 인가가 당해 사업활동에 대한 공

정거래법의 전면적 적용제를 묵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14) 

물론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전면적으로 배제하는 공적독점 체제가 부분적으로 남

아 있다. 예컨대, 신서의 송달 등의 우편사업이나 우편환 업무 등은 우편법이나 우편

환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독점하며 정통부장관이 이를 관장하도록 되어 있다(우

편법 제2조). 우편사업 등의 공적독점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의 적용 여지가 없고, 

오히려 국가의 사업독점권을 침해한 자는 형사처벌을 받는다(우편법 제46조). 그러

나 1990년대 말 홍삼의 제조, 가공 등 종래 공적독점으로 분류되던 상당수의 사업들

이 민영화되었고, 인삼사업법과 한국담배인삼공사법 등은 폐지되었다. 담배사업법

은 존치되어 있으나, 담배제조업에 대한 진입제한도 완화되어 담배의 제조와 판매 분

야도 시장화의 길을 가고 있다(동법 제11조).

이하 공정거래법 제58조 소정의 일괄 적용제외, 즉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를 이 

보고서의 목적범위 내에서 간략하게 검토한다.

2. 공정거래법 제58조의 일괄 적용제외

가.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8조는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동법의 적용을 일괄적으로 면제하는데, 이것이 소위 

14) 정호열(2016), 경제법 제5판, 박영사, pp. 7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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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이다. 동조는 “이 법의 규정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다른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는 공정거

래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행위는 

정당한 행위로 당해 행위의 위법성이 일괄적으로 조각된다. 

나. 정당한 행위의 두 갈래

법률에 따른 정당한 행위는 크게 두 갈래다. 

하나는 법률 그 자체의 규정에 직접 의거한 사업자들의 행위이다. 예컨대 농업협

동조합법 제12조 제8항, 제9항에 따라서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가 농업협동

조합을 위해 구매하거나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부당공동행위나 부당지원행위에 

관한 공정거래법 제19조와 제23조의 집행이 배제되는 것이다. 또한 보험업법 제125

조에 따라 보험회사들이 금융위의 인가를 얻은 상호협정을 체결하는 행위와 이 협정

을 실행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공정거래법 제19조의 적용이 묵시적으로 유보되는 것

이다. 

다른 하나는 법률에 근거하여 행정관청이 행한 명령에 따라 행하는 사업자들의 행

위이다. 여기의 ‘법률에 의한 명령’에 시행규칙 등 법규명령이 해당된다는 점에 대해

서는 이견이 없으나, 행정관청의 개별적 행정행위 내지 구체적 행정처분도 여기에 포

함되는지 여부가 논란이 된다.15) 법령에 근거를 둔 행정관청의 처분에는 처분의 대

상인 사업자를 규범적으로 구속하는 힘이 있고, 따라서 주무관청의 처분에 따른 사업

자의 행위는 의당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실제 법제상으

로도 보험업법 제125조 제2항에서 금융위는 보험회사에 대해 상호협정의 체결을 명

하거나 협정체제에 가담하도록 명할 수 있음을 정하는 바, 이 명령에 따른 상호협정 

체결행위 그리고 협정을 실행하는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 제19조를 적용할 수는 없

다. 법령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은 적법한 것이고, 보험사업자들은 이 명령에 규

범적으로 구속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업자들이 행정지도에 따른 행위의 경우는 사

15) 개별적 행정처분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견해로는, 이호영(2015), 독점규제법 제5판, pp.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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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 다르고, 당해 지도의 사실상의 구속력으로 인해 해당 사업자의 책임이 전면적으

로 혹은 부문적으로 조각될 수 있다.16)

다. 정당성의 판단기준

공정거래법 제58조는 법령에 따른 사업자의 ‘정당한’ 행위에 한해 공정거래법의 집

행을 면제한다. 여기에서 당해 행위의 정당성을 다른 법률의 전반적 취지와 특례의 

내용에 따라 평가할 것인가 혹은 공정거래법의 관점에서 해당 행위의 정당성을 판단

할 것인지 여부가 논란된다. 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는 

견해와17) 다른 법률, 예컨대 농업협동조합법 제12조나 보험업법 제125조의 규정과 

취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견해18)로 나뉜다. 전자는 다른 법률에 의거한 경우라

도 경쟁제한성이 있다면 공정거래법 제58조에서 정한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다는 것이고, 후자는 다른 법률 또는 이에 의거한 명령에 따른 사업자의 행위가 그것

이 비록 경쟁제한적 속성을 가지더라도 공정거래법에 따른 위법성 판단을 유보하고 

예외를 허용하는 것이 공정거래법 제58조의 취지라고 풀이하는 것이다.

경쟁제한적 행위를 가능한 한 금지하고 적용면제를 최소화하는 것은 물론 바람직

한 일이다. 그러나 다른 법률에서 공정거래법과 내용적으로 충돌하는 규정을 의도적

으로 도입하고 또 사업자들이 이에 따라 행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의 관점에서 

당해 행위의 정당성을 전면적으로 심사한다는 것은 제정법에 의한 적용제외를 사실

상 부인하는 것이다. 또 공정거래법을 다른 법률보다 우위에 놓는 것으로서 우리나

라 헌법이 정하는 규범적 질서에 배치된다. 물론 다른 법률이 정하는 예외의 허용범

위에 대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로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

16) 정호열(2016), 경제법 제5판, pp. 81~89; 서울고판 1992. 1. 29, 91구2030; 대판 2009. 

7. 9, 2002두26117.

17) 권오승(2008), 경제법 제6판, 법문사, pp. 134~135; 이호영(2011), 독점규제법 제3판, 

홍문사, pp. 25~26. 최근 문헌을 살펴보면, 정당성을 공정거래법의 관점에서 평가해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주장하는 견해가 사라지고 있음.

18) 정호열(2016), 경제법 제5판, pp. 82~83; 신동권(2016), 독점규제법 제2판, 박영사, 

pp. 11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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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또 이는 당연한 요청이라고 하겠다.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 판례는 없으나, 대판 2006. 11. 23 2004두8323는 간접적

으로 이 문제를 언급하고 있다. 이 판결이 어느 견해에 따랐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논

란의 여지가 있으나, 이 판결문의 문언과 취지를 전체적으로 살펴 볼 때 이 판결은 다

른 법률에 의거한 정당성판단을 시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3. 보험업법 제125조의 경쟁법적 의미

가. 제정법상의 제외, 묵시적 적용제외

보험업법 제125조는 보험회사 사이의 상호협정을 규제하는 조항으로서, 동조에 

따라 보험회사들이 상호협정을 체결하는 행위 그리고 체결된 협정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의 적용이 전면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특히 경쟁제한적인 

카르텔을 금지하는 동법 제19조의 적용이 유보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정하는 바가 없다.

그러나 독일이나 일본의 보험업법 유사 제도나 미국의 맥캐런-퍼거슨법 소정의 특

례는 독점금지법의 적용제외 차원에서 다루어 왔고, 우리나라의 학설도 보험업법 제

125조에 대해 공정거래법 집행의 예외를 허용하는 제정법상의 적용면제로 풀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보험업법 제125조는 농업협동조합법 제12조처럼 공정거래법

의 집행을 유보하는 명문규정을 두지 않으므로, 소위 묵시적 적용면제 혹은 해석에 

의한 적용면제의 범주에 속하게 된다. 

나. 공정거래법 제19조 집행면제

적용면제의 범위에 대해 살펴보면, 보험업법 제125조 소정의 상호협정에 대해 공

정거래법 제19조의 적용을 면제할 뿐 단독행위나 기업결합제한에 관한 공정거래법 

다른 법리의 적용을 전부면제하는 것으로 풀이하는 견해는 국내외적으로 존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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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한다. 그러므로 보험업법 제125조 소정의 상호협정 체결행위나 이에 따른 보험

회사의 협정준수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의 전면적 적용면제가 아니라, 부당공동행

위 금지에 관한 공정거래법 제19조의 집행이 면제될 뿐이다.

다. 제정법상의 적용면제와 공정거래법 제58조의 견련

공정거래법 이 외의 다른 법률에 공정거래법의 내용과 상충되는 규정이 있고 이 

규정에 따른 사업자들의 행위에 대해 우리나라 공정거래법 제58조는 이를 법령에 따

른 정당한 행위로서 동법 집행과 관련하여 적용제외의 특례를 허용한다.

