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Ⅲ. 해외 보증연장 서비스 규제 현황 

본 장에서는 영국, 일본, 미국에서 보증연장 서비스에 대하여 어떻게 규제하고 있

는지를, 보험업 규제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도록 한다. 이를 위하여 우선 각국

의 법규에서 보험의 의미에 대해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알아보고, 나아가 각국에서 

보증연장 서비스를 보험상품 또는 보험계약으로 규제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

도록 한다.

1. 영국

가. 보험의 정의

영국의 금융서비스시장법(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2000)은 금융업의 대

상이 되는 것을 규제대상행위(Regulated Activities)로 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대상

행위의 구체적 유형에 대해서는 하위 규정인, 규제대상행위에 대한 명령(Regulated 

Activities Order)에서 정하고 있는데, 이에 의하면 보험계약의 체결 및 이행(Effecting 

and carrying out contracts of insurance)이 규제대상행위에 포함된다.15) 

여기서 보험계약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관하여, 정의 조항에서는 장기보험계약

(A contract of long-term insurance)과 일반보험계약(A contract of general insurance)

을 의미한다는 정도로 규정하고 있을 뿐,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정하고 있지 

않고16) 장기보험계약과 일반보험계약의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부록(Schedule)에서 

15) The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2000(Regulated Activities) Order 2001, Article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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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세부 보험 종목

일반보험계약

상해 보험(Accident) 
질병 보험(Sickness) 
육상 운송 보험(Land vehicles) 
철도 운송 보험(Railway rolling stock) 
항공 보험(Aircraft) 
선박 보험(Ships)
운송 중 물건 보험(Goods in transit)
화재 및 자연재해 보험(Fire and natural forces) 
재물 손상 보험(Damage to property) 
자동차 책임 보험(Motor vehicle liability) 
항공 책임 보험(Aircraft liability) 
선박 책임 보험(Liability of ships) 
일반 책임 보험(General liability) 

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해당 부록에서도, 장기보험계약과 일반보험계약의 의미에 대

한 구체적인 정의와 개념을 제시하기보다는, 해당 계약의 세부 종목들을 열거하고 있

다(<표 Ⅲ-1> 참조).

<표 Ⅲ-1> 영국의 보험 종목

16) The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2000(Regulated Activities) Order 2001, Article 3. 

(1) - “contract of insurance” means any contract of insurance which is a contract of 

long-term insurance or a contract of general insurance, and includes-

(a) fidelity bonds, performance bonds, administration bonds, bail bonds, customs bonds or 

similar contracts of guarantee, where these are-

    (ⅰ) effected or carried out by a person not carrying on a banking business; 

    (ⅱ) not effected merely incidentally to some other business carried on by the person 

effecting them; and 

    (ⅲ) effected in return for the payment of one or more premiums; 

(b) tontines; 

(c) capital redemption contracts or pension fund management contracts, where these are 

effected or carried out by a person who-

    (ⅰ) does not carry on a banking business; and 

    (ⅱ) otherwise carries on a regulated activity of the kind specified by article 10(1) or (2); 

(d) contracts to pay annuities on human life; 

(e) contracts of a kind referred to in article 1(2)(e) of the first life insurance directive(collective 

insurance etc.); and 

(f) contracts of a kind referred to in article 1(3) of the first life insurance directive(social insurance); 

but does not include a funeral plan contract(or a contract which would be a funeral 

plan contract but for the exclusion in article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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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세부 보험 종목

신용 보험(Credit) 
보증 보험(Suretyship) 
기타 재무적 손실 보험(Miscellaneous financial loss) 
법률 비용 보험(Legal expenses) 
지원 보험(Assistance)

장기보험계약

생명 및 연금 보험(Life and annuity) 
결혼 및 출생 보험(Marriage and birth) 
연계 장기 보험(Linked long term) 
영구적 건강 보험(Permanent health) 
톤틴 보험(Tontines) 
자본 상환 보험(Capital redemption contracts) 
연금 기금 관리 보험(Pension fund management) 
단체 보험(Collective insurance etc.) 
사회 보험(Social insurance)

자료: The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2000(Regulated Activities) Order 2001, Schedule 1 Contracts 
of Insurance

영국의 보험법(The Insurance Act 2015)과 소비자보험법(Consumer Insurance 

(Disclosure and Representations) Act 2012)에서도 보험이나 보험계약에 대한 정의 규

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는 않다.

한편 영국의 금융감독당국(Financial Conduct Authority, 이하 “FCA”)은 보험계약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침을 두고 있는데(The Perimeter Guidance 

manual, Chapter 6, ｢Guidance on the Identification of Contracts of Insurance｣, 이하 

“PERG”), 이에 의하면 보험계약의 주된 개념은, 공급자(Provider)가 발생 여부 또는 

발생 시기가 불확실하고 수혜자(Recipient)의 이익에 반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수혜자에게 금전 또는 그에 상응하는 혜택을 제공하기로 하고 그에 대해 일정한 대가

를 지급받는 계약으로 이해할 수 있다.17)

FCA는 보험계약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에 따라 판단

하고, 특히 제공자 또는 소비자의 의도·목적보다 제공자가 부담하는 의무의 실질을 

중시한다.18) 또한 계약의 주된 목적에 따라서가 아니라 계약을 전체로 보아 판단한

17) PERG, Article 6.3.4

18) PERG, Article 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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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원칙을 제시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제공자가 계약상 여러 종류의 의무를 부담

하고 이들 중 보험 의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험 의무가 다른 의무에 비하여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해당 계약 전체가 보험계약에 해당한다

고 본다.19)

나. 보증연장 서비스에 대한 보험 규제 여부20)

보험계약의 개념에 대한 FCA의 규제 지침인 PERG에서는 보험계약과 명확히 구분

하기 어려운 계약 유형들을 몇 가지 예시하면서 보험계약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

데, 보증 서비스에 대한 내용도 이에 포함되어 있다. PERG는 보증 서비스와 관련하

여, ① 판매자·공급자가 제공하는 단순 보증 서비스와, ② 제3자가 독립적으로 제공

하는 보증 서비스 및 확대된 보증 서비스로 구분하고, 각각의 보험계약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1) 단순 보증 서비스(manufacturers’ and retailers’ warranties)

우선 판매자·공급자가 제공하는 보증 서비스에 대해서는, 제품 또는 서비스의 판매

자나 공급자가 해당 제품 또는 서비스의 질(Quality)에 관하여 부담하는 일반적인 의무

와 동일한 성질을 지닌 경우에는 보험계약으로 보지 않겠다는 것이 FCA의 입장이다.21)

19) PERG, Article 6.5.4 및 Article 6.6.7

20) 한편 영국에서는 보증연장 서비스에 대해 보험 측면이 아니라 경쟁법적 측면에서의 규제도 

별도로 하고 있음. The Supply of Extended Warranties on Domestic Electrical Goods 

Order 2005에서는, 판매자가 국내 전자 제품에 대한 보증연장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

