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Ⅲ. 기초서류 준수의무와 과징금

1. 기초서류 준수의무의 의의

가. 기초서류의 의의 및 관련 규제

1) 기초서류의 의의: 보험상품을 구성하는 서류

보험업법은 기초서류의 의의에 대해서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보험업

법 제5조에서 보험업 허가 신청서 제출 시 첨부서류에 관하여 정하면서, ‘경영하려는 

보험업의 보험종목별 사업방법서, 보험약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의 산출방법서(이하 

“기초서류”라 함)’라고 정함으로써, 기초서류의 종류를 열거하고 있을 뿐이다.

한편, 보험업계에서는 기초서류란 보험상품을 구성하는 서류를 의미한다고 보고 있

다. 보험상품은 형체가 없는 무형의 상품이고, 보험약관, 보험료 산출표와 같은 서류에 

의해 그 계약의 내용이 구성되므로, 기초서류란 ‘보험상품(보험상품의 내용)을 구성하

는 기본적인 서류’라고 보는 것이다.35) 

보험업 허가 신청서 제출 시 제출하는 기초서류를 ‘원시 기초서류’라 한다.36) 보험

상품의 개발은 원시기초서류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보험회사가 보험업

법상 사업 허가를 받은 후 영업 수행 과정에서 새로운 기초서류를 작성하거나 기존의 

기초서류를 변경하는 것을 포괄하여 기초서류의 변경이라 한다. 기초서류 변경에 대한 

규제가 곧 보험상품 개발에 대한 규제이다.37) 

35) 정채웅(2017), p. 761

36) 이성남･김건(2003), p. 306 

37) 성대규･안종민(2015), pp. 566~567; 정채웅(2017), p. 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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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초서류 관련 규제의 연혁 및 현황

보험업법 제정 시에는 보험업 허가 시(원시기초서류 작성 시) 및 기초서류 변경 시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인가제도가 시행되었으나, 그 후 규제완화 차원에

서 인가의제제도를 도입하여 사실상 신고제도와 유사하게 운영하였다. 2003년 보험업

법 개정 시 명문으로 상품개발 시 원칙적으로 신고 의무를 부담하되, 일정한 조건에 부

합하는 경우에는 사후 보고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신고-보고제도’를 채택하였다. 

2010년 다시 법을 개정하여 일부 신고상품을 제외한 상품개발의 경우 보고의무를 폐

지하고 자율적으로 개발토록 하는 ‘신고-자율제도’를 채택하였다. 

<표 Ⅲ-1> 보험상품 규제 연혁 

연도 제도 내용

2003년 이전 인가의제제도

원칙적으로 기초서류에 대해서는 인가를 받도록 하되, 

판매 전 신고(File and Use), 판매 후 보고(Use and File), 

보고 불요(No File)로 나누어 보험회사가 위 3가지 중 한 
가지 방식을 이행하면 인가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
(실제 상품개발건수 중 약 96%는 판매 후 보고 또는 보
고 불요 상품이었음)

2003년 이후
2010년 이전

신고-보고제도

상품개발 시 원칙적으로 사전에 감독당국에 신고를 하
여야 하나, 감독당국이 정한 상품개발 기준에 부합하게 
개발되는 상품에 대해서는 먼저 판매한 후 매 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

2010년 이후 신고-자율제도
법률에서 정한 3가지 경우38)에만 사전 신고를 하도록 
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사전 신고는 물론 사후 보고의
무도 부과하지 않는 제도

2010년 보험업법 개정으로 기초서류에 대한 사전신고제도가 원칙적으로 폐지되고, 

그 대신 사후 감독이 강화되었는데, 기초서류 준수의무 및 관련 과징금 규정도 이때 함

께 도입되었다. 현재, 기초서류와 관련하여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의무는 보험업 허가 

38) 법령에 따라 도입되는 상품, 방카슈랑스 판매 상품, 보험계약자 보호가 필요한 경우{새로
운 위험 보장, 정부 보험료 지원, 기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우(표준사업방법서나 표준
약관을 준용하지 않는 경우, 저축성 보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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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허가신청서 등의 제출) 

제4조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
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회사가 취급하는 보험종목을 추가하려는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정관
2. 업무 시작 후 3년간의 사업계획서(추정재무제표를 포함한다)

3. 경영하려는 보험업의 보험종목별 사업방법서, 보험약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의 산출방법
서(이하 “기초서류”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 이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제127조(기초서류의 신고) 

① 보험회사는 취급하려는 보험상품에 관한 기초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보험회사는 기초서류를 작성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그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

신청 시 원시기초서류 제출 의무(보험업법 제5조), 보험상품 관련 기초서류 작성 및 신

고의무(보험업법 제127조),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보험업법 제127조의3), 기초

서류 관리기준 제정 및 준수의무(보험업법 제128조의2), 기초서류 작성･변경원칙 준수

의무(보험업법 제128조의3)으로 구성되고, 금융위원회는 기초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변경을 권고하거나 명령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가 법상 의무나 금융

위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재를 가할 수 있다.

<표 Ⅲ-2> 2010년 보험업법 개정 전후 기초서류 관련 규제 변화

2010년 보험업법 개정 전 2010년 보험업법 개정 후

∙ 인허가 신청 시 기초서류 제출의무(제5조)

∙ 기초서류 변경 시 신고의무(제127조)

∙ 기초서류에 대한 금감원의 확인(제128조)

∙ 인허가 신청 시 기초서류 제출의무(제5조)

∙ (원칙) 기초서류 작성의무(제127조)

(예외) 기초서류 변경 시 신고의무(제127조)

(법령개정에 의한 의무보험 도입, 방카슈랑
스 상품)

∙ 금융위 요청 시 기초서류 제출의무(제127조)

∙ 금융위의 기초서류 변경권고(제127조의2)

∙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제127조의3)

∙ 기초서류 관리기준 제정･준수(제128조의2)

∙ 기초서류 작성･변경 원칙(제128조의3)

∙ 금융위의 기초서류 변경 명령(제131조)

<표 Ⅲ-3> 보험업법상 기초서류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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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3> 계속

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령의 제정･개정에 따라 새로운 보험상품이 도입되거나 보험상품 가입이 의무가 되는 경우
2. 보험회사가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을 통하여 모집하는 경우
3. 보험계약자 보호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39)으로 정하는 경우
③ 금융위원회는 기초서류의 내용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보험
계약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보험회사에 대하여 기초서류에 관한 자료 제
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출의 절차 및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제127조의2(기초서류의 변경 권고)

①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가 제127조 제2항에 따라 신고한 기초서류의 내용 및 같은 조 제3

항에 따라 제출한 기초서류에 관한 자료의 내용이 제128조의3 및 제129조를 위반하는 경우
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초서류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권고는 그 내용 및 사유가 구체적으로 적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제127조의3(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보험회사는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28조(기초서류에 대한 확인) 

①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가 제127조 제2항에 따라 기초서류를 신고할 때 필요하면 「금융위
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의 확인
을 받도록 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가 제127조 제2항에 따라 기초서류를 신고하는 경우 보험료 및 책
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대하여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보험계리업자(이하 “독립계리업자”라 한다)의 검증확인서를 첨부하도록 할 수 있다.

제128조의2(기초서류 관리기준) 

① 보험회사는 기초서류를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 지켜야 할 절차와 기준(이하 “기초서류관리
기준”이라 한다)을 정하고 이를 지켜야 한다.

② 기초서류관리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초서류 작성･변경의 절차 및 기준
2. 기초서류의 적정성에 대한 내부･외부 검증 절차 및 방법
3. 기초서류 작성 오류에 대한 통제 및 수정 방법
4. 기초서류 작성 및 관리과정을 감시･통제･평가하는 방법 및 관련 임직원 또는 제181조제2

항에 따른 선임계리사의 역할과 책임
5. 그 밖에 기초서류관리기준의 제정･개정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보험회사는 기초서류관리기준을 제정･개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금융위원회는 해당 기준이나 그 운용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기준의 변경 또는 업무의 개선
을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한 사항 외에 기초서류관리기준의 작성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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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3> 계속

제128조의3(기초서류 작성･변경 원칙) 

① 보험회사는 기초서류를 작성･변경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을 포함하지 아니할 것
2. 정당한 사유 없는 보험계약자의 권리 축소 또는 의무 확대 등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
을 포함하지 아니할 것
3. 그 밖에 보험계약자 보호, 재무건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
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② 보험회사가 기초서류를 작성･변경할 때 그 내용이 제12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지 아니하면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지켜 작성･변경한 것으로 추정(推定)한다.

제131조(금융위원회의 명령권) 

① (생략)

②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의 업무 및 자산상황, 그 밖의 사정의 변경으로 공익 또는 보험계약
자의 보호와 보험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거나 보험회사의 기초서류에 법
령을 위반하거나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청문을 거쳐 기초
서류의 변경 또는 그 사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관하여 기초서류의 변경을 명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주: 밑줄은 중요한 규정에 대하여 저자가 임의로 표기한 것임

나. 기초서류의 종류

1) 사업방법서

사업방법서는 보험자가 영위하고자 하는 보험사업의 종류에 관하여 그 사업운용에 

관한 기본 방침을 정한 서류로서, 보험회사의 내부 기관에 대해서는 구속력이 있으나 

보험계약자에 대해서는 구속력이 없다.40) 보험업 감독규정은 보험업 허가신청 시 제

39) 보험업법 시행령 별표6 [기초서류의 신고대상(제71조 제1항 관련)]

    1. 보험회사가 이미 신고 또는 판매되지 않는 위험을 보장하거나 새로운 위험구분단위 등
을 적용하여 설계하는 경우. 다만, 다른 보험회사가 이미 신고 또는 판매하고 있는 보
험 상품의 경우는 제외한다.