셔먼법을 비롯한 미국의 연방 독점금지법이나 독일 경쟁제한금지법, 유럽연합 경

쟁법(TFEU 제101조 이하)에서는 우리나라 공정거래법 제58조와 같은 규정이 없고, 

일본 공정거래법도 과거 존재하던 이 조항을 삭제한 바 있다. 즉 공정거래법 제58조

는 사실상 불필요한 조문으로서 주요국 중 이러한 입법을 가지는 것은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그러나 공정거래법 제58조는 다른 법률에 의한 적용제외를 공정거래법상의 제도

로 받아들이므로,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법률 그 자체의 효력에 의한 명시적 혹은 묵

시적 적용제외의 여지는 존재하지 않는다.19) 다른 법률에서 공정거래법과 내용적으

로 충돌되는 조항을 둘 경우, 이 조항은 공정거래법 제58조 소정의 법리를 거쳐 동법 

전부 혹은 일부의 적용면제가 허용되는 구조가 되는 것이다.

라. 적용제외 여부는 개별적으로 또 제한적으로 판단

공정거래법 제58조는 ‘다른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행하는 모든 행

19) 제정법에 의한 명시적 적용제외의 경우는 공정거래법 제58조를 원용할 필요가 없고, 다

른 법률에서 공정거래법의 내용과 상충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공정거래법의 적용배제

에 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만 공정거래법 제58조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을 수 있음. 이러한 입론에 의한다면, 제정법상의 적용제외 중 묵시적 

적용제외에 한해 공정거래법 제58조가 적용되고 명시적 적용제외는 그 자체의 효력에 

의해 공정거래법의 집행이 전면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면제되는 결과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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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가 아니라 ‘다른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에 한

해 적용제외의 특례를 허용한다. 이 정당성의 판단기준을 공정거래법이 아니라 그 

다른 법률의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해야 적용제외의 취지가 살아난다는 것은 이미 

언급한 바 있다. 

이 규정과 관련하여 정당화사유를 폭넓게 인정할 것이 아니라 엄격하게 제한하여야 

한다는 것은 확립된 판례이다. 즉 고도의 공적 규제가 필요한 특수한 사업, 즉 전형적

인 규제산업 분야에서 경쟁을 제한하거나 자유경쟁에 예외를 허용하는 구체적인 법 규

정이 있고, 이 규정에 따른 필요한 최소한의 행위에 한해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이 정

당화사유와 관련하여 대법원이 거듭 되풀이하고 있는 전형적인 수사(修辭)이다.20)

이러한 견지에서 보험업법 제125조 소정의 상호협정을 원용하여 이루어진 손해보

험회사들의 긴급서비스 제공중단과 관련하여 이들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의 적용

면제를 부인하고 동법 제19조 소정의 부당공동행위로서 금지의 대상이라고 판단한 

것이 바로 대판 2006. 11. 23 2004두8323이다. 이 판결은 상호협약과 동 세부적용기

준에 의거하여 대한손해보험협회와 손해보험회사들이 자동차보험 계약자들에게 무

상으로 제공하던 긴급출동 서비스의 하나인 ‘기타 응급조치’ 서비스를 폐지하기로 합

의한 것은 부당한 공동행위로서, 공정거래법 제58조에서 정한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여기에서 보험업법 제125조의 소정의 ‘업무’에 대해 이를 만연하게 보험회사의 모

든 업무로 풀이하는 것은 공정거래법 제58조의 운용과 관련된 대법원의 확립된 태도

에 배치될 개연성이 매우 높고, 이를 보험업 고유의 속성인 위험의 집적, 분산과 관련

한 업무로 제한하는 등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금융위원회의 

인가에 있어 협정의 내용이 보험회사 간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지 여부, 보험계약

자의 이익을 침해하는지 여부 등을 심사하는 실무도 보험업 고유의 속성을 전제로 

할 때 실천적 의미를 지니게 될 것이다.

20) 대판 1997. 5. 16 96누150; 대판 2005. 8. 19 2003두9251; 대판 2006. 11. 23 2004두

8323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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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대판 2006. 11. 23 2004두8323(발췌)

1) 무료 긴급출동 서비스의 ‘거래조건’ 해당 여부에 대하여

원심은,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 손해보험회

사들이 자동차보험 계약자들에게 무료로 제공하던 긴급출동 서비스(오일 보충, 라디

에이터캡 교환, 전조등 및 브레이크등 교환, 윈도브러쉬 교환, 휴즈 교환, 팬벨트 교

환, 엔진 과열 응급조치 등을 포함하는 ‘기타 응급조치’ 서비스와 긴급견인, 비상급유, 

배터리 충전, 타이어 교체, 잠금장치 해제를 포함하는 ‘5개 주요 긴급출동’ 서비스를 

합한 것을 말하고, 이하 같음)는 대부분의 차종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 및 책임보

험에 가입한 모든 계약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점, 서비스 내용이 사고발생의 예방이라

는 측면에서 자동차손해보험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점, 소비자들이 긴급출동 

서비스를 보험사업자의 보험계약자에 대한 거래조건으로 인식하고 있는 점, 위 서비

스의 운영이 손해보험회사 재산운영의 안전성·수익성·유동성 및 공공성에 반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무료 긴급출동 서비스는 자동차손해보험 사업자

가 자동차손해보험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자동차손해보험에 있어서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함) 제19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거래조건’에 해당하고, 위 서비스가 보

험약관이나 사업방법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을 유인

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만으로 이를 구 보험업법(2003. 5. 29 법률 제689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6조 제1항 제4호에서 금지하는 ‘특별이익 제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

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거래조건’, ‘특별이익 

제공’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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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타 응급조치’ 서비스 폐지 부분에 대하여

법 제58조는 “이 법의 규정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다른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

하고 있는바, 위 조항에서 말하는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행하는 정

당한 행위’라 함은 당해 사업의 특수성으로 경쟁제한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사업 

또는 인가제 등에 의하여 사업자의 독점적 지위가 보장되는 반면, 공공성의 관점에서 

고도의 공적 규제가 필요한 사업 등에 있어서 자유경쟁의 예외를 구체적으로 인정하

고 있는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의 범위 내에서 행하는 필요·최소한의 행위

를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누150 판결, 2005. 8. 19 선고 2003두

9251 판결 참조). 

원심은,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 대한손해보

험협회(이하 ‘손해보험협회’라 함)와 그 구성원인 원고 손해보험회사들이 1997. 11. 

25 제3차 공정경쟁질서확립대책위원회 및 사장단회의에서 위 긴급출동 서비스 중에

서 1998. 1. 1 신규계약분부터 자동차종합보험, 장기보험의 5개 주요 긴급출동 서비

스를 제외한 ‘기타 응급조치’ 서비스를 전면 폐지하기로 합의한 것은 상품의 거래조

건에 관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로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

단하고, 한편 무료 긴급출동 서비스가 위 보험업법 제156조 제1항 제4호에서 금지하

는 특별이익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무료 긴급출동 서비스의 하나인 ‘기타 응급

조치’ 서비스를 폐지한 행위가 위법행위를 시정하기 위하여 행한 행위로 볼 수 없고, 

보험감독원장은 1997. 9. 19 원고 손해보험협회에 업계자율로 보험계약자 서비스와 

특별이익 제공행위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것이지 

구 보험업법(1998. 1. 13 법률 제55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1조에 기하여 무료 

긴급출동 서비스가 특별이익 제공에 해당하여 폐지하도록 명령하거나 행정지도를 

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들의 ‘기타 응급조치’ 서비스 폐지 합의가 법 제58조에 의한 ‘사

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다른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보고, 나아가 위 보험업법 제17조가 보험사업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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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그 사업에 관한 공동행위를 하기 위한 상호협정을 허용한 취지는 보험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건전한 보험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므로 위 상호협정

의 특별이익 제공금지에 관한 세부적용기준에 의거한 공동행위라 하더라도 이러한 

보험업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공동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

의 ‘기타 응급조치’ 서비스 폐지의 합의가 특별이익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 보험계약

의 거래조건에 관한 것으로서 자동차손해보험의 거래조건에 관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이상 위 보험업법 제17조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법 제58