우 준수해야 할 사항들(예를 들어, 판매자는 제품 가격을 게시함에 있어 관련 보증연

장 서비스의 가격과 기간도 명확하게 게시해야 하고 보증연장 서비스를 다른 곳에도 

구매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을 게시해야 함)에 대해 정하고 있으며 또한 국내 전자 제

품에 대한 다양한 보증연장 상품의 가격을 비교해볼 수 있는 온라인 웹사이트

(www.compareextendedwarranties.co.uk.)도 운영하도록 함. 그러나 본고에서는 보험 측

면의 규제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도록 함

21) PERG, Article 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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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제품 또는 서비스의 판매자나 공급자가 해당 제품 또는 서비스의 질에 관

하여 부담하는 일반적인 의무와 동일한 성질을 지닌 경우’와 관련하여서는, 판매자가 

그러한 종류의 제품 또는 서비스의 질에 관하여 지는 법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함이거

나 그와 합리적인 관계가 있는 경우, 또는 그러한 종류의 제품 또는 서비스 판매를 위

한 계약에 따라 질 또는 적합성(Fitness)에 관한 일반적인 의무를 지는 경우가 이에 해

당한다고 보고 있다.22)

2) 제3자가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보증 서비스 및 확대된 보증 서비스 

(separate warranty transactions and extended warranties)

한편 FCA는 제3자의 보증 서비스(판매자·공급자가 아닌 제3자가 의무를 부담하

는 경우) 또는 확대된 보증 서비스(제품 또는 서비스의 질에 관한 판매자의 일반적인 

의무보다 그 내용, 범위 또는 기간이 현저히 확장된 경우)의 경우에는, 이를 보험계약

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다.23)

제3자의 보증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FCA는 해당 보증 서비스의 제공자가 판매자·

공급자의 계열회사인 경우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본다.

제품 또는 서비스의 질에 관한 판매자의 일반적인 의무보다 그 내용이나 범위가 

현저히 확장된 경우와 관련해서는, 예를 들어 냉동고의 제조사·판매사가 단순히 냉

동고의 질에 관한 보증을 제공하는 것에서 나아가 냉동고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

으로 인해 발생한 음식 손실까지 고객에게 보상해주기로 약정하는 경우에는 보험계

약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22) PERG, Article 6.7.10 

23) PERG, Article 6.7.11 및 Article 6.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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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소결

이처럼 영국에서는 FCA의 지침을 통해 보증연장 서비스의 보험계약 해당 여부에 

대해 다루고 있는데, 이에 의하면 우선 제품의 제조사·판매사가 아닌 제3자가 제공

하는 보증연장 서비스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으로 규제된다는 것이 명확하다. 

한편 제품의 제조사·판매사가 서비스 제공 주체가 되는 경우에는, 이것이 제조

사·판매사로서 제품의 질이나 적합성에 대하여 부담하는 일반적인 의무와 동일한 

성질을 지닌 정도라면 보험계약으로 보지 않지만, 그러한 일반적인 의무보다 그 내

용, 범위 또는 기간이 현저히 확장된 경우(Significantly more extensive in content, 

scope or duration)에는 보험계약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어떠한 경우가 

그 내용, 범위, 또는 기간이 ‘현저히 확장’된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 기

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아서, 이는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필요

한 문제로 보인다.

2. 일본

가. 보험의 정의

일본 보험업법에서는 보험업에 대하여 “사람의 생존 또는 사망에 관하여 일정 금

액의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보험료를 징수하는 보험(생명보험)과 일정한 

우연한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를 전보할 것을 약정하고 보험료를 징수하는 보험

(손해보험)을 인수하는 사업”이라고 정의하고 있다.24)

24) 保険業法, 第二条　この法律において ｢保険業｣とは, 人の生死に関し一定額の保険金を支

払うことを約し保険料を収受する保険, 一定の偶然の事故によって生ずることのある損害

をてん補することを約し保険料を収受する保険その他の保険で, 第三条第四項各号又は第

五項各号に掲げるものの引受けを行う事業 をい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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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보증연장 서비스에 대한 보험 규제 여부

1) 일본 금융청의 감독지침

한편 보증 서비스와 관련하여 일본 금융청(金融庁)의 감독지침에서는 물건의 제

조·판매에 부수하여 그 고객에게 해당 상품의 고장 시 수리 등을 하는 서비스를 행

하는 경우에는 보험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일본 금융청은 법적 근거 없이 사실상의 보험을 판매하고 

있는 일본 내 무인가 공제 사업에 대한 검사 및 감독을 위해 ｢소액단기보험업자에 대

한 감독지침｣(少額短期保険業者向けの監督指針)을 제정하였는데,25) 이에 의하면 해

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보험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일본 보험업법 제2조 제1항

(앞서 살펴본 정의 조항)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하되, 그와 관련하여 몇 가지 유의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사고 발생에 관계없이 미리 금전을 징수하고 사고 발생 시 용역인 서비스

를 제공하는 형태가 보험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다루고 있는데, 이에 대해 “해

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약정의 내용, 해당 서비스의 제공 주체·방법, 기존에 해당 서

비스가 보험거래와 다른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지 여부, 보험업법의 규제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보험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고 하면서, “물건의 제

조·판매에 부수하여 그 고객에게 해당 상품의 고장 시 수리 등을 하는 서비스를 행

하는 경우에는 보험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26)

25) 기존에 보험업법의 적용 대상이 아닌 공제 중에서 별도의 근거법이 없는 공제의 경우 무

인가 공제로서 계약자 보호 등을 위한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문제 제기하

에, 보험업법상 소액단기보험업이라는 개념을 신설하고 그에 대한 감독지침을 마련한 것

임. 일본의 소액단기보험업 규제에서는, 근거법 없이 운영되는 공제의 보험회사 전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진입에 필요한 자본금 요건을 최저 1,000만 엔으로 낮추고, 면허제가 

아닌 등록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상품·자산운용 등에서 일반 보험회사와는 다른 규제와 

감독을 받음

26) ｢少額短期保険業者向けの監督指針｣, III-１-１　無登録等業者に係る対応
(1) 無登録で保険業を行っている者等の実態把握等

    (注２) 予め事故発生に関わらず金銭を徴収して事故発生時に役務的なサービスを提供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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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본 금융청의 법령적용사전확인절차 회답서

또한 일본 금융청은 금융기관의 법령적용사전확인절차(이른바 No Action Letter 제

도)를 통해 수리·교환 서비스 사업의 보험업 해당 여부에 대해 여러 차례 판단한 바 

있다.

수리·교환 서비스 사업이 보험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들을 보면, 일

본 금융청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고 있다.