    2. 법령에 따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험으로서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의 경우

      가.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농작물재해보험, 임산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양식수
산물재해보험

      나. 「풍수해보험법」에 따른 풍수해보험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험계약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40) 이성남･김건(2003), p. 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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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하는 원시 사업방법서 필수기재사항(제2-3조의2)과 종목별 사업방법서 필수기재사

항(제7-54조)을 구별하여 정하고 있으나 그 내용은 동일하다. 사업방법서 필수기재사

항에는 지역, 보험종목, 보험목적의 범위, 점포, 보험금액과 보험기간, 보험계약 체결 

절차, 보험료 수수 및 환급, 약관대출, 보험계약 변경 등에 관한 제반 사항이 포함된다. 

사업방법서 작성 시 준수사항은 생명, 손해 및 제3보험으로 나누어 정하고 있다(보험

업 감독규정 제7-55조 내지 제7-58조).

<표 Ⅲ-4> 사업방법서 필수기재사항

제2-3조의2(사업방법서의 기재사항) 

영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회사가 작성하는 사업방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보험업의 영위 지역, 영위하는 보험종목, 피보험자 또는 보험목적의 범위에 관한 사항
2. 점포, 사무소, 출장소 및 대리점에 관한 사항
3. 보험금액과 보험기간의 제한에 관한 사항
4. 피보험자 또는 보험목적의 선택과 보험계약체결의 절차에 관한 사항
5. 보험료의 수수, 보험금의 지급과 보험료등의 환급에 관한 사항
6. 재보험의 수수에 관한 사항
7. 보험계약에 대한 이익 또는 잉여금의 배당에 관한 사항
8. 보험약관의 규정에 의한 대출에 관한 사항
9. 보험금액･보험종류 또는 보험기간 등 보험계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보험목적의 위험상태와 검사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보험약관에서 보험회사가 정하도록 한 사항

제7-54조(사업방법서의 필수기재사항) 

보험회사는 영 별표 7 제3호에 따라 보험종목별 또는 보험상품별 사업방법서를 작성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보험업의 영위 지역, 영위하는 보험종목, 피보험자 또는 보험목적의 범위에 관한 사항
2. 점포, 사무소, 출장소 및 대리점에 관한 사항
3. 보험금액과 보험기간의 제한에 관한 사항
4. 피보험자 또는 보험목적의 선택과 보험계약체결의 절차에 관한 사항
5. 보험료의 수수, 보험금의 지급과 보험료 등의 환급에 관한 사항
6. 재보험의 수수에 관한 사항
7. 보험계약에 대한 이익 또는 잉여금의 배당에 관한 사항
8. 약관의 규정에 의한 대출에 관한 사항
9. 보험금액･보험종류 또는 보험기간 등 보험계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위험의 상태와 보험목적의 검사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약관상 보험회사가 정하도록 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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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험약관

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의미한

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이라 함) 제2조 1호}. 보험약관은 보험

회사가 여러 명의 보험계약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

한 계약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 

보험약관은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사이에 체결된 보험계약의 내용을 구성하며, 사

업방법서와 달리 보험계약자에게도 직접 그 효력을 미친다. 보험약관의 내용에 대해

서는 보험계약에 관한 사법(私法)인 상법 보험편이 적용되는데, 상법 규정에 따라 보험

자는 보험약관 교부･설명의무를 부담하고(상법 제638조의3), 약관의 내용이 상법 보

험편에서 정한 강행규정41)과 상충되는 경우 그러한 약관은 무효이며, 편면적 강행규

정의 경우 관련 약관 내용을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

는 경우에 무효가 된다(상법 제663조).42)

한편, 보험약관에 대한 행정적 규제의 근거법령은 보험업법과 약관규제법이다. 약

관규제법은 약관에 관한 일반법이므로, 약관의 일종인 보험약관에 대해서도 당연히 적

용된다. 따라서, 보험약관이 불공정약관에 해당하거나, 고객의 해제･해지권을 제한하

는 경우 약관규제법에 의해 무효가 되고(약관규제법 제6조, 제9조),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대상이 된다(약관규제법 제17조, 제17조의2). 

보험업 감독규정은 보험약관 필수기재사항(제7-59조)을 정하고, 보험약관 작성 시 

준수사항을 생명보험, 장기손해보험, 자동차보험, 제3보험으로 구별하여 정하고 있다

(제7-60조 내지 제7-63조). 보험약관 필수기재사항은 보험계약자의 권리･의무에 중대

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험약관에 일단 기재가 되면 그 내

41) 피보험이익 요건, 인보험에서 피보험자의 동의 요건, 보험사고의 불확정성 등에 관한 규정
이 이에 해당함

42) 상법 제663조(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금지) 이 편의 규정은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보
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한다. 그러나 재보험 및 
해상보험 기타 이와 유사한 보험의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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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은 보험계약자에 대해서도 구속력이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보험업법상 기

초서류 준수의무 위반에 해당할 뿐 아니라 보험계약자에 대한 관계에서 계약상 의무

를 위반한 것이 되어 민사상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표 Ⅲ-5> 보험약관 필수기재사항

제7-59조(보험약관의 필수기재사항) 

보험회사는 영 별표7 제3호에 따라 보험약관을 작성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
여야 한다. 

1.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할 사유
2. 보험계약의 무효사유
3. 보험회사의 면책사유
4. 보험회사의 의무의 범위 및 그 의무이행의 시기
5.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받는 손실
6. 보험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해지의 원인과 해지한 경우의 당사자의 권리의무
7. 보험계약자･피보험자 또는 보험금액을 취득할 자가 이익 또는 잉여금의 배당을 받을 권리

가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
8. 적용이율 또는 자산운용 실적에 따라 보험금 등이 변동되는 경우 그 이율 및 실적의 계산 

및 공시 방법 등
9. 예금자보호 등 보험계약자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3)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란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예정기초율과 보험

료의 계산에 관한 사항 및 책임준비금의 계산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 서류를 의미한

다.43)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통계자료를 기초로 적정하게 산

출되어야 하는바, 산출방법서에는 보험료, 책임준비금, 해약환급금의 계산에 관한 사

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보험업 감독규정 제7-64조). 

43) 이성남･김건(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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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6>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필수기재사항

제7-64조(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의 필수기재사항) 

보험회사는 영 별표7 제3호에 따라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를 작성하려는 경우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보험료의 계산에 관한 사항(보험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등 현금흐름방식을 적용해야 하는
    보험계약의 경우(법 제108조 제1항 제2호의 보험계약은 제외) 최적기초율을 기초로 장래
    현금흐름을 고려하여 보험료의 적정성을 분석한 결과를 포함한다). 다만, 제7-73조 제2항
    단서 조항에 따른 기업성 보험의 경우에는 보험요율 등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2. 책임준비금의 계산에 관한 사항(보험료적립금 산출 시에 적용한 이율, 위험률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3. 해약환급금의 계산에 관한 사항(해약환급금 계산 시에 적용한 이율, 위험률 및 해약공제액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4. 보험금 및 보험료가 변경되는 경우 그 계산에 관한 사항
5. 보증비용을 부과하는 경우 그 계산에 관한 사항

다. 기초서류 준수의무

1) 기초서류 준수의무(보험업법 제127조의3) 도입 배경

가) 개관

기초서류 준수의무를 정하고 있는 보험업법 제127조의3은 ‘보험회사는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간명하고 당위적인 규정만을 두고 있다. 기초서류

는 보험상품을 구성하는 서류이므로 보험회사가 기초서류에 기재된 내용을 준수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실제 위 규정이 도입된 배경을 살펴보면 

기초서류 준수의무 규정은 보험상품에 대한 사전규제 완화에 대응하는 사후규제 강화 

수단으로 도입된 것으로, 도입 당시 주된 제재 대상으로 삼고자 한 것은 보험회사의 보

험금 미지급이었다.

나) 보험상품 자유화에 따른 사후규제 강화

먼저, 보험상품 자유화에 따른 사후규제 강화 측면을 살펴보기로 한다. 2010년 보험

업법이 개정되기 전, 보험업법은 기초서류 신고의무에 대해서만 정하고 있었다.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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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보험회사가 금융위원회에 신고한 기초서류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도 신고

의무 위반에 준하는 것으로 보고 제재를 하는 것이 법리상 허용되는지가 문제되었고, 

이에 대한 제재를 위해서는 별도의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또한, 보험상품 자유화 방침에 따라 기초서류에 대한 신고의무가 원칙적으로 폐지되

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한 수단이 요구되었다. 