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 관계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

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위 보험업법 제17조 및 제181조, 법 제58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5개 주요 긴급출동 서비스 폐지 및 유료화 부분에 대하여

가.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 추정 여부

원심은,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 손해보험회

사들이 무료로 제공하던 5개 주요 긴급출동 서비스 중 긴급견인 및 비상급유 서비스

를 2000. 11. 1 부터 2001. 3. 1 사이에, 나머지 배터리 충전, 타이어 교체, 잠금장치 

해제 서비스를 2001. 4. 1 부터 2001. 10. 1 사이에 순차적으로 폐지하고, 이후 긴급

출동 서비스를 특약상품화하여 유료화한 행위는 법 제19조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2 이상의 사업자가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법 제19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이나 그 대금 또는 대가의 지급조건을 정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경

우’에 해당하고, 한편 원고 손해보험회사들의 2001년도 국내 자동차보험시장 점유율

이 97.9%에 이르는 점, 원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원고 현대화재해상보험 주

식회사, 원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원고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가 포함

되는 상위 4개사의 시장점유율이 71.1%에 이르는 점, 원고 손해보험회사들이 긴급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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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서비스를 폐지 및 유료화한 이후에도 이로 인한 보험료 인하 등 가격경쟁을 촉진

하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점, 1개의 손해보험회사가 단독으로 5개 주요 긴급출동 

서비스의 무료제공을 폐지할 경우 영업력에 지장을 초래하고 고객으로부터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큰 점, 긴급출동 서비스를 특약상품으로 유료화한 후 종전 보험계약자

의 80%가 위 긴급출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료특약에 가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손해보험회사들의 5개 주요 긴급출동 서비스 폐지 및 유료화 행위는 국내 자동

차보험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이며, 원고 손해보험회사들이 

주장하는 고객의 도덕적 해이와 같은 문제점들은 서비스 이용 횟수의 제한이나 서비

스 이용상황의 고객별 점검 등과 같은 다른 방법으로도 해소할 수 있는 것이어서 이

를 두고 원고 손해보험회사들의 행위를 정당화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 손해보험회사

들의 5개 주요 긴급출동 서비스 폐지 및 유료화 행위는 법 제19조 제5항의 규정에 의

하여 같은 조 제1항 제2호의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

단하였다. 

관계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

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

오인이나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 추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Ⅱ. 주요국의 관련 법제

1. 개관 및 전체 요약

가. 비교법 요약

미국, 일본, 유럽연합 등 주요 국가들은 보험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일정한 범위 내

에서 독점금지법의 적용제외를 인정하여 왔다. 그러나 경쟁법의 일반적 집행에 대한 

예외를 두는 것이므로 그 사유나 요건에 대해 매우 엄격하게 다루어 왔다. 최근 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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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은 보험업에 대한 적용제외 규칙을 2017년 3월 31일 부로 실효시키는 방침을 확

정한 바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보험업법 제125조가 ‘보험회사의 업무’로 만연하게 규정하고 이

를 구체적으로 한정하는 뚜렷한 판례법의 형성이 없는 것과 비교할 때, 미국, 유럽연

합 그리고 일본 등의 주요국 법제는 위험의 집적, 분산과 전가(Pooling, Spreading 

and Transfer of risks)라고 하는 보험업의 본질적인 부분 즉, 위험의 공동인수와 평준

화에 관한 협정이나 합의에 국한하여 적용제외를 인정해 왔다. 특히 미국에서는 

1946년 맥캐런-퍼거슨법 소정의 특례 자체가 적용면제를 위한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

시한다. 즉 당해 합의가 위험의 집적과 분산이라는 고유적 특성을 가져야 함은 물론

이고, 이에 대한 주감독법에 의한 규제가 있어야 하고, 당해 행위가 보험회사와 보험

계약자 사이의 계약관계와 견련되고, 협정당사자가 보험권역 내의 법 주체여야 할 것 

등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다.

미국이 보험업에 대한 연방 독점금지법의 적용제외를 일정한 범위 내에서 실질적

으로 보장하는데 비하여, 일본이나 유럽연합의 경우에는 그 사정이 다르다. 즉 1995

년 개정 일본 보험업법 제101조 이하에 따른 적용제외는 당해 협정 내지 합의가 경쟁

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거나 불공정한 것일 때에는 예외를 허용하지 아니하여(동법 제

101조 제1항 단서), 그 결과 동조 소정의 적용면제는 실질적인 의미에서 공정거래법

의 집행제외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경쟁제한성이 없고 부당성이 없는 공

동행위나 단독행위라면 당해 행태를 일반 경쟁법 또한 금지하지 않기 때문이다. 

유럽연합 2010년 적용제외 규칙도 또한 보험사고나 지급보험금 관련 통계의 작성

을 위한 협정이나 공동보험에 관한 합의를 적용제외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나 그 

적용제외의 요건을 살펴보면(동 규칙 제4조, 제6조) 이들 협정이나 합의가 경쟁제한

성을 가지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와 같은 일괄 적용제외는 보험업계를 위해 

사실상 실익이 없었고, 바로 여기에서 2010년 규칙이 2017년 3월 31일 부로 일몰조

항에 따라 실효되는 배경이 된 것이다. 그리고 유럽연합에서 각국 보험시장은 자국 

경쟁법과 보험규제법의 적용을 받음은 물론이다. 유럽연합의 기축을 이루는 독일의 

경우를 보면, 자국의 보험감독법(Versicherungsaufsichtsgesetz, VAG)이나 경쟁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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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법(GWB)에서 보험분야에 대한 카르텔법의 적용을 유보하거나 제한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요컨대, 보험업에 대한 독점금지법의 적용제외, 특히 제정법상의 특례를 축소하고 

일반 경쟁법의 집행을 확대하는 것이 범세계적인 흐름이다. 독점금지법 집행이 금융

분야를 포함하여 소비자후생을 총체적으로 증대시킨다는 인식의 확산, 독점금지법

의 역외적용이 일반화하여 보험분야의 담합이나 기업결합 그리고 독점화행위도 그 

적용대상이라는 점, 그리고 분야별 규제(예컨대 보험규제)와 일반 경쟁정책의 동조

화현상 등이 이와 같은 세계적 흐름의 배경으로 요약할 수 있다.

2. 미국

독점금지법 자체가 미국에서 전 세계로 파급되었듯이, 보험업이나 농업부문 등에 

대한 독점금지법 적용면제의 효시 역시 미국이다. 이 점에서 미국의 적용면제 법리

는 글로벌 스탠다드의 측면이 있고 그 동향은 주목의 대상이 된다. 

미국에서 연방 독점금지법의 적용면제는 제정법에 의한 면제(Statutory exemption)

와 판례법에 의한 적용면제로 크게 나눌 수 있는 바, 판례법에 의한 적용면제는 미국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적법한 행위(소위 국가행위이론, State action immunity)와 이들

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부분의 행위에 대한 적용면제가 대표적이다. 그러나 보험업 

분야에서 중요한 것은 연방 독점금지법 밖의 제정법상의 면제, 즉 맥캐런-퍼거슨법에 

의한 면제이며 보험사업 관련 적용면제의 논의는 대부분 이와 관련되어 있다.21) 즉 

1944년 미국 연방대법원이 보험을 상거래(Commerce)의 하나로 보면서 주간에 걸친 

보험거래가 연방 독점금지법의 적용대상임을 선언하자 이에 대한 입법적 차원의 반

작용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1946년의 맥캐런-퍼거슨법(McCarran-Ferguson Act)이

21) 이하의 내용은 “정호열(2008), 한국 보험시장과 공정거래법, 보험연구원, pp. 51~67”에 

주로 의지하면서 최근의 변화와 논지를 보완한 것임. 또한 이황(2008), ｢보험산업에 대

한 공정거래법 적용의 범위와 한계 - 대법원 2006. 1. 23. 선고 2004두8323 판결을 중

심으로｣, 경쟁법연구 제18권, pp. 351~356 및 이봉의(2008), ｢보험업과 카르텔에 관한 

고찰｣, 경쟁법연구 제18권, pp. 273~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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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후 연방 독점금지법의 집행이 전반적으로 강화되고 맥캐런-퍼거슨법에 따른 

특례에 대해 미국 보험업계 내의 이해가 상충하면서 이 법의 폐지론이 거듭 부상하

였으나 오늘날까지 입법으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다.22) 

한편 이 법의 해석과 관련하여 항소심 판결례는 물론이고 상당한 수의 대법원 판

결례가 축적되어 실천적인 의미가 있는 적용면제 법리를 형성하고 있으며,23) 경쟁제

한적 속성을 지니는 적용면제를 사실상 부정하고 있는 유럽연합이나 일본의 법 상황

과 상당히 다르다. 그리고 미국의 보험업에 대한 연방 독점금지법 적용면제의 법리

는 입법24)이나 판례, 해석론을 통틀어 큰 변화없이 오늘에 이르고 있고,25) 이는 

2017. 1. 31 기준 West Law를 상세하게 검색한 결과도 마찬가지다. 여하튼 미국 제

정법과 판례법의 동향은 우리나라 보험업법 제125조의 해석 혹은 입법 개선안의 전

개를 위해 중요한 참고가 될 수 있다.