 해당 수리·교환 서비스를 제공하는 약정의 내용이 용역의 제공 또는 대상 상품

과 동등한 대체품의 제공을 약속하는 것이고, 금전적인 손실 보전을 약속하는 

것은 아닐 것

 해당 수리·교환 서비스를 물건의 제조사·판매사가 직접 제공하거나, 실제 수

리·교환의 수행은 물건의 제조사·판매사로부터 위탁받은 제3자(수탁자)가 하

는 경우에도 수탁자가 물건의 제조사·판매사의 감독하에 있고 물건의 제조

사·판매사에게 정기적인 보고 의무를 지며 서비스 제공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

을 물건의 제조사·판매사가 지는 경우일 것 

 해당 수리·교환 서비스가 해당 물건의 제공에 밀접히 관련된 부수적인 거래라

고 할 수 있을 것

 기존의 수리 서비스와 유사한 서비스 또는 메이커 보증의 연장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

 책임준비금 적립이나 보험계리사의 관여 등 재무적 규제가 필요할 정도의 고액

의 역무 제공을 예정하고 있지 않을 것 

이러한 기준하에서 일본 금융청은 수리·교환 서비스 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험업 해당 여부를 판단하였다(<표 Ⅲ-2> 참조).

る形態については, 当該サービスを提供する約定の内容, 当該サービスの提供主体・方法, 

従来から当該サービスが保険取引と異なるものとして認知されているか否か, 保険業法

の規制の趣旨等を総合的に勘案して保険業に該当するかどうかを判断する  〭 なお, 物の製

造販売に付随して, その顧客に当該商品の故障時に修理等のサービスを行う場合は, 保険
業に該当しな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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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2> 일본 금융청의 회신 사례

구분 사안

보험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이동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그 이용자에 대하여 이동통신서비스의 

통신 회선에 연결하여 사용되는 장비가 고장·파손된 경우(이동

통신서비스 사용에 지장이 없는 파손, 도난·분실, 고객의 잘못

된 사용 또는 부적절한 유지 및 관리로 인한 고장 등은 보장 범위

에서 제외됨) 이를 수리·교환하는 서비스를 제공한 사안

 데이터 전송 서비스 제공자가 그 이용자에 대하여 광 액세스 서

비스 등에 직접 또는 Wi-Fi를 통해 연결되어 있는 기기가 고장·
파손된 경우(광 액세스 서비스 사용에 지장이 없는 파손, 도난·
분실, 이용자에게 고의·중과실이 있는 경우 등은 보장 범위에서 

제외됨) 이를 수리·교환하는 서비스를 제공한 사안

 주택설비기기를 판매하면서 고장 수리·교환 등의 보증기간을 

유료로 연장하는 서비스를 제공한 사안

 부동산을 시공·판매하면서 판매에 포함된 환기 팬 등의 설비기

기의 고장 시 수리·교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안

보험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제조자 보증기간이 종료된 후에 일정 기간 동안 해당 상품에 고

장이 발생할 경우 이를 수리·교환하는 서비스를 제3자가 제공

한 사안(해당 제3자가 직접 제품 구매자에 대해 연장 보증 서비

스의 주체가 됨)

가) 2013. 6. 19. 금융청의 법령적용사전확인절차(회답서)27) 

주택설비기기의 판매에 있어 소비자로부터 보증료를 징수하고 고장 수리·교환 

등의 보증기간을 연장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실제 수리·교환 서비스 운영은 판

매자로부터 위탁받은 제3자가 수행하는 경우에 대하여, 일본 금융청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이는 보험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① 본 서비스의 신청은 본건 제품 구입 시에 행해짐 

② 해당 회사는 본건 제품의 판매에 있어 10년간 무료 고장 수리·교환 서비스(메

이커 보증)를 제공하고 있고, 본 서비스는 본 해당 메이커 보증의 연장으로 자

리매김 했다고 볼 수 있음

③ 최종 사용자에 대한 본건 서비스의 책임 주체는 해당 회사로, 해당 회사 스스로

가 본건 제품의 고장 수리·교환 등을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27) 金融庁における法令適用事前確認手続(回答書) 平成25年６月19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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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본건 서비스의 운영에 있어서는 제3자(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있기는 하지만, 해

당 회사는 수탁자로부터 본건 서비스의 경영 상황에 대해 정기적으로 보고를 

받고 또 본건 서비스 운영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지도·시정하고, 개선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 해제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 해당 업무 위탁 계약 체결의 전제가 

되어 있음 

⑤ 기타 보험업법의 규제를 받게 할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음 

나) 2014. 3. 17. 금융청의 법령적용사전확인절차(회답서)28)

부동산 시공·판매 시 판매에 포함된 환기 팬 등의 설비기기가 고장난 경우 수리·

교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서비스 운영은 판매자로부터 위탁받은 제3자가 수행하는 

경우에 대하여, 일본 금융청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보험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 판단하였다.

① 본건 업무에 관하여 해당 회사와 소유자 사이에 체결되는 설비기기 수리 보증 

계약은 설비기기를 포함한 부동산의 시공·판매 계약 체결과 함께 체결되는 것임

② 본건 업무의 책임 주체는 해당 회사로 되어 있으며, 설비기기가 포함된 부동산

을 시공·판매하는 A사와는 다르지만, 두 회사는 모두 B사의 자회사이고 해당 

회사는 A사가 시공·판매 한 부동산에 대하여 도급 대금·구입 자금의 일부에 

관하여 소유자에 대한 대출 금융 사업이나 임대 보증 사업을 영위하는 등 양사

(및 양사의 모회사인 B사)가 실질적으로 일체로 부동산 관련 업무를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③ 본건 업무의 운영은 해당 회사에서 C사에 업무 위탁되어 있지만, 양사는 모두 B

사의 자회사이고 C사는 해당 회사의 금융 사업이나 임대 보증 사업에 따른 부동

산 임대 관리 사업을 실시하는 등 양사(및 양사의 모회사인 B사)는 실질적으로 

일체로 부동산 관련 업무를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④ 본건 업무 운영 중 설비 기기의 수리·교환은 C사에서 제3자인 수리업자에 재

28) 金融庁における法令適用事前確認手続(回答書) 平成26年3月17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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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위 수리업자는 C사를 통해 해당 회사에 대하여 수

리·교환 대응 상황 등에 대해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동시에, 해당 대응이 불충

분·부적절한 경우 해당 회사는 관리회사인 C사 및 수리업자에 지도를 실시하

고 개선이 되지 않는 경우 관리회사 및 수리업자의 변경 및 위탁 계약의 해제 등

의 조치를 할 수 있음 

⑤ 기타 보험업법의 규제를 받게 할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음

다) 2016. 1. 18. 금융청의 법령적용사전확인절차(회답서)29) 

(1월 15일자 조회서에 대한 회답)

이동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그 이용자에 대하여 이동통신서비스의 통신 회선에 연

결하여 사용되는 장비가 고장·파손된 경우 수리·교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서비스 

운영은 판매자로부터 위탁받은 제3자가 수행하는 경우에 대하여, 일본 금융청은 다

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보험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① 본건 업무에 관한 약정의 내용은 용역의 제공 또는 대상 기기와 동등한 대체품을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것이고, 금전적인 손실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님 