이를 고려하여 2010년 보험업법 개정 시 보험상품 자유화와 함께 기초서류 준수의

무를 명문으로 도입하게 되었다. 이는 보험상품을 자유롭게 개발하되, 그 내용을 엄격

히 준수하라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다. 

법 개정 당시 논의의 초점은 제재보다는 보험상품 자유화에 맞추어져 있었던 것으

로 보인다. 당시 정무위원장이 국회에 제출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경위’를 

보면 ‘보험회사가 취급 보험상품에 대한 기초서류를 작성하도록 하면서 일정한 상품

은 자율상품으로 하여 확인절차 대신 보험회사의 내부통제절차만 거치면 자율적으로 

개발･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소개하고 있으며, 그 관

련 조항으로 법 제127조, 제128조, 제127조의2, 제128조의2 및 제128조의3을 열거하

고 있고, 기초서류 준수의무에 관한 제127조의3의 취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점을 보면 기초서류 준수의무가 도입된 2010년 보험업법 개정은 보

험상품 자율화, 즉 규제완화를 주된 목표로 한 것이고, 그 대신 보험회사는 기초서류의 

내용을 적정하게 작성하고, 스스로 작성한 기초서류의 내용을 철저히 준수하라는 취지

였던 것으로 이해된다. 

다) 보험금 미지급에 대한 제재 필요성

기초서류 준수의무 규정 자체는 보험상품 자유화라는 규제완화의 틀에서 안전장치

로 마련된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제도 도입 전후 언론보도 등을 살펴보면 보험회사의 

보험금 미지급에 대한 고강도 제재 필요성이 기초서류 준수의무 및 관련 과징금 규정 

도입의 배경으로 작용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금융당국의 관점에서는 이러한 제재의 

필요성이 보험상품 자유화 못지않게 중요하게 고려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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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개정 추진 당시 금융당국은 법 개정을 통해 ‘기초서류 준수 의무 조항을 신

설하여 보험사의 기초서류 준수에 대한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고의적인 보험금 지급 

지연 및 부지급 등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Unfair Insurance Practice)에 대해서는 업

무정지 명령 등 행정처분 근거를 신설’한다는 점을 밝히며, 일본의 경우도 고의적인 보

험금 부지급을 소비자의 보험사기에 대응하는 보험사의 Unfair Insurance Practice로 

간주하고 업무정지 등 고강도 행정처분을 부과한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44) 

즉, 기초서류 준수의무 규정은 단순히 기초서류를 잘 지키라는 당부를 담은 원칙 규

정의 성격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보험회사의 불공정 관행에 대한 제재의 근

거 규정으로 도입된 것이고, 주된 제재 대상은 보험금 지급 지연 및 부지급 등이었다고 

볼 수 있다. 

라.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 시 제재

1) 제재 유형

2010년 보험업법 개정으로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가 보험업법에 도입되면서 

위반 시 제재에 관한 규정도 함께 도입되었다. 

보험회사가 기초서류 준수의무를 위반하여 보험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융위원회는 회사에 대한 주의, 경고, 시정명령 및 영업정지 등

의 제재를 할 수 있다(보험업법 제134조).45) 또한 해당 보험계약의 연간수입보험료의 

44)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08. 10. 21), “보험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45) 제134조(보험회사에 대한 제재) 

    ①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그 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규정･
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하여 보험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제4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에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제1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보험회사에 대한 주의･경고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한 주의･경고･문책의 요구
    2.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3. 임원(「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업무집행책임자는 제외한다. 

이하 제135조에서 같다)의 해임권고･직무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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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보험업법 제196조 제1항 제9

호), 보험회사의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 시 이사 등 임원에 대하여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보험업법 제 209조 제4항 33호).46),47) 과징금 부과기준에 대

해서는 기초서류 과징금 규정이 적용된다. 

2)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 시 과징금 부과기준

기초서류 관련 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은 검사 및 제재 규정에서 정하지 

않고, 별도의 규정인 기초서류 과징금 규정에서 정하고 있다. 검사 및 제재 규정은 ‘금

융업 관련 법령 및 감독규정에서 업권별･위반행위 유형별로 별도의 기준을 정하는 경

우 그 기준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는바(검사 및 제재규정 별표2. 과징금 부과기준 2. 

바.항), 위 규정에서 언급하고 있는 ‘별도의 기준’이 기초서류 과징금 규정이다. 

    4. 6개월 이내의 영업의 일부 정지
    ②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

간을 정하여 영업 전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청문을 거쳐 보험업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
    2. 허가의 내용 또는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영업의 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4. 제1항 제2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영업의 

전부정지를 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보험회사가 제1항에 따른 조치, 제2항에 따
른 영업정지 또는 허가취소 처분을 받은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
하도록 할 수 있다.

46) 제209조(과태료) ④ 보험회사의 발기인･설립위원･이사･감사･검사인･청산인, 「상법」 제386

조제2항 및 제407조제1항에 따른 직무대행자(제59조 및 제7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
함한다) 또는 지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중략)

    32. 제127조를 위반한 경우
    33. 보험회사가 제127조의3을 위반한 경우
    34. 보험회사가 제128조의2를 위반한 경우
    35. 보험회사가 제128조의3을 위반하여 기초서류를 작성･변경한 경우

47) 다만, 보험업법 제209조 4항은 ‘보험회사의 발기인 등의 보험업법 위반행위’에 관한 조항
인데, 여기에서 보험회사의 기초서류 관련 의무 위반 시 보험회사 발기인 등에 대한 과태
료 부과를 정하고 있는 점은 체계상 맞지 않는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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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산정 방식은 ① 기준금액 산정, ② 기준금액에 법정 부과비율을 곱한 법정부

과한도액 산정, ③ 법정부과한도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한 기본과징금 산정, ④ 가중 및 

감경을 통한 조정 및 ⑤ 최종 부과과징금 산정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다. 위 산정 방식 

중 기준금액을 정하고, 기준금액에 법정 부과비율을 곱하여 법정 부과한도액을 산정

하는 것(①, ②) 까지는 기초서류 과징금 규정도 동일하다. 

법정부과한도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기본과징금을 산정하는 것도 동일하나, 이

때 적용되는 부과기준율 산정 방법이 다르다(③). 검사 및 제재 규정은 위반행위의 내

용(동기, 방법), 위반행위의 정도(부당이득 규모, 피해규모, 시장에 미치는 영향), 위반

기간 및 회수를 고려한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라 산정된 점수를 기준으로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부과기준율 100%), 중대한 위반행위(부과기준율 75%), 중대성이 약한 위반

행위(부과기준율 50%)로 구별하여 부과기준율을 차등 적용하는 반면, 기초서류 과징

금 규정은 위반행위의 경중 및 위반자의 고의･과실 등 주관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유형

별로 다음과 같이 부과기준율을 정하고 있다. 

<표 Ⅲ-7> 기초서류 과징금 규정상 부과기준율

구분 고의 과실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법정 부과한도액의 100분의 

100

법정 부과한도액의 100분의 
75

중대한 위반행위
법정 부과한도액의 100분의 

75

법정 부과한도액의 100분의 
50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법정 부과한도액의 100분의 

50

법정 부과한도액의 100분의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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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8> 기초서류 과징금 규정상 위반행위 경중의 판단 기준

위반내용 및 정도 판단기준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 보험계약자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매우 중대하게 침
해한 경우 

- 보험거래 질서를 심히 문란하게 한 경우
- 법규의 금지사항을 회피하거나 잠탈한 경우
-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 규모가 현저한 경우
- 기초서류 신고의무를 회피하고자 한 경우
-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크게 저해하였거나 저해할 것으로 인정되

는 경우

중대한 위반행위
- 보험계약자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이익 침해가 중대한 경우
- 매우 중대하거나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 보험계약자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 침해가 경미한 경우
-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 규모가 미미한 경우
-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에 메치는 영향이 미미한 경우 

<표 Ⅲ-9> 기초서류 과징금 규정상 위반행위 기간에 따른 조정

위반행위 등의 기간 조정금액

3년 초과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150

2년 초과 3년 이하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120

1년 초과 2년 이하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110

9개월 초과 1년 이하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100

6개월 초과 9개월 이하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75

3개월 초과 6개월 이하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50

3개월 이하 기본 과징금의 100분의 25

기초서류 과징금 규정도 검사 및 제재규정과 마찬가지로 기본과징금을 기준으로 일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중 및 감경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감경사유로는 ① 감

독기관 인지 전 자발적 시정･치유(감경비율 30%), ② 감독기관 인지 전 자진신고 등 적

극 협조(감경비율 30%), ③ 재발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 구축(감경비율 50%), ④ 

공적48)이 있거나 경영실태평가 1등급인 경우(감경비율 10%)가 있으며, 이는 검사 및 

제재 규정과 동일하다. 가중사유는 ① 위반행위로 인한 부당이득액을 합리적으로 산정

48) 상훈법에 의하여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정부 표창규정에 의하여 장관 이상의 표창
을 받은 공적, 금융위위원장, 감독원장 또는 한국은행총재의 표창을 받은 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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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고 그 부당이득액이 기본과징금보다 큰 경우에는 그 초과 차액만큼 가중할 수 

있고, ②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다시 법규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는 가중할 수 있다(가중비율 10%, 누적 한도 50%). 