가. 맥캐런-퍼거슨법의 제정배경

원래 셔먼 독점금지법은 보험거래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1944년 들

어 연방대법원이 보험거래는 상거래로 그것이 주의 경계를 넘어 행하여 질 때는 주

간 거래(Interstate commerce)로서 독점금지법을 포함한 연방법의 적용대상이 된다

고 판단하였고,26) 이에 따라 보험거래와 보험비즈니스도 연방 독점금지법의 집행대

상이 되는 큰 변화가 일어났다.

22) David S. Turetsky(Senior Counsel to the Assistant Attorney General, Antitrust Division 

of DOJ)(1994), Address: MCCARRAN – FERGUSON REFORM, Nov. 12.

23) Peter E. Halle & J. Clayton Everett, Jr., 7 Bus. & Litig. Fed. Cts, 75:71(4th ed, 

December 2016 Update).

24) Susan B. Farmer, The McCarran-Ferguson Exemption from the US Antitrust Laws 

Recent Developments; 경쟁법연구 18권(2008), 474면 이하; Craig A. Berrington(2007), 

Congress Once Again Debates Insurers' Antitrust Exemption under McCarran-Ferguson 

Act, Washington Legal Foundation, May 25.

25) Federal Control of Business(2016), Chapter II. Federal Regulation of Competition; 

Statutes § 36. The McCarran-Ferguson Act, July.

26) United States v. South‐Eastern Underwriters Ass’n, 322 U.S. 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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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결에 대하여 보험업계는 새로운 규율을 받게 되는데 반발하였고 주 당국은 

자신의 보험업에 대한 규제권이 침해되는 것으로 인식하여 역시 크게 반발하였다. 

그 결과가 바로 1946년에 제정된 맥캐런-퍼거슨법이며,27) 이 법의 제정을 통해 보험

업에 대한 주정부의 분야별 규제는 새로운 의미를 얻게 되었다. 즉 맥캐런-퍼거슨법

은 주 정부에 대해 보험산업을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유보하였으며, 보험사업

(Insurance business)에 해당하는 보험회사의 활동이 주법으로 규제되는 한 연방법

의 규율을 받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였다.28) 이 결과 보험사업으로서 속성을 갖춘 보

험회사의 영업활동에 대해 연방 독점금지법의 적용이 일정 부분 면제되는 특례가 도

입된 것이다. 

맥캐런-퍼거슨법 적용면제 관련 문언

No Act of Congress shall be construed to invalidate, impair, or supersede any 

law enacted by any State for the purpose of regulating the Business of insurance, 

or which imposes a fee or tax upon such business, unless such Act specifically 

relates to the Business of insurance: Provided, That after June 30, 1948, the Act of 

July 2, 1890, as amended, known as the Sherman Act, and the Act of October 15, 

1914, as amended, known as the Clayton Act, and the Act of September 26, 1914, 

known as the Federal Trade Commission Act, as amended [15 U.S.C. 41 et seq.], 

shall be applicable to the Business of insurance to the extent that such business is 

not regulated by State Law.

27) Pat McCarran과 Homer Ferguson이 대표발의하였는데, McCarran은 민주당 출신 네바다

주 상원의원이고 Ferguson은 공화당 출신 미시간주 상원이었음. 소속 정당과 상관없이 

주의 규제권과 보험업계의 이익을 대변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28) 15 U.S.C. §§ 1011-1015, also known as Public Law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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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적용면제 요건

맥캐런-퍼거슨법 소정의 연방 독점금지법의 적용면제를 위해서는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 첫째 당해 행위가 보험사업(Business of insurance)에 속하여야 하고, 둘째 

주법에 의한 규제가 있어야 하며(Regulated by state law), 셋째 보이콧, 강요, 협박에 

의한 행위가 아니어야 한다(An agreement or Act to boycott, Coerce or intimidate). 

이 세 요건이 충족되면 보험회사들은 연방 독점금지법과 무관하게 상호협정 형태의 

영업 관련 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 물론 주 독점금지법 집행의 문제는 별개이다.

이 세 가지 요건을 조금 더 부연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보험사업(Business of insurance) 요건과 관련하여, 연방대법원은 1969년 판

결에서 보험사업(Business of insurance)과 보험회사의 영업(Business of insurance 

company)을 구별하고, 연방 독점금지법의 면제대상은 보험회사의 모든 활동이 아니

라 당해 행위의 성격이 보험사업 내지 보험업의 영위에 해당되어야 한다고 보았

다.29) 이후 대법원은 동법 소정의 보험사업의 속성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을 전개하

였는데, 당해 행위가 첫째로 보험계약자의 보험사고 위험을 분산시키는 효과를 가져

야 하고, 보험회사와 피보험자 간에 발생하는 보험계약의 본질적인 부분이어야 하고, 

보험산업 내의 주체들에 한정되어야 한다고 보았다.30)

연방대법원이 적용제외의 대상으로 판단한 구체적 사례는 매우 다양해서 전형적

인 공동행위에 머무르지 않는다. 즉 보험회사들이 상호협조를 통해 보험요율을 산정

하는 행위, 즉 특정한 회사를 위한 것이거나 혹은 요율산정기관을 통하여 공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든 묻지 않고 요율표를 작성하여 이를 신고하는 행위(Preparing and 

Filing a rating scheme), 개인보험과 단체보험 사이에 요율 유형을 구분하는 행위

(Decision of rating classification differences), 대리점에게 개인보험이나 단체보험의 

판매권을 수여하는 행위, 보험금청구심사, 보험증권(보험계약서면)의 표준화, 위험

(보험물건) 공동인수, 보험인수 여부에 관한 판단, 보험회사의 보험상품 마케팅과 보

29) SEC v. National Securities, Inc, 393 U.S. 453, 45960.

30) Union Life Insurance Co. v. Pireno 458 U.S. 119(1982) at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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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증서의 배달, 재보험 등의 사례가 있다. 이 요건과 관련한 법원의 판단은 대체적으

로 적용제외 요건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의 요건은 주법에 의한 규제 혹은 감독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요건의 

핵심은 주법에 의한 규제가 어느 정도여야 하는지가 될 것인데, 연방 대법원은 주의 

규제방안과 감독의 최소한의 징표(State regulatory scheme and minimal indicia of 

supervision)가 있으면 족하다는 일련의 판결례를 내놓고 있다.31) 

FTC v. Travelers Health Ass’n 사건32)은 네브래스카주 소재 보험회사가 다른 주의 

주민에게 우편을 통하여 보험을 판매한 사안이다. 네브래스카주법은 이 행위를 규제

할 수 없으므로 연방거래위원회, 즉 FTC는 당해 보험회사에 대해 연방법을 집행할 

수 있다고 연방대법원은 판단하였다. 그러나 California Retail Liquor Dealers, Ass’n. 

v. Midcal Aluminum, Inc. 판결33)에서 연방대법원은 주의 규제에 관한 요건을 상당

히 엄격하게 판단하였다. 즉 주 정부가 독점금지법에 위반됨에도 불구하고 문제된 

행위를 허용한다는 취지가 법문상 명확하고 더 나아가서 주 정부가 당해 행위에 대

하여 적극적으로 실효성 있게 규제, 감독하고 있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 판결은 

적용면제의 요건을 강화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셋째 보이콧, 강요, 협박에 의한 행위 또는 이를 위한 합의는 적용면제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비록 주법으로 보험회사들의 공동행위를 규제한다고 하더라도 보험소비자

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남용적 성격의 공동행위는 이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

이다. 이 요건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보이콧의 대상이 보험자와 보험대리인은 물론 

보험계약자도 포함한다고 보았으며,34) 또한 특정한 거래조건을 강제하기 위하여 상

대방과의 다른 거래를 거절하는 것도 보이콧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다.35)

31) California League of Independent Ins. Producers v. Aetna Cas. & Surety Co., 175 

F.Supp. 857,860(N.D. Cal. 1959).