② (i) 본건 업무의 운영·고객 관리 등은 제휴업체에게 위탁되는데, 제휴업체는 

해당 회사의 감독하에 조회에 대하여 정기적인 보고 의무를 지며 수리·교환 

서비스 제공에 따른 최종 책임은 해당 회사가 지게 되기 때문에, 오로지 외부 위

탁에 의해 타인으로 하여금 수리·교환 서비스를 하게 하는 경우라고 보기 어

렵다는 점, (ii) 보증 대상 기기의 정상적인 작동은 이동통신서비스의 제공에 중

요한 부분이며, 보증 대상 기기에 고장·파손이 발생한 경우 수리 등을 실시하

고 고객이 이동통신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상황에 신속하게 복귀시킬 수 있

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합리성이 있다는 점, (iii) 본건 업무의 제공 대상 고객

은 해당 회사의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로, 해당 기기는 해당 회사가 제공하는 

이동통신서비스에 연결하여 사용되는 장비로 각각 한정되어 있으며, 대상 사유

29) 金融庁における法令適用事前確認手続(回答書) 平成28年1月18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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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이동통신서비스 사용에 지장이 없는 파손, 도난·분실, 고객의 잘못된 사

용 또는 부적절한 유지 및 관리로 인한 고장 등이 제외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

면 해당 회사가 실시하는 이동통신서비스의 제공에 밀접하게 관련된 부수적인 

거래라고 할 수 있음

③ 가전제품 등에 관한 수리 서비스, 가전제품 등의 제조·판매에 관련된 서비스 

제공 시스템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본 업무의 수리 서비스는 그러한 서비스 제

공 시스템에 유사한 것임

④ 본건 업무는 용역의 제공 또는 대체품의 제공을 1사고당 최대 4만 엔 상당을 상

한으로 하고 고액의 역무 제공을 예정하고 있지 않은 점에서 책임 준비금의 적

립과 보험 계리사의 관여 등의 재무 규제를 할 필요가 낮고, 기타 보험업법의 규

제를 받게 할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음

라) 2016. 1. 18. 금융청의 법령적용사전확인절차(회답서) 

(1월 14일자 조회서에 대한 회답)

데이터 전송 서비스 제공자가 그 이용자에 대하여 광 액세스 서비스 등에 직접 또

는 Wi-Fi를 통해 연결되어 있는 기기가 고장·파손된 경우 수리·교환 서비스를 제공

하면서 서비스 운영은 판매자로부터 위탁받은 제3자가 수행하는 경우에 대하여, 일

본 금융청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보험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① 본건 업무에 관한 약정의 내용은 용역의 제공 또는 대상 기기와 동등한 대체품

을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것이고, 금전적인 손실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님 

② (i) 본건 업무의 운영·고객 관리 등은 제휴업체에게 위탁되는데, 제휴업체는 

해당 회사의 감독하에 조회에 대하여 정기적인 보고 의무를 지며 수리·교환 

서비스 제공에 따른 최종 책임은 해당 회사가 지게 되기 때문에, 오로지 외부 위

탁에 의해 타인으로 하여금 수리·교환 서비스를 하게 하는 경우라고 보기 어

렵다는 점, (ii) 보증 대상 기기의 정상적인 작동은 광 액세스 서비스의 제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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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부분이며, 보증 대상 기기에 고장·파손이 발생한 경우 수리 등을 실시

하고 고객이 이동통신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상황에 신속하게 복귀시킬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합리성이 있다는 점, (iii) 본건 업무의 제공 대상 고

객은 해당 회사의 광 액세스 서비스의 계약자 및 동거친족으로, 해당 기기는 광 

액세스 서비스에 직접 또는 Wi-Fi를 통해 연결되어 있는 기기로 각각 한정되어 

있으며, 보증 사유에서 광 액세스 서비스 사용에 지장이 없는 고장·파손, 도

난·분실, 이용자의 고의·중과실이 있는 경우 등이 제외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

하면 해당 회사가 실시하는 이동통신서비스의 제공에 밀접하게 관련된 부수적

인 거래라고 할 수 있음

③ 가전제품 등에 관한 수리 서비스, 가전제품 등의 제조·판매에 관련된 서비스 

제공 시스템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본 업무의 수리 서비스는 그러한 서비스 제

공 시스템에 유사한 것임

④ 본건 업무는 용역의 제공 또는 대체품의 제공에 대해 상한을 설정하고 가장 비

싼 TV에서도 1사고당 최대 6만 엔 상당을 상한으로 하고 고액의 역무 제공을 예

정하고 있지 않은 점에서 책임 준비금의 적립과 보험 계리사의 관여 등의 재무 

규제를 할 필요가 낮고, 기타 보험업법의 규제를 받게 할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음

마) 2012. 5. 14. 금융청의 법령적용사전확인절차(회답서)30) 

제조자 보증기간이 종료된 후에 일정 기간 동안 해당 상품에 고장이 발생할 경우 

이를 수리·교환하는 서비스를 제3자가 제공하는 경우(해당 제3자가 직접 제품 구매

자에 대해 연장 보증 서비스의 주체가 된 사안이었음)에 대해서는, 일본 금융청은 다

음의 점을 고려하여 보험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① 해당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은 제품 구입자로부터 연장 보증 이행 청구

를 받은 경우 수리업자에게 수리를 위탁하고 사전에 상품 구매자로부터 수취한 

30) 金融庁における法令適用事前確認手続(回答書) 平成24年5月14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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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료를 재원으로 위탁처에 수리 대금을 지불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음 

② 소매 사업자가 제품 구매자에게 부담하는 연장 보증에 따른 의무와 관련하여 

해당 회사가 수리 업무와 콜센터 사업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회사가 제품 구매자에게 직접 연장 보증의무의 주체가 됨

③ 소매 사업자를 대리점으로 다수의 사람에게서 고장의 위험을 인수받음으로써 

위험의 집적을 도모하고, 이를 보험 기술을 사용하여 관리하는 방식으로 서비

스를 제공하는 것임 

④ 소매 사업자 등 제품 구매자에 대하여 민사법상 책임을 부담하는 자가 고객 서

비스의 일환으로 이러한 책임을 계약으로 확장하여 부담하는 경우와 달리, 이

러한 책임이 없는 제3자인 해당 회사가 계약에 의하여 상품 구매자로부터 상품

의 고장 위험만을 인수하여 위험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는 

본건과 같은 구조는 보험 거래와 다른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볼 수 없음

⑤ 대리점망을 구성하여 널리 고객을 모집하고 수리 금액에 상한을 마련하지 않고 

운영하는 본건 업무에 대해 보험업법으로 규제할 필요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움

다. 소결

일본에서는 물건의 제조·판매에 부수하여 그 고객에게 해당 상품의 고장 시 수리 

등을 하는 서비스를 행하는 경우에는 보험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금융청의 지

침에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일본 금융청은 법령적용사전확인절차를 통해 수리·교환 서비스 사업의 