부과과징금 결정 시 과징금의 부과가 법 위반의 방지 또는 제재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 현저하게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중, 감경사유 조정 후 과징

금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액할 수 있고, 과징금 징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다. 이는 검사 및 제재규정과 동일하다. 한편 기초서류 과징금 

규정은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부당이득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고, 가중･감
경사유 조정 후 과징금이 부당이득액의 10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 이내

에서 감액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는 부당이득액에 비하여 과도하게 과징금이 산

정되는 경우 이를 조정하기 위한 규정이나, 감액은 금융위원회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

우에 한정되도록 하여 매우 제한적으로만 적용되도록 하였다. 

49)50)51)

<표 Ⅲ-10> 과징금 산정 방식 비교

항목 검사 및 제재 규정 기초서류 과징금 규정

법정부과
한도액

기준금액×부과비율 좌동

기본 
과징금

법정부과한도액×부과기준율 좌동

부과기준율: 중대성 정도에 따라 
차등(100%, 75%, 50%)

부과기준율: 고의 여부, 중대성 여부, 

위반 기간에 따라 차등
(150%

49)
~6.25%

50)
)

조
정
51)

가
중

부당이득액이 기본과징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차액 가중

좌동

특별이익 제공의 경우 특별이익 제공
금액이 기본과징금보다 큰 경우는 그 
차액, 특별이익 제공 약속의 경우 약
속금액의 50%가 기본과징금보다 큰 
경우는 그 차액 가중

과징금 부과처분 후 3년 내 법규위반
행위를 한 자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
는 경우, 부과처분 1회당 10% 가중, 누
적 50%까지 가중 가능

49) 고의에 의한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가 3년 이상 계속된 경우

50) 과실에 의한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가 3개월 이하 계속된 경우

51) 조정금액은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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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0> 계속

항목 검사 및 제재 규정 기초서류 과징금 규정

감
경

자발적 시정･치유(감경비율 30%) 

좌동

자진신고 등 적극적 검사협조(감경비
율 30%) 

재발방지조치(감경비율 50%) 

공적 또는 경영실태평가 1등급(감경비
율 10%)

부과
과징금 
결정

위반자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과징금 
부과가 제재목적 필요 범위를 벗어나 
현저히 과중한 경우 100분의 50 이내 
감액

좌동

조정 후 과징금이 자본금과 자본총액 
중 큰 금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 이내 감액
해당 없음

조정 후 과징금액이 위반행위로 인한 
부당이득액의 10배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부분 이내에서 감액 가능(단, 금
융위원회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좌동

위반자의 사정에 비추어 과징금 징수
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미부과 가능

좌동

기타

금융거래자 피해 배상 시 배상액 범위 
내에서 감액

좌동

다른 제재조치(형벌, 과징금, 과태료)

를 이미 받은 경우 해당 제재에 상응
하는 과징금 미부과

좌동

기준금액이 경미하고 위반기간이 5영
업일 이내인 경우 미부과 가능

좌동

조정 후 과징금에 100만 원 이하인 경
우 미부과 가능

좌동

공무원의 서면회신이나 행정지도 등 
공적 견해표명에 따라 위법행위를 한 
경우 미부과 가능

해당 없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위반행
위로서 금융기관 또는 금융소비자에 
미치는 영향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 과
징금 미부과 가능

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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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및 제재 규정과 기초서류 과징금 규정상 과징금 산정방식의 주된 차이점은 부

과기준율 산정 방식에 있고, 기초서류 과징금 규정이 부과기준율을 보다 세분화한 것

으로 볼 수 있다. 

2.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의 유형 및 제재 사례

가. 사례조사

1) 조사의 필요성 

기초서류 기재사항에는 보험계약과 관련한 중요사항은 물론 부수적인 사항들까지 

모두 포함되는데, 그 중 어느 하나라도 위반할 경우 이론상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에 

해당되므로, 위반 유형은 기초서류 내용만큼이나 다양하고 방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다 구체적인 검토를 위해 본 항에서는 실제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으로 제재를 받

은 사례들을 분석하여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의 유형을 파악해 보고, 각 유형별로 부

과된 과징금 규모를 살펴보기로 한다. 

2) 조사대상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의 유형 및 각 유형별･사례별로 부과된 과징금 규모를 살펴

보기 위하여, 2010년 보험업법 개정으로 기초서류 준수의무가 도입된 이후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으로 과징금이 부과된 사례들을 조사하였다. 

사례 선정을 위해 금융감독원 검사결과제재사이트52)에서 제공하는 ‘제재내용공시 

목록’에 기재된 2011. 1. 24.(기초서류 준수의무 규정 시행일)부터 2018. 4. 12.까지 제

재 사례 중, 제재대상기관이 보험회사이고, 제재조치 내용에 과징금이 포함된 제재 사

52) 금융감독원 검사결과제재(http://www.fss.or.kr/fss/kr/bsn/announce/openinfo_list.jsp)



48 연구보고서 2018-11

례의 ‘제재내용 공시’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여, 그 제재 사유로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

반(보험업법 제127조의3)’이 명시되어 있는 사례 46건을 수집하였다.53)

<표 Ⅲ-11>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 과징금 부과 사례

구분 제재 조치일 회사 제재 대상 행위54) 세부유형 과징금

1 2012. 1. 25. 한화손보 사업방법서 위반
상품구성기준/

보험료비중
210백만 원

2 2012. 4. 18. 현대해상 사업방법서 위반
상품구성기준/

보험료비중
보장성기준

128백만 원

3 2012. 6. 15. 동부화재 사업방법서 위반
상품구성기준/

보험료비중
13백만 원

4 2012. 6. 15. 메리츠화재 사업방법서 위반
상품구성기준/

보험료비중
부과면제

5 2012. 6. 26. 롯데손보 사업방법서 위반
상품구성기준/

보험료비중
20백만 원

6 2012. 6. 26. 삼성화재 사업방법서 위반
상품구성기준/

보험료비중
2백만 원

7 2012. 9. 14. 교보생명 사업방법서 위반
확정배당

원리금 부지급
(전산오류)

290백만 원

8 2012. 12. 14. 롯데손보 약관 위반 보험금 부지급 6백만 원

9 2013. 2. 15. AIA 사업방법서 위반
보험료

과다･과소 징수
221백만 원

10 2014. 3. 19. 알리안츠 산출방법서 위반

옵션매입비용
산출방식 위반/

책임준비금
적립업무 불철저

237백만 원

11 2014. 3. 26. LIG손보 사업방법서 위반 보장성기준 위반 5백만 원

12 2014. 3. 26. 동부화재

사업방법서 위반
공시이율 결정

부적정
820백만 원

약관 위반
갱신보험료

서면 안내절차 위반
부과면제

13 2014. 3. 26. 흥국화재 사업방법서 위반
상품구성기준/

보험료비중
3백만 원

14 2014. 8. 27. ING생명 약관 위반
재해사망보험금

부지급
49백만 원

53) 보험회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 사례의 제재내용을 일일이 확인하여 사례를 수집하는 과정
에서 일부 누락된 사례가 있을 수도 있으나, 원칙적으로 금융감독원 검사결과제재 사이트
에 게시된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 관련 과징금 부과사례에 대한 전수조사에 해당함을 전
제로 이하의 사례 분석을 실시하였음 

54) 동일한 내용이 2개 이상의 기초서류에 포함된 경우에는 검사결과제재사이트 게시 문건에 
대표로 기재된 위반사항에 따라 하나로 기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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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제재 조치일 회사 제재 대상 행위55) 세부유형 과징금

15 2014. 10. 22. 현대해상
약관 위반 보험료 과다 징수 61백만 원

산출방법서 위반 보험료 부당산출 32백만 원

16 2015. 1. 22. 한화생명 약관 위반
보험계약 부당해지

/보험금 부지급
24백만 원

17 2015. 9. 21. 미래에셋생명 약관 위반
보험계약 부당해지

/보험금 부지급
5백만 원

18 2015. 12. 30. 흥국화재 약관 위반 보험금 부당삭감 4백만 원

19 2016. 1. 27. AIA 약관 위반
보험료납입

최고업무 불철저
부과면제

20 2016. 2. 26. KB손보 약관 위반 보험금 부당삭감 22백만 원

21 2016. 2. 26. 롯데손보 약관 위반 보험금 부당삭감 5백만 원

22 2016. 2. 26. 메리츠화재 약관 위반 보험금 부당삭감 17백만 원

23 2016. 2. 26. 현대해상 약관 위반 보험금 부당삭감 10백만 원

24 2016. 3. 2. KB손보 산출방법서 위반 보험료 과소산출 27백만 원

25 2016. 3. 2. 현대해상 산출방법서 위반 보험료 부당산출 17백만 원

26 2016. 7. 14. 동부화재
약관 위반 보험금 부당삭감 34백만 원

산출방법서 위반 보험료 과소산출 92백만 원

27 2016. 7. 26. 농협손보
약관 위반 보험금 부당삭감 9백만 원

산출방법서 위반 보험료 과소책정 부과면제

28 2016. 10. 13. 라이나생명 약관 위반 보험계약 부당해지 1백만 원

29 2016. 11. 23. DGB생명 약관 위반
재해사망보험금

부지급
부과면제

30 2016. 11.23 PCA 약관 위반
재해사망보험금

부지급
3백만 원

31 2016. 11. 23. 메트라이프 약관 위반
재해사망보험금

부지급
6백만 원

32 2016. 11. 23. 신한생명 약관 위반
재해사망보험금

부지급
5백만 원

33 2016. 11. 23. 처브라이프 약관 위반
재해사망보험금

부지급
1백만 원

34 2016. 11. 23. 흥국생명 약관 위반
재해사망보험금 

부지급
6백만 원

35 2017. 5. 19. 교보생명 약관 위반
재해사망보험금

부지급/

설명의무 위반
428백만 원

<표 Ⅲ-11> 계속

55) 동일한 내용이 2개 이상의 기초서류에 포함된 경우에는 검사결과제재사이트 게시 문건에 
대표로 기재된 위반사항에 따라 하나로 기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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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1> 계속