32) 362 U.S. 293(1960).

33) 445 U.S. 97(1980).

34) St. Paul Fire & Marine Ins. Co. v. Barry , 438 U.S. 531, 541(1978).

35) Hartford Fire Ins. Co. v. California, 509 U.S. 764(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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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요약

미국은 연방국가로서 주와 연방 사이의 권한의 배분이 헌정질서의 기본 축을 이루

고 있으며, 연방헌법 본문 자체가 이를 반영하고 있다. 이처럼 연방과 주가 갈등할 수 

있는 정치적 구조는 연방 독점금지법의 집행과 주의 보험업에 대한 고유한 감독권 

사이에서도 드러난다. 즉 기본적으로 연방과 주의 권력배분과 관련된 갈등의 소지, 

강력한 연방 독점금지법의 집행을 부담스러워하는 미국 보험업계의 전반적 이익상

황이 맥캐런-퍼거슨법의 제정배경이 된 것은 분명하나, 연방 독점금지법의 집행이 

소비자후생 증대에 기여한다는 인식이 널리 퍼지면서 맥캐런법에 의한 적용면제의 

정당성에 대한 회의가 제기되고 있다. 그 결과 연방의회 차원에서 1970년 이래로 맥

캐런-퍼거슨법의 폐지가 지속적으로 논란되어 거듭 안건으로 제출되어 왔다. 또한 

보험업계 내에서도 동법의 존속 여부에 대한 견해가 나뉘어지고 있다. 즉 대규모 보

험사업자들은 미국 보험시장 내에서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위 규정을 폐지

하거나 수정하는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고, 또한 주 차원의 보험감독의 개혁과 

주 독점금지법 적용을 강화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요컨대 입법적 동향은 

물론 맥캐런-퍼거슨법의 특례조항 해석에 있어서도 보험회사들의 공동행위는 보다 

엄격한 독점금지법 집행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라. McCarran-Ferguson Act, Full Text

TITLE 15. COMMERCE AND TRADE  

CHAPTER 20. REGULATION OF INSURANCE

15 USCS 1011-1015 (2001)

Act Mar. 9, 1945, ch 20, 59 Stat. 33, is popularly known as the 

McCarran-Fergus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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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USCS 1011 Declaration of policy

The Congress hereby declares that the continued regulation and taxation by The 

several States of the Business of insurance is in the public interest, and that silence 

on the part of the Congress shall not be construed to impose any barrier to the 

regulation or taxation of such business by the several States.

15 USCS 1012 Regulation by State law

Federal law relating specifically to insurance; applicability of certain Federal laws 

after June 30, 1948  

(a) State regulation. The Business of insurance, and every person engaged 

therein, shall be subject to the laws of the several States which relate to the 

regulation or taxation of such business.  

(b) Federal regulation. No Act of Congress shall be construed to invalidate, 

impair, or supersede any law enacted by any State for the purpose of 

regulating the Business of insurance, or which imposes a fee or tax upon 

such business, unless such Act specifically relates to the Business of 

insurance: Provided, That after June 30, 1948, the Act of July 2, 1890, as 

amended, known as the Sherman Act [15 USCS 15 USCS 15 USCS 1 et seq.], 

and the Act of October 15, 1914, as amended, known as the Clayton Act, 

and the Act of September 26, 1914, known as the Federal Trade Commission 

Act, as amended [15 USCS 15 USCS 15 USCS 41 et seq.], shall be applicable 

to the Business of insurance to the extent that such business is not regulated 

by State law.

15 USCS 1013. Suspension until June 30, 1948, of application of certain Federal 

laws; Sherman Act [15 USCS 15 USCS 1 et seq.] applicable to agreements to, or acts 

of, boycott, coercion, or intimi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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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Until June 30, 1948, the Act of July 2, 1890, as amended, known as the 

Sherman Act [15 USCS 15 USCS 15 USCS 1 et seq.], and the Act of October 

15, 1914, as amended, known as the Clayton Act and the Act of September 

26, 1914, known as the Federal Trade Commission Act, as amended [15 

USCS 15 USCS 15 USCS 41 et seq.], and the Act of June 19, 1936, known as 

the Robinson-Patman Antidiscrimination Act, shall not apply to the Business 

of insurance or to acts in the conduct thereof.

(b) Nothing contained in this Act [15 USCS 15 USCS 15 USCS 1011 et seq.] shall 

render the said Sherman Act [15 USCS 15 USCS 15 USCS 1 et seq.] 

inapplicable to any agreement to boycott, coerce, or intimidate, or act of 

boycott, coercion, or intimidation.

15 USCS 1014. Applicability of National Labor Relations Act [29 USCS 15 USCS 15 

USCS 151 et seq.] and the Fair Labor Standards Act of l938

Nothing contained in this Act [15 USCS 15 USCS 15 USCS 1011 et seq.] shall be 

construed to affect in any manner the application to the Business of insurance of 

the Act of July 5, 1935, as amended, known as the National Labor Relations Act [29 

USCS 15 USCS 15 USCS 151 et seq.], or the Act of June 25, 1938, as amended, 

known as the Fair Labor Standards Act of 1938, or the Act of June 5, 1920, known 

as the Merchant Marine Act, 1920.

15 USCS 1015. Definition of "State".

As used in this Act [15 USCS 15 USCS 15 USCS 1011 et seq.], the term "State" 

includes the several States, Alaska, Hawaii, Puerto Rico, Guam, and the District of 

Columb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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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럽연합

가. 개관

현재 보험분야에 대해 일괄 적용제외를 허용하는 유럽연합 규칙(IBER)은 2010년

에 개정된 규칙(제267/2010호, The Insurance Block Exemption Regulation)이다. 이 

규칙은 처음부터 2017년 3월 31일 부로 효력을 상실하도록 일몰조항을 달고 있었는

데, 작년 말 유럽연합은 이 규칙을 예정대로 실효시키고 이를 대체하는 규칙을 더 이

상 마련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확정했다.36) 이 규칙의 효력상실에 앞서 유럽연합은 

일괄 적용제외 제도의 지속이 필요한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조사해 왔고 공식적인 협

의절차를 거쳤으며, 2016년 3월에 마지막 보고서가 채택되었다. 이미 2010년 개정과

정에서 2003년 규칙이 정하던 네 가지 예외사유 중 두 가지를 제외하였고, 2010년 규

칙이 허용한 나머지 두 제외사유 역시 더 이상 이를 유지할 실익이 없거나 운용상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그러나 규칙의 실효로 보험시장 내의 각종 협정과 합의가 유럽연합기능확보조약

(TFEU) 제10조에 의해 전면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일반 경쟁법에 의한 경쟁

제한성 심사의 결과 경쟁제한의 우려가 없다면 금지의 대상이 아닌 것이며, 또 각국 

경쟁법의 적용면제의 법리는 당해 회원국의 입법과 해석에 따라 여전히 적용된다. 

그리고 위원회는 보험시장내의 상황을 계속 점검하면서, 보험회사들이 이러한 법적 

여건의 변화에 대응하는 상황을 모니터할 것이라고 한다.37)

시간의 흐름을 두고 단계적으로 정비된 후 금년 3월 종국적인 폐지를 앞두고 있는 

유럽연합의 일괄 적용제외 법리는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보험시장에서 공동행위 

혹은 동조행위 관련 프랙티스의 실제를 약 30여 년의 세월을 두고 구체적으로 점검

한 후, 일반 경쟁법이 정하는 적용제외 법리에 맡기더라도 보험시장의 불안이 없을 

36) European Commission Daily News 13/12/2016, Antitrust: The Insurance Block 

Exemption Regulation expires on 31 March 2017. 