보험업 해당 여부에 대해 여러 차례 판단하고 있는데, 해당 수리·교환 서비스가 해

당 물건의 제공에 밀접히 관련된 부수적인 거래라고 할 수 있는지, 해당 서비스가 기

존의 수리 서비스나 메이커 보증의 연장으로 인식되고 있는지, 해당 서비스가 금전적

인 손실 보전을 약속하기보다는 용역의 제공 또는 대체품의 제공을 약속하는 것이라

고 볼 수 있는지, 재무적 규제를 할 필요가 있는지 등의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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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의 제조사·판매사가 아닌 제3자가 수리·교환 서비스를 수행하는 경우에 대

하여서는, 실제로 고객과의 관계에서 서비스 제공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누가 지는 

것인지, 그러한 제3자가 제조사·판매사의 감독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

라 보험업 해당 여부를 달리 판단하고 있다. 즉, 고객에 대한 관계에서 제3자가 직접 

수리·교환 서비스 제공 의무의 주체가 된 경우에는 보험업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

지만, 실제 수리·교환 서비스를 제3자가 수행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제3자가 물

건의 제조사·판매사의 감독하에 있고 서비스 제공에 대한 최종적 책임을 제조사·

판매사가 지는 경우에는 이는 제조사·판매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와 마찬가지

로 취급하였다.

제조사·판매사가 제공하는 수리·교환 서비스의 범위와 관련하여서는, 일본 금융

청은 제품의 하자로 인한 고장뿐만 아니라 해당 제품의 정상적인 사용에 지장이 있는 

파손에 대하여 수리·교환을 해주는 경우에도 해당 제품의 제공에 밀접히 관련된 부

수적인 거래로서 보험업이 아닌 것으로 인정해준 사례가 있다(일본 금융청 회답서 중 

이동통신서비스 장비 사안, 데이터 전송 기기 사안).31) 다만 해당 제품의 사용에 지

장이 없는 파손, 도난·분실, 고객의 잘못된 사용 또는 부적절한 유지 및 관리로 인한 

고장 등은 보험이 아닌 서비스로서 제공할 수 있는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입장

인 것으로 보인다.32)

31) 2016. 1. 18. 금융청의 법령적용사전확인절차(회답서) 사안

32) 일본 금융청이 보험업이 아니라고 판단한 근거 중 하나로서 “보증 사유에서 서비스 사용

에 지장이 없는 파손, 도난·분실, 고객의 잘못된 사용 또는 부적절한 유지 및 관리로 인

한 고장 등이 제외되었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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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국

가. 보험의 정의

미국에서 보험계약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일방 당사자(보험회사)가 상대방 당사자

(피보험자)로부터 보험료를 지급받고 당사자들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특정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피보험자에게 금전적 가치가 있는 혜택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계약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33)

과거 미국의 판례와 학설에 의하면, 미리 대가를 지급받고 우연한 사고가 발생하면 

일정한 용역을 제공하는 용역제공계약이 보험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기준 등이 논의되었다.34)

1) 손해보상성 기준

용역제공계약이 보험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용역제공의 목적이 

손해보상(Indemnity)인지 여부를 고려한다. 제3자가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비용을 

전보하는 경우라면 손해의 보상이므로 보험계약에 해당할 수 있지만, 당사자가 직접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보험이 아니라 단순한 용역제공계약이라고 본다.

이와 관련하여, 의료용역의 제공 약정은 그 주된 목적이 단지 우연한 사고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는 것이기보다는 의료용역 제공 자체에 있다고 보아 보험계약

이 아니라고 판단한 판례가 있다.35)

33) John S Pruitt(2016)

34) 한기정(2015. 12)

35) Jordan v. Group Health Association, 107 F.2d 239(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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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제범위 기준

담보하는 사고가 용역제공자의 통제(Control) 범위 내에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보험계약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입장이다. 물건을 판매하는 자가 물건의 하자에 대해 

수리·교체할 것을 약정하는 것은, 위험이 판매자의 통제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이

것은 보험이 아니라고 본다. 만약 물건의 하자 이외의 사고로 인한 손해를 수리하는 

것이라면 이러한 위험은 판매자의 통제 범위 밖에 있기 때문에 보험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이와 관련하여, 자동차 제조자가 자동차의 하자를 수리해주겠다는 약정은 제조자

의 통제 범위 내의 위험이기 때문에 단순한 품질보증에 불과할 뿐 보험은 아니라고 

본 판례가 있고,36) 한편 타이어의 판매자가 타이어의 바람빠짐, 찢김, 흠 등에 대해 

수리·교체해주겠다는 약정은 바람빠짐 등이 판매자의 통제범위 밖의 위험이기 때문

에 보험에 해당한다고 본 판례가 있다.37)

3) 주된 목적 기준

용역제공계약의 주된 목적(Purpose)이 보험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보험계약 해당 여

부를 판단하는 입장이다. 용역제공계약에 보험의 요소가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

도 그것이 용역제공계약의 주된 목적이 아니라 부수적인(Incidental) 수준이라면 보험

으로 보지 않으며, 주된 목적이 보험인 경우에 보험계약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다.

이와 관련하여, 자동차 보유자로부터 일정 금액을 지급받고 자동차가 양호한 운행 

능력 상태에 있도록 유지·관리할 의무를 부담하는 화물자동차 관리계약을 체결하면

서 그에 따라 주차공간의 제공, 자동차세 지급, 정기적인 세차 및 도색, 자동차에 손

상 발생 시 수리 제공 등의 의무를 부담한 경우, 자동차 손상 시 수리 제공 부분은 보

험 요소가 있지만 자동차 관리계약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서 해당 계약의 주

36) Rayos v. Chrysler Credit Corp, 683 S.W. 2d 546(1985)

37) State ex rel. Duffy v. Western Auto Supply Co., 134 Ohio 163(1938)



42 연구보고서 2018-1

된 목적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계약은 보험이 아니라고 본 판례가 있다.38)

4) 규제필요성 기준

보험으로 규제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보험계약 해당 여부를 판단하

는 입장이며, 보험자의 불완전판매, 지급능력 부족, 불공정한 보험료 등의 위험을 제

거하는 것이 보험규제의 목적이라고 본다. 보험의 요소를 갖추었다고 하여 언제나 보

험으로 규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위와 같은 보험규제의 이유를 고려해서 필요한 경

우에만 규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지붕 자재를 판매하는 자가 그 하자에 대해서 수리·교체를 약정하면

서 이에 부수하여 시공 실수로 지붕이 새는 경우에 이를 수리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그 

부수적 수리 약정을 보험으로 규제할 것인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이는 보험으로 규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보험으로 취급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가 있다.39)

나. 보증연장 서비스에 대한 보험 규제 여부

1) 서비스계약 모델법(Service Contracts Model Act)

미국에서도 보증연장 서비스계약이 보험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논쟁이 

있어 왔고, 이에 1995년에 전미보험감독자협의회(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Commissioners, 이하 “NAIC”)에서는 보증연장 서비스에 대해 보험은 아닌 것으로 취