구분 제재 조치일 회사 제재 대상 행위56) 세부유형 과징금

36 2017. 5. 19. 삼성생명 약관 위반
재해사망보험금

부지급/

설명의무 위반
894백만 원

37 2017. 5. 19. 한화생명 약관 위반
재해사망보험금

부지급/

설명의무 위반
395백만 원

38 2017. 9. 7. 삼성생명 약관 위반

이자지급업무 
부적정/

보험계약 부당해지/

보험계약특약 
부당해지/

보험금 지급 
안내업무 불철저

7,365백만 원

39 2017. 10. 12. 흥국생명 약관 위반
보험계약 부당해지

/보험금 부지급
7백만 원

40 2017. 10. 19. ABL생명 약관 위반
재해사망보험금 

부지급/

설명의무 위반
245백만 원

41 2017. 10. 19 KDB생명 약관 위반
재해사망보험금 

부지급
13백만 원

42 2017. 10. 19. 농협생명 약관 위반
재해사망보험금

부지급
2백만 원

43 2017. 10. 19. 동부생명 약관 위반
재해사망보험금

부지급
19백만 원

44 2017. 10. 19. 엠지손보 약관 위반 보험금 부당삭감 13백만 원

45 2017. 10. 19. 현대라이프 약관 위반
재해사망보험금 

부지급
20백만 원

46 2018. 2. 6. 교보생명 약관 위반

보험금 부당삭감
(미청구확약서

부당징구)/

책임준비금 
이자지급업무 

부적정/

보험료납입 면제업무 
부적정/

사고분할보험금 
가산이자 지급업무 

부적정

413백만 원

56) 동일한 내용이 2개 이상의 기초서류에 포함된 경우에는 검사결과제재사이트 게시 문건에 
대표로 기재된 위반사항에 따라 하나로 기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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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도입 직후인 2012년에 실시된 검사 결과 총 8건57)의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

사례에 대하여 제재가 이루어졌는데, 그 중 6건은 상품구성기준 및 보험료 비중 관련 

기초서류 기재사항 위반58)에 관한 것이었고, 1건은 보험금 부지급에 관한 건이었으며, 

나머지 1건은 확정배당원리금 부지급에 관한 건이었다. 과징금 최고액은 2012. 9. 14. 

확정배당원리금 부지급을 이유로 부과된 2억 9천만 원(사례 7)이었다. 

2013년에는 1건의 과징금 부과사례가 있었고,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기준에 위반하

여 보험료를 과다 또는 과소 영수한 사례59)로, 과징금 금액은 2억 2,100만 원이었다

(사례 9). 

2014년에는 총 6건의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사례에 대해 제재가 이루어졌고, 부과

사유도 옵션매입비용 산출방식 위반, 책임준비금 적립업무 불철저, 보장성기준 위반, 

공시이율 부적정, 갱신보험료 서면 안내절차 위반, 재해사망보험금 부지급, 보험료 과

다징수 등으로 다양해졌다. 과징금 최고 금액은 2014. 3. 26. 공시이율 부적정 산출을 

이유로 부과된 8억 2천만 원이었다(사례 12). 

2015년에는 총 3건의 과징금 부과사례가 있었고, 보험계약 부당해지 및 보험금 부

지급과 보험금 부당삭감 사례들이었다. 과징금 최고액은 한화생명에 부과된 2,400만 

원(사례 16)이었다. 

2016년에는 총 16건의 제재 사례가 있었는데, 상반기에는 보험금 부당삭감, 보험료 

과소책정, 계약 부당해지 등이 주로 문제된 반면(사례 19~27) 2016년 하반기에는 재해

사망보험금 부지급이 본격적으로 문제되었다(사례 29~34).다만 재해사망보험금 부지

급 문제에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었던 것에 비해 과징금 부과 규모 자체는 1백만 원~6

백만 원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과징금 최고액은 2016. 7. 14. 보험금 부당삭감 및 

57) 과징금 부과가 면제된 사례 4를 제외하면 7건임

58) 사례 2의 경우 상품구성기준 및 보험료 비중 외에 보장성 기준 관련 기초서류 기재사항 
위반도 인정되었음

59) 보험료를 금융기관 자동이체로 납입하는 경우 영업보험료의 2%를 할인하여 계산한 보험료
를 영수한다고 규정되어 있었음에도, 할인이 되지 않도록 보험료를 계산함으로써 과다 영
수하고, 일부 보험계약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과소 영수한 점이 문제된 사례임. 다만 할인
을 적용하지 않아 ‘과다’영수된 점은 이해가 되나, ‘과소’영수되었다는 점은 이해하기 어려
운데, 이에 관한 자세한 사실관계는 공개된 자료를 통해서는 파악할 수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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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과소책정을 이유로 부과된 1억 2,600만 원이었다(사례 26).

2017년 및 2018년(4월 12일 기준)에는 총 12건의 과징금 부과사례가 있었고, 그 중 

재해사망보험금 미지급에 대한 과징금 부과사례가 9건을 차지했다. 과징금 규모도 크

게 늘어나 2017. 5. 19.에는 교보생명, 삼성생명, 한화생명에 대하여 4억 2,800만 원

(사례 35), 8억 9,400만 원(사례 36), 3억 9,500만 원(사례 37)이 각각 부과되었고, 

2017. 9. 7.에는 삼성생명에 기초서류 위반에 대한 역대 최고 과징금 금액인 73억 

6,500만 원이 부과되었으며(사례 38), 2018. 2. 6.에도 교보생명에 4억 1,3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되었다(사례 46). 

다. 위반유형

1) 보험금 부지급(19건) 

보험금 부지급은 기초서류 위반 사례 중 보험계약자의 권리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

을 미치는 유형이다. 약관에서 보험금 지급 사유로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초서류의 하나인 보험약관의 기재사항을 위반한 것이 된다. 

보험금 부지급으로 인한 제재 총 19건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재해사망보험금 

부지급으로, 총 15건의 과징금 부과사례가 있다(사례 14, 29~37, 40~43, 45). 재해사

망보험금 부지급에 대해서 감독당국은 ‘약관에 자살면책제한 조항이 명시적으로 기재

되어 있어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책임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내부통제 부실 등으

로 위법행위를 시정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하여 보험소비자의 피해를 초래하는 등 재

해사망보험금을 부당하게 처리’하였다고 판단하였다.60) 그러나 재해사망보험금 부지

급 문제는 자살면책제한조항의 해석에 대한 다툼이 소송으로 이어져 대법원 판결에 까

지 이른 사안인바, 과연 보험회사가 고의적으로 약관의 기재내용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는 의문이 있다.

60) 사례 37의 “제재내용 공개” 기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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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2> 보험금 부지급 사례(사례 37)의 제재 대상 사실

보험회사는 보험약관에 기재된 사항에 따라 보험수익자에게 정확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등 기

초서류를 준수하여야 하는데도,

∙ 한화생명보험(주)(이하 ‘회사’라 함)는 1995. 11. 6. 이후 판매한 ‘무배당 베테랑 상해보험’ 

등 9개 상품의 주계약과 ‘무배당재해사망보장특약’등 23개 특약에 각각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 피보험자가 자살한 경우 재해사망보험금이 지급(이하 ‘자살면책제한 조

항’이라 함)되는 것으로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 검사대상기간 중 보험금 지급책임을 인지하고도 내부통제 부실 등으로 위법행위를 시정하

지 않고 장기간 방치하여 보험소비자의 피해를 초래하는 등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업무를 다

음(1)~(3)*과 같이 부당하게 처리함으로써, 

∙ 2011. 1. 24. ~ 2016. 5. 31. 기간 중 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 경과 후 자살하여 

보험수익자에 의해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경과 전에 정상적으로 보험금이 청구된 총 315

건에 대하여 보험약관 내용과 달리 재해사망보험금 120억 원과 보험금 부지급에 따른 지연

이자 38억 원(2016. 5. 31. 기준)등 총 158억 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주: (1)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책임 인지 후 부지급, (2) 보험금 지급 안내 부적정, (3) 소비자 피해방지 소홀 등 내부
통제 부적정으로 인한 보험금 부지급 방치

재해사망보험금 부지급 관련 첫 번째 과징금 부과 사례였던 2014년 ING생명 사례

(사례 14)의 경우 ‘제재사실 공개’ 내역에 과징금 산정방식이 명시되어 있었는데, 당시 

감독당국은 재해사망보험금 부지급을 ‘과실에 의한 행위’ 및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고 