37) EC Daily News 13/12/2016, 같은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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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라는 점을 확인한 후에 비로소 2017년 3월 31일 부로 폐지하는 최종방침이 결정

된 것이다.

우리나라 보험시장의 전반적 여건과 수범자들의 법 감정을 감안할 때, 일단 유럽

연합의 2010년 규칙과 운용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에 앞선 2003년 

규칙이 정하던 적용제외 사항과 그 요건도 법제 정비에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나. 적용제외 제도의 변천

유럽연합의 보험분야 일괄 적용제외 제도는 1991년 5월에 Regulation(EEC) No 

1534/91로 최초로 도입되었다.38) 이 규칙 제1534/91호는 보험분야에서 체결, 운용되

는 일정한 유형의 합의, 결정 그리고 일치된 행위에 대해 사업자들 사이의 공동행위

를 금지하는 유럽조약 제85조 제3항의 집행을 일괄적으로 적용면제하는 것이었다. 

이 1991년 규칙은 2003년 3월 말까지 시행되었다. 

2003년 들어 유럽집행위원회와 회원국들은 기존의 유럽경쟁네트워크의 체제 안에

서 별도의 보험네트워크를 창설하여 보험 관련 경쟁정책 이슈들을 다루게 되었다. 

이 결과로 EC조약 제81조 제3항에 대한 일괄 적용제외 제도를 다루는 규칙을 새로이 

제정하게 되었다[Regulation (EC) No 358/2003].39) 

이 2003년 규칙은 네 가지 사항에 대한 보험회사들의 공동행위를 일괄면제하고 있

는데, 과거 위험률, 예정위험률의 산정 및 이를 위한 공동의 보험통계의 작성, 비구속

적인 공동의 표준보험약관 제정,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공동보험이나 공동재보험 등에 

관한 합의 등이다. 이 일괄 적용제외는 보험회사 사이의 영업보험료 합의나 협정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데, 영업보험료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원칙이나 영업보험료 

38) Council Regulation (EEC) No 1534/91 of 31 May 1991 on the application of Article 

85(3) of the Treaty to certain categories of agreements, decisions and concerted 

practices in the insurance sector.

39) Regulation No 358/2003 on the application of Article 81 (3) of the Treaty to certain 

categories of agreements, decisions and concerted practices in the insurance sector. 

이 규칙은 7년 시행 후 2010. 3. 31에 폐지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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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방식에 관한 합의도 마찬가지다. 또한 일괄 적용제외사항으로 승인받았다고 하

더라도 EC가 직권으로 혹은 신고에 의하여 심사한 결과 특정한 협정이나 합의가 규

칙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되면 경쟁당국은 적용제외를 취소할 수 있다.

그리고 2003년 규칙을 대체하여 공동체조약 제101조 제3항의 집행을 보험분야에

서 면제하는 규칙이 2010. 3. 24 제정되었다[Commission Regulation (EU) No 

267/2010]. 이 2010년 규칙은 2003년 규칙에 비해 적용제외의 범위를 축소하였으며, 

이 규칙 또한 앞서 규칙들과 마찬가지로 2017년 3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도록 일몰

조항이 부가된 한시법이다. 2010년 규칙은 규칙의 편제 면에서는 2003년 규칙과 유

사하나 적용면제사유를 더욱 축소하고 그 요건을 보다 엄격하게 다루고 있다.

다. 2010년 규칙의 핵심내용

2010년 규칙은 제1장에서 상세한 정의규정(제1조)을 두고, 제2장과 제3장에서 두 

유형의 적용제외사항과 그 요건을 정하고 있다.

제2장은 사고율이나 지급보험금 관련 통계표의 공동의 작성과 연구에 대한 적용

제외를 정한다. 즉 특정한 위험을 담보하는데 소요된 비용과 질병 기타 사고율과 관

련된 표를 공동으로 작성하고 이와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는 행위, 보험사업 관련 전

반적 상황에 대한 공동연구의 수행 등에 관한 둘 이상의 보험사업자 사이에 체결된 

협정에 대해 조약 제101조 제1항(카르텔금지)의 적용을 면제한다(동 규칙 제2조). 이 

적용면제를 위해서는 보험계리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조사대상 위험연도에 분산

된 많은 수의 데이터(보험금청구, 위험인수물량, 지급보험금 총액 등)의 수집에 기초

하여 작성되어야 하며, 영업보험료의 수준을 암시하는 내용이어서는 아니되며, 합리

적이고 비차별적으로 사용될 수 있어야 한다(동 제3조). 또 공동행위 참가자들이 해

당 요율표 등을 이용하지 않거나 그와 같은 연구조사의 결과로부터 이탈하는 것을 

제한하는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적용면제가 허용되지 않는다(동 제4조).

제3장은 공동보험(Coinsurance) 또는 공동재보험(Co-reinsurance)의 방식으로 일

정 유형의 위험을 공동으로 인수하기 위해 원수보험이나 재보험 관련 풀(Pool)을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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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하고 이를 유지관리하기 위해 둘 이상의 보험회사 사이에 체결된 합의나 협정을 

적용면제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다(동 규칙 제5조). 

규칙 제5조에 따른 적용면제는 2010년 규칙의 특징이다. 그리고 여기에도 일정한 

제한이 있다. 즉 신종위험의 인수를 위한 공동보험 혹은 공동재보험과 관련된 협정에 

대한 적용면제는 협정 체결일로부터 3년을 한도로 허용된다(동 제6조 제1항). 그리고 

신종위험 인수협정 이 외의 사유에 대해서는 협정참가기업들의 점유율 규제가 적용

된다. 즉 공동보험 풀에 대해서는 참가자들의 관련시장 점유율 합계가 20% 미만이어

야 하고, 공동재보험 풀의 경우에는 25% 미만이어야 한다(동 규칙 제6조 제2항). 그리

고 협정참가기업은 상당한 기간을 둔 통지 후에 아무런 제재 없이 당해 풀로부터 벗어

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동 제6조 a). 또한 풀을 조직하는 협정은 참가회

사들이 풀을 통해서만 위험을 인수하거나 재보험에 부보하는 등의 제한을 가할 수 없

고, 유럽연합 어느 곳에 소재하는 위험이든 동 위험에 대한 풀이나 풀 참가자들의 원

수보험 인수나 재보험 관련 영업활동을 제한해서는 아니되며, 나아가서 풀협정이 매

출이나 판매를 제한하거나 시장이나 고객을 분할해서는 아니되며 풀에 참가하는 보

험사들은 원수보험 영업보험료에 대해 협정할 수 없다(동 제7조 b항에서 f항).

라. 2010년 규칙 전문

CHAPTER I DEFINITIONS 

Article 1 Definitions

For the purposes of this Regulation, the following definitions shall apply:

1. ‘agreement’ means an agreement, a decision of an association of undertakings 

or a concerted practice;

2. ‘participating undertakings’ means undertakings party to the agreement and 

their respective connected undertakings;

3. ‘connected undertakings’ means:

(a) undertakings in which a party to the agreement, directly or indirec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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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has the power to exercise more than half the voting rights; or

(ii) has the power to appoint more than half the members of the supervisory 

board, board of management or bodies legally representing the 

undertaking; or

(iii) as the right to manage the undertaking’s affairs;

(b) undertakings which directly or indirectly have, over a party to the 

agreement, the rights or powers listed in point (a);

(c) undertakings in which an undertaking referred to in point (b) has, directly or 

indirectly, the rights or powers listed in point (a);

(d) undertakings in which a party to the agreement together with one or more 

of the undertakings referred to in points (a), (b) or (c), or in which two or 

more of the latter undertakings, jointly have the rights or powers listed in 

point (a);

(e) undertakings in which the rights or powers listed in point (a) are jointly held 

by:

(i) parties to the agreement or their respective connected undertakings referred 

to in points (a) to (d); or

(ii) one or more of the parties to the agreement or one or more of their 

connected undertakings referred to in points (a) to (d) and one or more 

third parties;

4. ‘co-insurance pools’ means groups set up by insurance undertakings either 

directly or through brokers or authorised agents, with the exception of ad-hoc 

co-insurance agreements on the subscription market, whereby a certain part of 

a given risk is covered by a lead insurer and the remaining part of the risk is 

covered by follow insurers who are invited to cover that remainder, which:

(a) agree to underwrite, in the name and for the account of all the participants, 

the insurance of a specified risk category; 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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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ntrust the underwriting and management of the insurance of a specified 

risk category, in their name and on their behalf, to one of the insurance 

undertakings, to a common broker or to a common body set up for this 

purpose;

5. ‘co-reinsurance pools’ means groups set up by insurance undertakings either 

directly or through broker or authorised agents, possibly with the assistance of 

one or more reinsurance undertakings, with the exception of ad-hoc 

co-reinsurance agreements on the subscription market, whereby a certain part 

of a given risk is covered by a lead insurer and the remaining part of this risk is 

covered by follow insurers who are then invited to cover that remainder in 

order to:

(a) reinsure mutually all or part of their liabilities in respect of a specified risk 

category;

(b) incidentally accept, in the name and on behalf of all the participants, the 

reinsurance of the same category of risks;

6. ‘new risks’ means:

(a) risks which did not previously exist, and for which insurance cover requires 

the development of an entirely new insurance product, not involving an 

extension, improvement or replacement of an existing insurance product; or

(b) in exceptional cases, risks the nature of which has, on the basis of an 

objective analysis, changed so materially that it is not possible to know in 

advance what subscription capacity is necessary in order to cover such a 

risk;

7. ‘commercial premium’ means the price which is charged to the purchaser of an 

insurance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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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II JOINT COMPILATIONS, TABLES, AND STUDIES 

Article 2 exemption

Pursuant to Article 101(3) of the Treaty and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this 

Regulation, Article 101(1) of the Treaty shall not apply to agreements entered into 

between two or more undertakings in the insurance sector with respect to:

(a) he joint compilation and distribution of information necessary for the 

following purposes:

(i) calculation of the average cost of covering a specified risk in the past 

(hereinafter compilations);

(ii) construction of mortality tables, and tables showing the frequency of 

illness, accident and invalidity in connection with insurance involving an 

element of capitalisation (hereinafter tables);

(b) the joint carrying-out of studies on the probable impact of general 

circumstances external to the interested undertakings, either on the 

frequency or scale of future claims for a given risk or risk category or on the 

profitability of different types of investment (hereinafter studies), and the 

distribution of the results of such studies.

Article 3 Conditions for exemption

1. The exemption provided for in Article 2(a) shall apply on condition that the 

compilations or tables:

(a) are based on the assembly of data, spread over a number of risk years 

chosen as an observation period, which relate to identical or comparable 

risks in sufficient numbers to constitute a base which can be handled 

statistically and which will yield figures on the following, amongst others:

(i) the number of claims during the said period;

(ii) the number of individual risks insured in each risk year of the cho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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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servation period;

(iii) the total amounts paid or payable in respect of claims that have arisen 

during the said period;

(iv) the total amount of capital insured for each risk year during the chosen 

observation period;

(b) include as detailed a breakdown of the available statistics as is actuarially 

adequate;

(c) do not include in any way elements for contingencies, income deriving from 

reserves, administrative or commercial costs or fiscal or parafiscal 

contributions, and take into account neither revenues from investments nor 

anticipated profits.

2. The exemptions provided for in Article 2 shall apply on condition that the 

compilations, tables or study results:

(a) do not identify the insurance undertakings concerned or any insured party; 

(b) when compiled and distributed, include a statement that they are 

non-binding;

(c) do not contain any indication of the level of commercial premiums;

(d) are made available on reasonable, affordable and non-discriminatory terms, 

to any insurance undertaking which requests a copy of them, including 

insurance undertakings which are not active on the geographic or product 

market to which those compilations, tables or study results refer;

(e) except where non-disclosure is objectively justified on grounds of public 

security, are made available on reasonable, affordable and non -

discriminatory terms, to consumer organisations or customer organisations 

which request access to them in specific and precise terms for a duly 

justified rea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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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4 Agreements not covered by the exemption

The exemptions provided for in Article 2 shall not apply where participating 

undertakings enter into an undertaking or commitment among themselves, or 

oblige other undertakings, not to use compilations or tables that differ from those 

referred to in Article 2(a), or not to depart from the results of the studies referred to 

in Article 2(b).

CHAPTER III COMMON COVERAGE OF CERTAIN TYPES OF RISKS 

Article 5 Exemption

Pursuant to Article 101(3) of the Treaty and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this 

Regulation, Article 101(1) of the Treaty shall not apply to agreements entered into 

between two or more undertakings in the insurance sector with respect to the 

setting-up and operation of pools of insurance undertakings or of insurance 

undertakings and reinsurance undertakings for the common coverage of a specific 

category of risks in the form of co-insurance or co-reinsurance.

Article 6 Application of exemption and market share thresholds

1. As concerns co-insurance or co-reinsurance pools which are created in order 

exclusively to cover new risks, the exemption provided for in Article 5 shall 

apply for a period of three years from the date of the first establishment of the 

pool, regardless of the market share of the pool.

2. As concerns co-insurance or co-reinsurance pools which do not fall within the 

scope of paragraph 1, the exemption provided for in Article 5 shall apply as 

long as this Regulation remains in force, on condition that the combined market 

share held by the participating undertakings does not exceed:

(a) in the case of co-insurance pools, 20 % of any relevant market;

(b) in the case of co-reinsurance pools, 25 % of any relevant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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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In calculating the market share of a participating undertaking on the relevant 

market, account shall be taken of:

(a) the market share of the participating undertaking within the pool in question;

(b) the market share of the participating undertaking within another pool on the 

same relevant market as the pool in question, to which the participating 

undertaking is a party; and

(c) the market share of the participating undertaking on the same relevant 

market as the pool in question, outside any pool.

4. For the purposes of applying the market share thresholds provided for in 

paragraph 2, the following rules shall apply:

(a) the market share shall be calculated on the basis of gross premium income; 

if gross premium income data are not available, estimates based on other 

reliable market information, including insurance cover provided or insured 

risk value, may be used to establish the market share of the undertaking 

concerned;

(b) the market share shall be calculated on the basis of data relating to the 

preceding calendar year.

5. Where the market share referred to in paragraph 2(a) is initially not more than 

20 % but subsequently rises above that level without exceeding 25 %, the 

exemption provided for in Article 5 shall continue to apply for a period of two 

consecutive calendar years following the year in which the 20 % threshold was 

first exceeded.

6. Where the market share referred to in paragraph 2(a) is initially not more than 

20 % but subsequently rises above 25 %, the exemption provided for in Article 

5 shall continue to apply for a period of one calendar year following the year in 

which the level of 25 % was first exceeded.

7. The benefit of paragraphs 5 and 6 may not be combined so as to exceed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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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iod of two calendar years.

8. Where the market share referred to in paragraph 2(b) is initially not more than 

25 % but subsequently rises above that level without exceeding 30 %, the 

exemption provided for in Article 5 shall continue to apply for a period of two 

consecutive calendar years following the year in which the 25 % threshold was 

first exceeded.

9. Where the market share referred to in paragraph 2(b) is initially not more than 

25 % but subsequently rises above 30 %, the exemption provided for in Article 

5 shall continue to apply for a period of one calendar year following the year in 

which the level of 30 % was first exceeded.

10. The benefit of paragraphs 8 and 9 may not be combined so as to exceed a 

period of two calendar years.

Article 7 Conditions for exemption

The exemption provided for in Article 5 shall apply on condition that:

(a) each participating undertaking having given a reasonable period of notice 

has the right to withdraw from the pool, without incurring any sanctions;

(b) the rules of the pool do not oblige any participating undertaking of the pool 

to insure or reinsure through the pool and do not restrict any participating 

undertaking of the pool from insuring or reinsuring outside the pool, in 

whole or in part, any risk of the type covered by the pool;

(c) the rules of the pool do not restrict the activity of the pool or its 

participating undertakings to the insurance or reinsurance of risks located in 

any particular geographical part of the Union;

(d) the agreement does not limit output or sales;

(e) the agreement does not allocate markets or customers; and

(f) the participating undertakings of a co-reinsurance pool do not agree o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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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rcial premiums which they charge for direct insurance.