급하되 다만 해당 서비스 업계를 주 보험감독당국의 감독하에 두기로 입장을 정하고 

이러한 관점에서 서비스계약 모델법(Service Contracts Model Act)을 마련하였다.40)

38) Transportation Guarantee Company, Ltd. (A Corporation) v. Jellins, 29 Cal. 2D 242(1946)

39) GAF Corporation v. Country School Board of Washington Country, 629 F. 2d 981(1980)

40) 한편 1975년에 보증 관련 소비자 보호를 위해 Magnuson-Moss Warranty Act가 제정되었

는데, 이는 주로 보증인이 보증 조건 등을 상세하게 공시할 의무 등을 규제하고 있으며 

보험성 여부와는 관련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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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 내용

Section 1 적용 범위 및 목적(Scope and Purposes)

Section 2 정의(Definitions)

Section 3 사업 영위 요건(Requirements For Doing Business)

Section 4 보험 관련 공시의무(Required Disclosures - Reimbursement Insurance Policy)

Section 5 서비스계약 관련 공시의무(Required Disclosures - Service Contracts)

Section 6 금지행위(Prohibited Acts)

Section 7 자료보존의무(Recordkeeping Requirements)

Section 8 보험의 해지(Termination of Reimbursement Insurance Policy)

Section 9 보험회사의 의무(Obligation of Reimbursement Insurance Policy Insurers)

Section 10 규제 조항(Enforcement Provisions)

Section 11 규정 제정 권한(Authority to Develop Regulations)

Section 12 분리가능성 조항(Separability Provision)

<표 Ⅲ-3> NAIC 서비스계약 모델법의 구성

서비스계약 모델법은 서비스계약 판매에 관한 법적 기틀을 마련하고 서비스를 좀 

더 효율적으로 마케팅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장려함과 동시에 공정한 경쟁을 통해 소

비자를 보호하기 위함을 그 입법 목적으로 한 것으로 이해된다.41)

가) 서비스계약 모델법의 적용 범위

서비스계약 모델법의 대상이 되는 서비스계약은, “별도의 대가를 지급받고 특정 기

간 동안 자재 및 공정상의 하자(A defect in materials, workmanship) 또는 통상적인 마

모(Normal wear and tear)에 기인한 운영상 또는 구조상 결함의 경우에 해당 재물을 수

리, 교체, 유지하거나 수리, 교체, 유지에 관하여 보상하기로 하는 약정”을 의미한다.42)

동법은 서비스계약과 단순 워런티(Warranty)를 구별하고 있다. 제조사, 수입업자 

또는 판매사에 의해 무상으로 제공되는 것으로서, 대상 제품의 판매와 별도로 협상하

거나 분리되지 않고 그 판매에 부수하여 이루어지면서 부품의 하자, 기계적 또는 전

41) Nat Pope et al.(2014)

42) Section 2.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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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적 고장에 관하여 보상하거나 수리 또는 교체 등의 구제 조치를 보증하는 약정은 

단순 워런티에 해당한다고 하여43) 단순 워런티의 경우에는 서비스계약 모델법의 적

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또한 서비스계약이라 하더라도 대상 재물의 매매 시점 또는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체결되고 해당 재물의 가격이 주 보험감독당국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동법

의 적용이 배제된다. 

한편 제조사44)의 서비스계약의 경우, 서비스계약 모델법상의 모든 규제를 적용하

는 것이 아니라 일부 규정(공시의무 중 일부 조항, 보험 명칭 사용의 제한 조항, 구속

조건부 거래 금지 조항, 주 보험감독당국의 감독 권한 조항)만 적용하는 것으로 하면

서, 다만 제조사의 서비스계약에 대해 서비스계약 모델법의 적용을 전면 배제할지 여

부는 각 주가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정하고 있다.45)

나) 서비스계약에 대한 규제

서비스계약 모델법은, 동법상의 서비스계약에 대해 보험법규의 적용이 배제된다

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비스계약을 판매, 제공하는 자는 보험법규상 인가 요

건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46)

다만 서비스계약의 관리인(Administrator)47)은 주 보험감독당국에 등록(Registration)

을 하여야 한다.48)

43) Section 2. O

44) 서비스계약 모델법상 ‘제조자(Manufacturer)’에는, 실제로 해당 재물을 제조 또는 생산하여 

본인 명의 또는 상표로 판매하는 자뿐만 아니라, 제조 또는 생산하는 자의 100% 자회사 

또는 100% 모회사, 해당 재물을 직접 제조 또는 생산하지는 않지만 해당 재물을 본인의 

상호·상표로 판매하는 자, 타인의 상호·상표로 판매되는 재물을 직접 제조 또는 생산

하는 자 등이 포함됨(Section 2. E)

45) Section 1. C

46) Section 1. A의 Drafting Note 및 Section 3. E

47) 서비스계약을 관리할 책임이 있는 자를 의미하며, 서비스 제공 의무자와 동일인일 수도 

있고 계열회사인 경우도 있고 독립사업자인 경우도 있음

48) Section 3.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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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서비스계약 모델법은 서비스계약에 따른 충실한 의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

여 재무적 규제를 하고 있다. 즉, 서비스계약상 서비스를 제공할 계약상 의무를 부담

하는 자는 ① 인가받은 보험회사와 보험계약(Reimbursement insurance policy)을 체

결하거나, ② 보유 중인 서비스계약에 의한 총 수입(Gross consideration received)에

서 기지급 보상액을 차감한 금액의 40% 이상에 해당하는 준비금(Reserve)을 유지하

면서49) 보유 중인 서비스계약에 의한 총 수입에서 기지급 보상액을 차감한 금액의 

5% 또는 25,000 달러 중 높은 금액 이상의 금액을 주 보험감독당국에 예치하거나, ③ 

1억 달러 이상의 순 자산을 유지할 의무를 진다.50)

또한 서비스계약은 일정 사항을 기재해야 할 의무를 지는데, 주요 내용을 예시하

면, 서비스계약은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읽기 쉽게(10포인트 이상의 크기

로) 기재해야 하고, 서비스계약이 보험계약으로 담보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내

용과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불이행 시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 보험

계약으로 담보 받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계약으로 보장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기

재해야 한다. 또한 제품의 수리를 위해 사전 승인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해당 절차, 자

기부담금, 제한 또는 면책 요건, 해지에 관한 사항, 간접손해가 담보되는지 여부 등을 

서비스계약상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51)

서비스계약 제공자는 보험이나 보험으로 오인될 수 있을 만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

이 금지되며, 서비스계약의 판매 또는 광고와 관련하여 거짓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

는 내용을 기재하거나 중요한 내용을 의도적으로 누락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 금지된

다. 그리고 은행, 대출기관, 제품의 제조사·판매사는, 서비스계약의 구입이 대출이

나 해당 제품의 구입의 조건이 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52) 서비스계약 관리인은 거래

와 관련한 정확한 회계장부, 서류 및 기록(서비스계약서 사본, 고객의 이름 및 주소, 

서비스계약 제공자 주소, 청구 관련 기록 등)을 원칙적으로 담보가 끝난 기간으로부

49) 해당 준비금 계정은 주 보험감독당국의 검사 대상이 됨

50) Section 3. C

51) Section 5

52) Section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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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3년간 보관해야 할 의무를 진다.53)