부과기준율을 75%61)로 정하였다. 이후의 재해사망보험금 부지급에 대한 대부분의 제

재 사례에서는 ‘제제사실 공개’ 내역에 과징금 산정방식이 명시되지 않아 과징금 부과

기준이 되는 연간 수입보험료 규모나 적용된 부과기준율을 확인할 수 없었다. 다만, 일

부 사례의 경우 “(관련) 약관에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 피보험자가 자살한 

경우 재해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검사대상기

간 중 보험금 지급책임을 인지하고도 내부통제 부실 등으로 위법행위를 시정하지 않

고 장기간 방치하여...”라고 기재함으로써 재해사망보험금 부지급을 ‘고의에 의한 행

위’ 및 ‘중대한 위반행위’로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62) 

61) 개정 전 기초서류 과징금 규정은 중대성 기준을 “중대한 위반행위”, “보통의 위반행위”, 

“경미한 위반행위”로 구별하고 있었음. 현행 규정은 중대성 기준을 “매우 중대한 위반행
위”, “중대한 위반행위”,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로 구별하고 있음. 개정 전 규정상 “과
실에 의한 중대한 위반행위”는 현행 규정상 “과실에 의한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와 동일
한 의미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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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다른 보험금 부지급 사례(사례 8, 16, 17, 39)는 약관상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사례들이다. 사례 8의 경우 약관에서는 

‘이륜자동차를 소유･관리하지 않고 일회적으로 사용하던 중에 발생한 상해사고에 한

하여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음에도, 일회적 이륜자동차 사용 중 상해사

고로 보험금이 청구된 59건에 대해서 보험금 9,8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점이 문제

되었고, 2011. 1. 24. 이후 발생한 위반 건인 46건(미지급 보험금 5,500만 원)에 대하여 

과징금 600만 원이 부과되었다. 사례 16, 17 및 39의 경우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이 보

험사고와 인과관계가 없거나 해지권의 제척기관이 도과하여 보험금 지급의무가 존재

함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사례였다. 

보험금 부지급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상식적으로는 “미지급 보험금 금

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이 산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실제로는 기초서류 준수

의무에 관한 과징금 기준금액인 “해당 보험계약의 연간 수입보험료”가 적용된다. 따라

서, 과징금 규모는 미지급 보험금 금액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보험계약의 연간

수입보험료에 비례하게 된다. 위 19건의 사례의 미지급 보험금, 과징금 부과기준금액, 

과징금 금액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62) 현행 기준에 따르면 “고의에 의한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가장 높은 부과기준율(100%)

이 적용되는 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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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3> 보험금 부지급 사례의 미지급 금액과 과징금 비교

No 구분63) 회사 미지급 보험금(원금) 과징금 기준금액64) 과징금 부과금액65)

8 기타 롯데손보 5,500만 원 (미기재) 600만 원

14 재해 ING생명 (미기재)66) 357,239,592원 4,900만 원

16 기타 한화생명 1,700만 원 2억 7,800만 원 2,400만 원

17 기타 미래에셋생명 5,000만 원 (미기재) 500만 원

29 재해 DGB생명 5,500만 원 (미기재) 부과면제

30 재해 PCA 10억 9,500만 원 (미기재) 300만 원

31 재해 메트라이프 34억 2,800만 원 (미기재) 600만 원

32 재해 신한생명 17억 7,800만 원 (미기재) 500만 원

33 재해 처브라이프 4억 9,500만 원 (미기재) 100만 원

34 재해 흥국생명 12억 1,500만 원 (미기재) 600만 원

35 재해 교보생명 138억 원 (미기재) 4억 2,800만 원

36 재해 삼성생명 527억 원 (미기재) 8억 9,400만 원

37 재해 한화생명 120억 원 (미기재) 3억 9,500만 원

39 기타 흥국생명 1,800만 원 (미기재) 700만 원

40 재해 ABL생명 159억 원 (미기재) 2억 4,500만 원

41 재해 KDB생명 21억 8,700만 원 (미기재) 1,300만 원

42 재해 농협생명 17억 2,900만 원 (미기재) 200만 원

43 재해 동부생명 38억 8,700만 원 (미기재) 1,900만 원

45 재해 현대라이프 32억 7,200만 원 (미기재) 2,000만 원

63) 재해사망보험금 미지급은 ‘재해’, 기타 보험금 미지급은 ‘기타’로 표시함

64) 2011. 1. 24. 이후 당해 보험계약의 연간 수입보험료임

65) 사례 35, 36, 37, 40의 과징금 금액은 재해사망보험금 부지급에 대한 과징금(기초서류 기
재사항 준수의무 위반 과징금)과 재해사망보험금 부지급 관련 설명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
징금(보험업법 제95조의2, 보험업법 제196조)을 합산한 금액임. 각 항목별 과징금 금액 및 
산출내역은 공개된 자료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음

66) 전체 검사대상기간(2004. 3. 25. ~ 2013. 9. 13.)의 미지급 보험금 원금은 432억 2,900만 원
이었으나, 제재 대상 기간인 2011. 1. 24. 이후의 미지급 보험금 규모는 별도로 명시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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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4> 사례 14 과징금 산출 방식

구분 법정부과한도액 구간별 금액 기본부과율 과징금

법정부과
한도액

기준금액(357,239,592원)×법정최고부과비율(20/100)=71,447,918원

구간별
과징금*

2억 원 이하 71,447,819원 7/10 50,013,543원

기본과징금
(①)

(소계) 71,447,819원 - 50,013,543원

기본과징금
조정(1차)

(②)

[1단계 조정]
기본과징금의 75%(중대, 과실)

= 50,013,543원×75%
37,510,157원

[2단계 조정]

1차 조정 후 기본과징금의 
120%(2년 초과, 3년 이하)

= 37,510,157원×120%

45,012,188원

기본
과징
금의 
조정
(2차)

가중
여부

3년 내 금융관련 법 위반으로 과징금 부과
→ 기본과징금의 10% 가중(45,012,188원×10/100=4,501,219원)

감경
여부

해당사항 없음

조정 후
과징금(③)

∙ 기본과징금
∙ 가중금액 산정(+)

∙ 감경금액 산정(-)

45,012,188원
4,501,219원

0원
49,513,049원

과징금 산정액 백만 원 미만 절사 49,000,000원

주: * 구간별 과징금은 2017. 10. 18. 기초서류 과징금 규정이 개정되기 전 규정에서 정하고 있던 “기본부과율” 

적용에 따른 것임
자료: 사례 14 “제재내용 공개안”

사례 35~37, 40의 경우 다른 사례들에 비해 과징금 규모가 큰데, 이는 부지급 보험

금 규모가 크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제재사유로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 외에 

설명의무가 추가된 영향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개된 제재내용에는 과징금 산출에 

관한 세부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구체적으로 어떤 요인으로 인해 과징금 부과금

액이 달라진 것인지,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과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이 각각 얼마인지를 정확히 확인할 수는 없었으나, 설명의무 위반의 경우에는 

총 수입보험료를 기준으로 과징금이 산정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기초서류 준수의

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보다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이 더 높게 책정되었을 것으

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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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2014년도 사례인 사례 14는 기초서류에 대한 과징금 제재가 도입된 후 3년이 

경과한 시점에 부과된 반면(과징금 부과 대상 기간: 2년 초과 3년 이하, 조정비율 

120%), 2017년 과징금 부과 사례들(사례 35~37, 40~43, 45)은 제도 도입 후 6년이 경

과한 시점에 부과됨에 따라(과징금 부과 대상 기간: 3년 초과, 조정비율: 150%) 기준금

액 및 조정비율이 달라진 점 및 종전에 “과실”에 의한 행위로 평가하였던 보험금 미지

급을 2016년 이후 “고의”에 의한 행위로 평가하게 된 점도 과징금 규모 인상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2) 보험금 부당 삭감(9건)

보험금 부당삭감은 보험약관에 기재된 바에 따라 정확한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함에

도, 보험금 지급률을 임의로 조정하거나, 지급 항목 중 일부를 누락하거나, 그밖에 정

당한 근거 없이 보험금을 삭감하여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출된 금액보다 적게 지

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i) 후유장해지급률 등에 대한 의견 상충이 발생하여 담당 주

치의 소견 또는 제3의료기관의 감정을 요청하였음에도, 그 결과와 다르게 보상담당자

가 임의적으로 지급률 등을 적용하여 보험금을 과소 지급한 경우, (ii) 사망 시 보험가

입금액 전액을 지급하는 상품임에도 임의로 보험금을 삭감하는 등 삭감 지급에 관한 

정당한 자료 또는 근거 없이 보험금을 과소 지급한 경우, (iii) 골절수술 후 보험금 청구 

시 실손의료비 보험금만 지급하고 가입한 골절 진단비 또는 골절수술비 특약 정액보

험금을 미지급한 경우, (iv) 보험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과거 병력이나 직업변경 사실

을 알리지 않았음을 이유로 보험금을 과소 지급한 경우, (v) 암 수술 후 보험금 청구 시 

실손의료비 특약 보험금만 지급하고 함께 가입한 수술비 특약 보험금을 과소 지급한 

경우, (vi) 자동차사고로 인한 부상 위자료와 후유장애 위자료가 중복될 때에는 양자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는데도 적은 금액을 지급한 경우, (vii) 별도의 입증자료 

없이 고의사고 추정 등을 이유로 보험금을 삭감한 경우 등이 있다. 