CHAPTER IV FINAL PROVISIONS 

Article 8 Transitional period

The prohibition laid down in Article 101(1) of the Treaty shall not apply during 

the period from 1 April 2010 to 30 September 2010 in respect of agreements 

already in force on 31 March 2010 which do not satisfy the conditions for 

exemption provided for in this Regulation but which satisfy the conditions for 

exemption provided for in Regulation (EC) No 358/2003.

Article 9 Period of validity

This Regulation shall enter into force on 1 April 2010.

It shall expire on 31 March 2017.

This Regulation shall be binding in its entirety and directly applicable in all 

Member States. Done at Brussels, 24 March 2010.

4. 일본

가. 1995년 관련 조항 개정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일본 역시 상호협정을 폭넓게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제

를 오랫동안 유지하였다. 그러나 독점금지법 집행의 범세계적 강화, 역외적용의 일

반화, 일괄 적용면제를 축소하는 세계적 동향에 따라, 1995년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보험회사 사이의 공동행위에 대해 엄격한 제한을 가하는 방향으로 정책방향을 대폭 

수정하였다.40)

일본 보험업법은 최근에 이르기까지 자주 개정되고 있다. 2014년 11월에는 인수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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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 및 자회 업무 관련 규제를 완화하였고, 2016년 5월에는 보험소비자(소위 가망객)

의 의사확인 및 필요정보 제공을 강화하였고, 보험대리점 등의 모집 관련 비행에 대

한 책임을 강화한 바 있다. 

나. 적용제외의 내용

현행 일본 보험업법은 손해보험에 한하여 금융청의 인가를 받아 독점금지법의 적

용을 배제하는 공동행위를 허용하고 있으며(동법 제101조), 특히 항공보험사업, 원자

력 보험사업, 자동차손해배상 책임보험사업, 지진보험계약에 관한 사업 고유의 업무

에 대하여 손해보험회사 사이의 공조를 허용하고 있다. 다만, 불공정한 거래방법의 

사용, 사업 활동에 대한 부당한 구속을 통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실질적으로 경쟁

을 제한함으로써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에는 공

정거래법의 적용제외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동법 제101조 단서).

이상의 보험종목 외에 보험인수와 관련하여 공동행위가 허용되는 경우로는, 위험

의 분산 또는 평준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손해보험회사 상호간에 재보험할 것을 미리 

정하여 두지 않으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현저한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때이다. 그 대상으로는 보험계약의 내용(보험료율에 관한 것 제외), 손해사정방법의 

결정, 재보험거래에 관한 상대방 또는 수량의 결정, 재보험료율 및 재보험에 관한 수

수료의 결정 등이다. 

한편 금융청은 공동행위를 함에 있어 공동행위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이

익을 부당하게 해치거나 부당하게 차별적이거나 가입 및 탈퇴를 부당하게 제한하거

나 또는 위험의 분산 또는 평준화 기타 공동행위를 행하는 목적에 비추어 필요 최소

한의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에는 인가하지 못하며(동법 제102조), 인가를 받은 공

동행위에 대해서도 인가조건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공동행위 내용변

경을 명령하거나 인가를 취소할 있다. 일본 또한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금융청의 

40) Tomonobu Yamashita, Insurance Business and Competition Law in Japan, 경쟁법연구 

제18권(2008), p. 435 이하.



기초연구 65

공동행위의 인가에 앞서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41)를 얻어야 한다. 공정거래위

원회는 동의 후에도 인가받은 공동행위의 내용이 보험업법 제102조에서 정한 조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금융청에 대하여 공동행위의 내용변경명령 또는 인가취소를 요

구할 수 있다(제105조).

다. 관련 법조문(제101조 ~ 제105조)

제101조 사적독점의 금지 및 공정거래의 확보에 관한 법률의 적용제외

① 사적독점의 금지 및 공정거래의 확보에 관한 법률의 규정은 다음 조 제1항의 인

가를 받아 하는 다음의 행위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불공정한 거래방법을 이

용하는 때,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함으로써 보험계약자 혹

은 피보험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하게 되는 때, 또는 제105조 제4항 규정에 따른 공

시가 있은 후 1월이 경과한 때(동조 제3항의 청구에 응하여 내각총리대신이 제103조 

규정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 제외)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항공보험사업(항공기 혹은 항공기로 운송되는 화물을 보험의 목적으로 하는 보

험 또는 항공기 사고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는 책임에 관한 보험을 인수하는 사업

을 말하고, 항공기탑승 중인 자의 상해에 관한 보험인수에 관한 사업을 포함), 원자력

보험사업(원자력시설을 보험의 목적으로 하는 보험 또는 원자력시설의 사고로 발생

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에 관한 보험을 인수하는 사업을 말함), 자동차손해배상보장

법(1955년 법률 제97호)의 규정에 근거한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사업 또는 지진사

업에 관한 법률(1966년 법률 제73호)에서 규정하는 지진보험계약에 관한 사업의 고

유한 업무에 대해 손해보험회사가 다른 손해보험회사(외국 손해보험회사 등을 포함)

와 하는 공동행위

2. 전호 이 외의 보험인수에 관한 사업에서, 위험의 분산 또는 평준화를 위해 사전

에 손해보험회사와 다른 손해보험회사(외국 손해보험회사 등을 포함)와의 사이에 공

41) 우리 보험업법은 ‘사전 협의’라고 규정하여 문언상으로 일본의 동의보다 옅게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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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하여 재보험할 것을 정해 두지 않으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현저하게 불

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 재보험계약 또는 그 재보험에 관한 

보험계약에 대해 다음 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손해보험회사가 다른 손해보

험회사(외국 손해보험회사 등을 포함)가 하는 공동행위

가. 보험약관의 내용(보험료율에 관한 것은 제외)의 결정 

나. 손해사정방법의 결정

다. 재보험의 거래에 관한 상대방 또는 수량의 결정 

라. 재보험료율 및 재보험에 관한 수수료의 결정

② 제105조 제3항 규정에 따른 청구가 공동행위 내용의 일부에 대해 이루어진 때

에는 그 공동행위의 내용 중 그 청구에 관한 부분 이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전항 단서

(동조 제4항 규정에 따른 공시에 관한 부분에 한함)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항 본문 

규정의 적용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102조 공동행위의 인가

① 손해보험회사는 전조 제1항 각 호의 공동행위를 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내각총리대신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내각총리대신은 전항의 인가신청에 관한 공동행위의 내용이 다음 각호에 적합

하다고 인정하는 때가 아니면 동항의 인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하지 않을 것

2. 부당하게 차별적이지 않을 것

3. 가입 및 탈퇴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을 것

4. 위험의 분산 또는 평준화 등 공동행위를 하는 목적에 비추어 필요최소 한도일 것

제103조 공동행위의 변경명령 및 인가의 취소

내각총리대신은 전조 제1항의 인가에 관한 공동행위의 내용이 동조 제2항 각 호에 

적합하지 않게 되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손해보험회사에 대하여 그 공동행위의 

내용을 변경할 것을 명하거나 그에 대한 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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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 공동행위의 폐지신고

손해보험회사는 공동행위를 폐지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내각총리대신에

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05조 공정거래위원회와의 관계

① 내각총리대신은 제102조 제1항의 인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공정거래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내각총리대신은 제103조 규정에 따른 처분을 한 때 또는 전조 규정에 따른 신

고를 수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02조 제1항의 인가를 받은 공동행위의 내용이 동조 제2

항 각 호에 적합하지 않게 되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내각총리대신에 대하여 제103

조 규정에 따른 처분을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전항 규정에 따른 청구를 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공시

하여야 한다.

라. 요약

일본 보험업법은 우리나라에 비해 적용제외를 매우 엄격하게 다루고 있다. 우선 

적용제외의 대상이 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엄격하게 제한한다. 즉, 항공보험, 원자

력 보험, 지진 보험 등 특정 보험회사의 위험인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거대위험과 관

련하여 위험의 분산 및 평준화를 위한 합리적 수단으로서 제한적으로 공동행위를 인

정하고 있다. 나아가서 이들 공동행위를 통해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되거나 보험계

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경우에는 공동행위를 허용하지 않

고 있다. 그 결과 일본은 사실상 경쟁제한적이거나 부당한 내용을 가진 보험회사 사

이의 상호협정을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경쟁제한성이나 부당

성이 없다면, 사업자들의 공동행위나 개별 사업자의 단독행위는 경쟁법상 일반적으

로 허용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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