한편 서비스계약이 보험계약으로 담보 받는 경우에는 서비스계약 모델법은 해당 

보험계약을 인수한 보험회사에 대해서도 일정한 의무사항을 부과하고 있는데, 즉 해

당 보험회사는 서비스계약이 종료되기 전까지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54)

주 보험감독당국은 서비스계약 제공자, 서비스계약 관리인, 보험회사 등에 대해 조

사 및 검사를 수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시정명령, 과태료(Civil penalty) 등의 조치

를 내릴 수 있으며, 관련 세부 규정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닌다.55) 

다) 서비스계약에 관한 각 주별 입법례

서비스계약에 관한 입법례는 각 주별로 상이한데, 일반적으로 보아 다음과 같이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표 Ⅲ-4> 참조).56)

유형 주

제1유형

Alabama, Arizona, Arkansas, California, Hawaii, Idaho, Illinois, Iowa, 
Louisiana, Maine, Maryland, Minnesota, Mississippi, Missouri, Nebraska, 
Nevada, New Hampshire, New Mexico, New York, North Carolina, 
Oklahoma, Oregon, South Carolina, Texas, Utah, Vermont, Washington, 
Wyoming

제2유형
Alaska, Colorado, Connecticut, Georgia, Kansas, Kentucky, Massachusetts, 
Montana, North Dakota, Ohio, Virginia, West Virginia, Wisconsin

제3유형
Delaware, Washington DC, Indiana, Michigan, New Jersey, Pennsylvania, 
South Dakota, Tennessee, Rhode Island

제4유형 Florida

<표 Ⅲ-4> 서비스계약에 관한 미국 각주별 입법례 유형

자료: Nat Pope et al.(2014), “Extended Warranties in the U.S. Marketplace: A Strategy for Effective 
Regulation”, Journal of Insurance Regulation, Vol. 33, No. 3

53) Section 7

54) Section 8

55) Section 10 및 Section 11

56) Nat Pope et al.(2014). 한편 동 자료에서는 Rhode Island에 대한 입법례를 누락한 것으

로 보이는데, Rhode Island 역시 서비스계약에 대한 아무런 규정이 없는 주로서 Category 

3에 해당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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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유형은, 적어도 한 분야(자동차, 주거용 또는 가정기기용 서비스계약)에 있어서 

NAIC의 서비스계약 모델법을 대부분 수용한 주로서, 미국 50개 주 중 28개 주가 이에 

해당한다.

제2유형은, NAIC의 서비스계약 모델법을 제한적으로만 수용한 경우이다. 서비스

계약에 대해 보험법규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 정도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

며, 서비스계약 모델법상 서비스계약에 대하여 적용되는 각종 규제(등록 의무, 재무

적 책임 관련 의무 등)에 대한 조항은 두고 있지 않다. 13개 주가 이에 해당한다.

제3유형은 서비스계약에 대해 아무런 규정이 없는 주로서, 8개 주와 DC의 경우이다.

마지막으로 플로리다(Florida) 주의 경우에는 서비스계약에 대해 가장 종합적인 규

제 법률을 두고 있는 주로서, 보험법규 안에 별도의 장을 두어 서비스계약에 대해 규

제하고 있다(Florida Statute Chapter 634). 여기서는 보증 서비스의 대상 제품별로 세 

가지 경우로 구분하여, 제1편에서는 자동차에 대한 서비스계약(Motor Vehicle 

Service Agreement Companies), 제2편에서는 주택 및 주택과 함께 판매되는 가정용 

기기에 대한 서비스계약(Home Warranty Associations), 제3편에서는 기타 가전제품 

및 전자제품에 대한 서비스계약(Service Warranty Associations)을 각각 규율한다. 

Florida Statute Chapter 634의 규제 내용을 몇 가지만 살펴보면, 우선 서비스계약 

제공자는 일정한 요건(순자산, 경영능력 등 기준)을 갖추고 주 보험감독당국으로부

터 인가를 받아야 한다. 재무적 요건과 관련하여서는 총 수입보험료의 일정 비율57) 

이상을 적립금으로 유보하거나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서비스계약 제공자는 

매년 주 보험감독당국에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주 보험감독당국은 정기적

으로 서비스계약 제공자를 검사할 수 있다. 또한 서비스계약 제공자는 당해 회사의 

임원 또는 지배주주에 투자하거나 자금 대여를 하는 것이 금지된다. 플로리다 주의 

입법례는 서비스계약 제공자에 대해 NAIC의 서비스계약 모델법보다 더욱 엄격하게 

규제하려는 취지인 것으로 이해된다. 

한편, 각 주별로 NAIC의 서비스계약 모델법을 적용하거나 서비스계약을 규율함에 

57) Motor Vehicle Service Agreement Companies의 경우 50%, Home Warranty Associations와 

Service Warranty Associations의 경우 25%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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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서비스계약의 담보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도 있다.

원래 NAIC의 서비스계약 모델법상의 서비스계약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자재 및 

공정상의 하자 또는 통상적인 마모에 기인한 운영상 또는 구조상 결함(The 

operational or structural failure due to a defect in materials, workmanship or normal 

wear and tear)’을 담보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런데 주에 따라 동 범위를 확대하여 ‘취급상의 우연한 손상(Accidental damage 

from handling)’도 서비스계약으로 담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뉴욕 주 보험법에서는 서비스계약의 정의에 대해 NAIC 서비스계약 모

델법상의 내용을 규정하면서 이에 덧붙여 서비스계약이 전압 급상승(Power surges) 

및 취급상의 우연한 손상(Accidental damage from handling)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해당 재물을 수리, 교체, 유지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58) 미주리 주, 네바다 주, 

메릴랜드 주, 아칸소 주, 아이다호 주, 오리건 주, 일리노이 주 등에서도 서비스계약으

로 취급상의 우연한 손상(Accidental damage from handling)을 담보할 수 있도록 법

에서 정하고 있다.59)

플로리다 주에서도 가전제품 및 전자제품에 대한 서비스계약에 대해 규율하는 

Florida Statute Chapter 634 제3편에서 동 법의 규제 대상인 서비스계약에 대해 자재 

및 공정상의 하자 또는 통상적인 마모뿐만 아니라 전압 급상승(Power surges), 취급

상의 우연한 손상(Accidental damage from handling)으로 인한 운영상 또는 구조상 

결함에 대해 수리, 교체, 유지하거나 수리, 교체, 유지에 관하여 보상하기로 하는 약정

58) N.Y. Ins. Law §7902 (k) “Service contract” means a contract or agreement, for a separate 

or additional consideration, for a specific duration to perform the repair, replacement or 

maintenance of property, or indemnification for repair, replacement or maintenance, due 

to a defect in materials or workmanship or wear and tear, with or without additional 

provision for indemnity payments for incidental damages, provided any such indemnity 

payment per incident shall not exceed the purchase price of the property serviced. 