보험금 부당삭감을 이유로 과징금이 부과된 사례는 총 9건(사례 18, 20~23, 2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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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46)이다. 이 경우 과징금은 부당 삭감된 금액이 아닌 관련 보험계약의 연간 수입보

험료를 기준으로 산정되고, 그 결과 부당 삭감액 규모와 과징금 규모가 비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15> 보험금 부당삭감 사례의 부당삭감금액과 과징금 비교

No 회사 건수 전체 보험금 삭감된 보험금
과징금 

기준금액67)
과징금 

부과금액

18 흥국화재 23 11억 4,000만 원 2억 1,000만 원 2,331만 원 400만 원

20 KB손보 97 9억 3,600만 원 2억 4,400만 원 (미기재) 2,200만 원

21 롯데손보 28 3억 5,600만 원 1억 9,100만 원 (미기재) 500만 원

22 메리츠화재 130 6억 5,800만 원 2억 400만 원 (미기재) 1,700만 원

23 현대해상 45 8억 5,500만 원 2억 700만 원 (미기재) 1,000만 원

26 동부화재 156 23억 6,100만 원 9억 1,400만 원 (미기재) 3,400만 원

27 농협손보 84 5억 5,800만 원 2억 4,300만 원 (미기재) 900만 원

44 MG손보 79 (미기재) 9,300만 원 (미기재) 1,300만 원

46 교보생명 9 (미기재) 2,100만 원 (미기재) -68)

예컨대, 사례 20과 사례 27의 경우, 삭감된 보험금의 규모는 거의 동일함에도 과징

금 규모는 2.5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이는 다른 가중･감경사유상의 차이점에 기인

한 점도 있겠으나 기본적으로는 관련 보험계약의 연간수입보험료 규모 차이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사례 18 및 사례 21의 경우 삭감된 보험금 규모는 다른 사례들에 

비해 크게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보험계약의 건수가 상대적으로 작다보니 과

징금 금액이 500만 원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 

보험금 부당삭감은 보험금 일부의 부지급으로서 그 기본적인 성격은 1)항에서 살펴

본 보험금 부지급과 동일하며, 보험회사의 법규 위반행위의 중대성 및 당해 위반행위

로 인해 보험회사가 얻은 이익은 관련 보험계약의 연간 수입보험료가 아닌 부지급(부

당삭감) 금액에 연동된다고 볼 수 있음에도, 부과되는 과징금은 부지급(부당삭감) 금액

67) 당해보험계약의 연간수입보험료임

68) 전체 과징금은 413백만 원이나, 이 중 보험금 부당삭감에 대한 과징금이 얼마인지는 명시
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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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는 전체 계약 건수, 전체 수입보험료 및 지급된 보험금을 포함한 전체 보험금 등 

다른 요인과 더 깊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3) 보험료 부당 산출･징수(6건)

보험료 부당 산출･징수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보험료를 산출하여 약관 및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료를 징수하여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보험료를 부당하게 과다 또는 과소 산출하거나 징수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컨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기재된 것과 다르게 위험등급을 적용

하여 보험료를 과다 또는 과소 부과하는 경우 보험료 부당 산출에 해당한다(사례 15, 

24~27). 반면 실손의료비 보장 무사고자 할인 특별약관상 할인율 산정 기간을 잘못 적

용하여69) 할인 대상 실손의료보험 계약에 할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여 보험료를 부당

하게 과다 징수한 경우 보험료 부당 징수에 해당한다(사례 9,70) 15). 즉, 보험료 부당 

산출은 요율 산출 과정 자체에 오류가 있는 경우로서 기초서류 중 보험료 및 책임준비

금 산출방법서 위반에 해당하고, 보험료 부당 징수는 요율 산출은 적정하게 되었으나, 

징수 과정에서 할인율 산정 등이 잘못된 경우로서 약관 위반에 해당한다. 

69) 무사고 판정기간의 종료일을 ‘최초계약 보험기간 종료일이 속한 달의 3개월 전 말일까지
의 기간’으로 적용하여야 함에도 ‘최초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의 90일 전일이 해당되는 달
의 말일’로 적용한 사례임

70) 다만 사례 9 관련 ‘제재내용 공시’에서는 할인요율을 잘못 적용한 행위를 약관 위반이 아
닌 사업방법서 위반으로 기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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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6> 보험료 부당 산출･징수사례 과징금 비교

No 회사 유형 건수
부당 산출･징수

보험료
과징금 

기준금액
과징금 

부과금액

9
AIA
71)

부당
징수

과다 3,723건 150만 원
(미기재) 2억 2,100만 원

과소 1,601건 20만 원

15
현대
해상

부당
산출

과다 232건 1,700만 원
238,077,530원 3,200만 원

과소 182건 1,300만 원

부당
징수

과다 1,524건 760만 원 610,904,261원 6,100만 원

24
KB

손보
부당
산출

과소 9건72) 2,200만 원 (미기재) 2,700만 원

25
현대
해상

부당
산출

임의73) 5건 3,200만 원 (미기재)
1,700만 원

과소 2건 1억 원 (미기재)

26
동부
화재

부당
산출

과소 13건74) 3억 1,000만 원 (미기재) 9,200만 원

27
농협
손보

부당 
산출

과소 1건 540만 원 (미기재) 부과면제
(1백만 원 미만)

앞서 본 보험금 부지급이나 부당삭감 사례와 비교해 볼 때 부당 산출･부과된 보험료

의 규모에 비해 과징금 부과액이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보험금 부지급이나 부당삭감

은 실제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 지급이 문제되는 개별 계약건과 관련하여 발생

하는 위반행위인 반면, 부당산출 및 징수 문제는 보험사고 발생여부와 관계 없이 현재 

유지되고 있는 관련 보험계약 전체에 적용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기준금액을 결정하는 

“해당 보험계약”의 범위가 더 넓어진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체 보험료 중 부당

산출된 금액은 극히 일부임에도 과징금은 전체 연간 수입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71) 사례 9의 경우, 기초서류 준수의무 규정 도입 전의 부당징수 규모는 과다징수가 1,144,545

건(2,807백만 원), 과소징수가 704,467건(1,219백만 원)이었으나, 기초서류 준수의무 규정 도
입 이후의 부당징수에 대해서만 과징금이 부과되었음

72) 단체상해보험으로, 총 피보험자 24,370명 중 1,675명의 직업분류 및 위험등급을 잘못 적
용하여 정상보험료보다 보험료를 적게 산출함

73) 보험개발원장이 제시한 수정요율을 사용하지 않고 재보험자와 협의한 보험요율을 임의로 
사용함

74) 8개사(보험계약자)와 13건의 단체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한 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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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험계약 부당해지(4건)

약관에서 정한 보험계약 해지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가 일방

적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보험계약의 부당해지에 해당한다. 예컨대, 고지의무 

위반이 보험사고 발생과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지의무 위반을 들어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

한다(사례 28). 이는 사업방법서 위반인 동시에 약관 위반에 해당한다. 부당해지는 단

독으로 발생하는 경우보다, 보험금 부지급과 함께 병행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더 일반

적인 것으로 보인다. 

사례 28의 경우 문제되는 보험계약의 건수(26건) 및 연간수입보험료(8백만 원) 규모

가 미미하여 과징금도 1백만 원만 부과되었으나, 실제로 보험계약의 부당 해지는 보험

금 부지급이나 부당삭감과 마찬가지로 보험계약자 측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

치는 사유라고 볼 수 있다. 

5) 상품구성 기준 및 보험료 비중 위반(7건)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상품 구성의 기준이나 보험료 비중을 위반하는 경우 사업방법

서 기재사항 위반으로 과징금 부과대상이 된다. 예컨대, 기업관련 종합보험상품의 사

업방법서에는 화재, 기계, 기업휴지 및 배상책임 보장 중 3가지 이상을 조합하여 판매

하도록 정하고 있고(상품구성 기준), 그 중 1개 담보의 보험료 비중이 전체 보험료의 

95%를 초과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음에도(보험료 비중)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방법

서 위반으로 과징금 부과대상이 된다(사례1~6, 13). 상품 구성 및 보험료 비중 위반을 

원인으로 한 과징금은 제도 도입 초기인 2012년에 집중 부과되었으나 2015년 이후에

는 이를 이유로 과징금이 부과된 사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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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타

앞서 제시한 사례들 외에도, 옵션매입비용 산출방식 위반(사례 10), 책임준비금 과

소적립(사례 10), 보장성 기준 위반(사례 2, 11), 공시이율 결정 부적정(사례 12), 갱신

보험료 안내절차 위반(사례 12) 등이 문제되었다. 이중 특히 문제가 되었던 사례는 공

시이율결정 부적정 등으로 8억 2천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되었던 사례 12이다.