Service contracts may include towing, rental and emergency road service, and may also 

provide for the repair, replacement or maintenance of property for damage resulting 

from power surges and accidental damage from handling

59) 뒤에서 살펴보듯이, 이 외에 휴대용 전자제품 보험 관련 입법례에서도 취급상의 우연한 손

상 등을 담보하는 서비스계약을 휴대용 전자제품 보험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경우가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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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정의하고 있다.60) 다만 플로리다 주 보험법상 서비스계약으로 취급상의 우연한 

손상을 담보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보험회사의 계약배상책임보험(Contractual liability 

policy)에 가입할 것이 요구된다.61)

원칙적으로 서비스계약은 도난, 분실 및 외부적 요인(External cause)으로 인한 손

해나 손실은 담보할 수 없는 것이지만, 취급상의 우연한 손상의 경우에는 제한적 범

위 내에서 서비스계약으로 담보가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다. 여기서 취급상의 우연한 

손상이라는 것은 해당 물품을 통상적이고 관례적으로 사용(Normal and customary 

use)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을 의미하며, 취급상의 우연한 손상에 대한 담보는 하자

(Defect)로 인한 담보에 부수적인 것이어야 하고 그 담보 기간 및 범위가 하자 담보보

다 크면 안 된다고 보고 있다.62) 

2) 휴대용 전자제품 보험 관련 법규(Portable Electronics Insurance Laws)

한편 미국의 다수 주에서는 휴대용 전자제품을 담보하는 보험에 대해 별도로 규율

하는 법규를 두고 있는데(Portable Electronics Insurance Laws),63) 동 법규상 휴대용 

60) Fla. Stat. §634. 401 (13) “Service warranty means any warranty, guaranty, extended 

warranty or extended guaranty, maintenance service contract equal to or greater than 1 

year in length or which does not meet the exemption in paragraph (a), contract 

agreement, or other written promise for a specific duration to perform the repair, 

replacement, or maintenance of a consumer product, or for indemnification for repair, 

replacement, or maintenance, for operational or structural failure due to a defect in 

materials or workmanship, normal wear and tear, power surge, or accidental damage 

from handling in return for the payment of a segregated charge by the consume.” 한편 

제1편의 자동차에 대한 서비스계약(Motor Vehicle Service Agreement Companies)과 제2

편의 주택 및 주택과 함께 판매되는 가정용 기기에 대한 서비스계약(Home Warranty 

Associations)의 담보 범위에는 취급상의 우연한 손상이 포함되지 않음. 취급상의 우연한 

손상은 일반적으로 중소형 전자제품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개념인 것으로 이해됨 

61) Fla. Stat. §634. 401 (13)(C) “All contracts that include coverage for accidental damage 

from handling must be covered by the contractual liability policy referred to in s. 

634.406(3).”

62) General Counsel Opinion 1-12-2006(#2), NY General Counsel Opinion No. 1-12-2006 

(NY INS BUL)

63) Janet L. Kaminski Leduc(2013. 8. 14)에 의하면 Alaska, Connecticut, Iowa, Ma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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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제품 보험의 범위에서 서비스계약을 배제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한 입법례들이 

있다.

예를 들어 노스캐롤라이나 주 법에서는 휴대용 전자제품 보험에 대해 “분실, 도난 

및 기계적 결함·고장·파손 또는 기타 유사한 손실 원인에 기인한 작동불능 중 하나 

이상에 대해 휴대용 전자 제품의 수리 또는 교체를 보장하는 보험”이라고 정의하면

서, 다만 “자재 및 공정상의 하자, 취급상의 우연한 손상, 전압 급상승 또는 통상적인 

마모로 인한 운영상 또는 구조상 결함에 대해 해당 재물에 대한 수리, 교체, 유지에 

한정된 담보를 제공하는 서비스계약 또는 연장보증은 제외된다”는 명시적 제외 규정

을 두고 있다.64) 델라웨어 주, 뉴저지 주, 로드아일랜드 주, 루이지애나 주, 웨스트 버

지니아 주, 뉴햄프셔 주 등에서도 동일한 내용의 조항을 두고 있다.

다. 소결

미국 NAIC 서비스계약 모델법에서는 보증연장 서비스에 대해 보험이 아닌 것으로 

취급하고 있다. 

다만 일정 정도 주 보험감독당국의 감독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즉 주 보험감독당

국에 등록을 해야 하고, 서비스계약에 따른 충실한 의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재무

적 요건, 영업행위 시 준수해야 할 사항 및 금지 행위 등에 대해 규제하고 있다. 한편 

제품의 제조사가 보증연장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공시의무, 주 보험감독당국

Massachusetts, Montana, New York, North Dakota, Texas, Wyoming의 10개 주를 제외한 

40개 주 및 DC가 휴대용 전자제품 보험 관련 법규를 두고 있음

64) North Carolina (N.C.G.S.) § 58-44A-1. “Portable electronics insurance. - Insurance providing 

coverage for the repair or replacement of portable electronics which may provide 

coverage for portable electronics against any one or more of the following causes of 

loss: (i) loss, (ii) theft, and (iii) inoperability due to mechanical failure, malfunction, 

damage, or other similar causes of loss. The term does not include the following:

a. A service contract or extended warranty providing coverage limited to the repair, 

replacement, or maintenance of property for the operational or structural failure of the 

property due to a defect in materials, workmanship, accidental damage from handling, 

power surges, or normal wear and t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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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감독 권한 등 일부 규제만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보험이 아닌 서비스계약으로 제공할 수 있는 담보 범위와 관련하여서는, 원칙적으

로는 제품의 하자나 통상적 마모로 인한 경우를 담보하는 것으로 하되, 주별 입법례

에 따라서는 이에 더하여 해당 제품을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우연한 

손상(Accidental damage from handling)의 경우에도 보험이 아닌 서비스계약으로 담

보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넓히고 있는 경우도 많다.65) 

65) 최근에는 서비스계약에 대한 규제 관련하여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비판

하는 견해도 있음. 보증연장 서비스는 해당 제품의 판매와 동시에 판매되기 때문에 이른

바 상황적 독점(Situational monopoly)이 존재하고 그로 인해 과다하게 높은 가격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는 단순히 보증연장 서비스 제

공자에게 공시의무를 부과하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으며, 영국의 사례와 같이 소비자

들이 쉽게 다양한 보증연장 상품의 가격을 비교해볼 수 있는 온라인 웹사이트를 만들고 

나아가 해당 제품의 판매와 동시에 보증연장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방안을 제

안하기도 함. 또한 보증연장 상품의 내용을 단순화·표준화하여 소비자의 이해를 돕고, 

각 주별로 보증연장 서비스에 대한 규제 정도나 내용이 상이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중

앙 차원에서 규제 기관(예컨대 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 또는 Federal Trade 

Commission 등)이 이를 일률적으로 규율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제안함(Nat 

Pope et al.(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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