사례 12의 경우 동부화재의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웰스 파트너보험’등 42개 금리연

동형 보험의 사업방법서에서 금리연동형 장기손해보험계약의 저축성 및 보장성보험

과 연금저축손해보험계약의 공시이율은 공시기준이율(해당 계정의 운용자산이익률과 

외부지표금리수익률의 가중평균)의 80~120% 범위 내에서 결정해야 함에도, 2010. 5. 

1. ~ 2011. 4. 30. 기간 동안 매월 금리연동형 보험계약의 공시이율을 결정하면서 기초

데이터 산출 오류 등으로 인하여 사업방법서에 기재된 산출방식 대비 최소 0.44%p, 최

대 1.49%p 높게 운용자산이익률을 산출하여 공시기준이율을 산정하였으며, 그 결과 

동 기간 중 2,376,745건의 금리연동형 보험계약(연간 수입보험료 1조 5,644억 원)에 

적용하는 최종공시이율을 공시기준율의 상한 범위보다 최소 0.1%p에서 최대 0.5%p 

높게 결정한 것이 문제된 사례였다. 

위 사례는 실무자의 엑셀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로 인해 공시이율이 잘못 산출

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내용이 경미하고 과실에 의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어 개정 

전 기초서류 과징금 규정상 조정 비율이 25%로 산정되었고, 위반기간도 3개월에 불과

하여 기간에 따른 부과비율도 최소비율인 25%가 적용되어 당시 과징금 부과기준 상 

가장 낮은 부과율인 6.25%가 부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준금액인 관련 보험계약의 

연간 수입보험료 자체가 9,477억 원에 이르는 고액이었던 관계로 최종 과징금 부과액

은 8억 2천만 원으로 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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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7> 사례 12 과징금 산출 방식

구분 법정부과한도액 구간별 금액 기본부과율 과징금

법정부과
한도액

기준금액(947,774,050,572원)×법정최고부과비율(20/100)=

189,554,810,114원

구간별
과징금1)

2억 원 이하 200,000,000원 7/10 140,000,000원

~20억 원 이하 1,800,000,000원 7/20 630,000,000원

~200억 원 이하 18,000,000,000원 7/40 3,150,000,000원

~2,000억 원 이하 169,554,810,114원 7/80 14,836,045,885원

기본과징금
(①)

(소계) 18,756,045,885원

기본과징금
조정(1차)

(②)

[1단계 조정]
∙ 기본과징금의 25%(경미, 과실)

  = 18,756,045,885×25%
 4,689,011,471원

[2단계 조정]

∙ 1차 조정 후 기본과징금의 25%

   (3개월 이하)

   = 4,689,011,471원×25%

1,172,252,868원

기본
과징
금의 
조정
(2차)

가중
여부

∙ 해당사항 없음

감경
여부

∙ 위반행위를 감독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스스로 시정 또는 치유한 경우 
30% 감경

조정 후
과징금(③)

기본과징금
가중금액 산정(+)

감경금액 산정(-)

1,172,252,868원
0원

351,675,860원
820,577,008원

조정 후
과징금(④)

해당사항 없음 820,577,008원

과징금 산정액 백만 원 미만 절사 820,000,000원

자료: 사례 12 “제재내용 공개”

위 사례 12 제재 시점인 2014년에는 법정부과한도액을 정하는 부과비율이 20%였고 

금액이 커질수록 낮은 비율을 적용하는 “기본부과율”제도가 있어 과징금 규모를 낮추

는 역할을 하였다. 그런데, 2017년 보험업법 및 기초서류 과징금 규정 개정으로 기초

서류 준수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비율이 20%에서 50%로 상향되었고, 기본부과

율은 폐지되었으며, 중대성 및 고의･과실에 따라 부과되는 부과기준율은 종전과 동일

하게 25%~ 100%가 적용되고, 위반기간에 따른 비율은 25%~150%가 적용된다. 이러한 

현행 규정에 따라 위 사례 12의 과징금을 산정해 보면, 금액이 무려 207억 원에 이르

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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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8> 현행 규정에 따른 사례 12 과징금 산출 방식

구분 법정부과한도액 부과비율/부과기준율 과징금

법정부과
한도액

기준금액(947,774,050,572원) × 법정최고부과비율(50/100)=

473,887,025,286원

기본과징금
중대성이 약한 위반
행위/과실

∙ 법정부과한도액의 25%

  = 473,887,025,286원×25%
 118,471,756,322원

기본과징금의 
조정(1차)

위반행위 등의 기간 
및 효과 지속기간

∙ 기본과징금의 25%

  (3개월 이하)

  = 118,471,756,322원×25%

29,617,939,080원

기본과징
금의 
조정
(2차)

가중
여부

∙ 해당사항 없음

감경
여부

∙ 위반행위를 감독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스스로 시정 또는 치유한 경우 
30% 감경

조정 후
과징금

기본과징금
가중금액 산정(+)

감경금액 산정(-)

29,617,939,080원
0원

8,885,381,724원
20,732,557,356원

부과과징금 결정 해당사유 없음 20,732,557,356원

과징금 산정액 백만 원 미만 절사 20,732,000,000원

결국, 현행 규정에 의할 경우, 실무자의 단순 실수에 대해 20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이 

부과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은 조만간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3.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 시 과징금 부과기준의 문제점

가. 개관

2. 항의 사례분석 결과에 비추어 볼 때,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 시 과징금 부과기준

의 문제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다양한 유형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획일적 기준에 의해 

과징금이 산정된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보험금 부지급 및 보험금 부당삭감의 경우와 실무자의 단순 실수에 의한 공시이율이나 

옵션매입비용 부당 산출에 대해 모두 “해당 보험계약의 연간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50”이라는 단일한 기준에서 출발하여 산정된 과징금이 부과되는 것이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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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위반행위 유형 중에는 연간 수입보험료에 의해 과징금을 산출할 경우 위법행

위의 경중에 전혀 부합하지 않고 제재 효과도 거두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대표적인 

예가 보험금 부지급 및 부당삭감 사례이다. 이 경우 위법행위의 경중은 부지급 또는 부

당삭감된 보험금 규모에 비례하는 반면, 과징금은 연간 수입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정되

고, 그 결과 부지급･부당삭감 보험금액 규모가 큰 회사보다 연간 수입보험료 규모가 

큰 회사가 더 큰 과징금을 부과받게 되는 문제가 있다. 위반행위 유형이나 위반 사유, 

위반 규모에 비추어 볼 때 더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 더 경미한 과징금이 산출되는 결

과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과징금 제도에 대한 신뢰성을 훼손할 뿐 아니라 과징

금 제도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행정상 의무이행 확보라는 목적 달성에 근본적인 장

해가 된다. 

또 다른 문제점은, 과연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을 과징금 부과사유로 정하는 것이 

법치국가 원리에 부합하는가 하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행정청에는 매우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되고, 행정제재 역시 비록 국민의 권리를 제약하는 측면이 있

지만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불가결한 것이므로 마찬가지로 폭넓은 재량권이 인정

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행정권한의 포괄성을 인정하더라도 과연 현행 보험

업법 제127조의3이 제재규정으로서의 형식과 요건을 갖추고 있는가는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이하에서는 현행법규의 문제점을 (i) 위법행위 경중과 과징금 규모의 불균형 문제와 

(ii) 법치국가 원리 준수여부의 문제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나. 위법행위 경중과 과징금 규모의 불균형

1) 동일유형･동일사유 위반행위간 과징금 규모 불균형

앞서 살펴본 사례 중 재해사망보험금 부지급에 대해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으로 

과징금이 부과된 사례의 경우,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의 유형이 보험금 부

지급으로 동일하고, 그와 같은 위반의 사유도 재해사망보험금에 대한 약관 해석상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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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라는 점에서 동일하다. 이처럼 동일유형･동일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는 보험계약

자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 침해정도, 보험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정도, 법규 금지사

항 회피･잠탈의 정도 등75) 그 중대성에 대한 평가 측면에서 차이가 없으므로, 그에 대

한 과징금은 위반행위의 정도, 즉 미지급한 보험금의 규모에 따라 산정되는 것이 합리

적이다. 특히 보험회사가 부당하게 보험금을 미지급한 경우 그 미지급한 보험금이 곧 

보험회사가 취득한 이익이라고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과징금 금액은 미지급 보험금 규

모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정해질 필요가 있다.

그런데, 미지급 보험금(원금)과 과징금 부과금액을 비교해보면 이러한 비례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 이는 과징금의 기준금액을 연간 수입보험료로 정한데 따른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물론, 미지급 보험금이 큰 보험회사일수록 그와 관련된 보험계약

의 수입보험료가 클 개연성이 있으나, 문제되는 약관 규정이 주계약에 포함된 것인지 

특약에 포함된 것인지 여부 및 해당 약관이 포함된 보험상품의 보장내용 등에 따라서

는 수입보험료 규모와 미지급 재해사망보험금 규모가 비례하지 않을 수 있고, 이 경우 

수입보험료보다는 미지급 보험금 금액이 위반행위의 경중을 나타내는 보다 직접적인 

지표라고 볼 수 있다. 

재해사망보험금 미지급에 대해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이라는 단일 사유로 과징금

이 부과된 11건의 사례76) 중 미지급 보험금 원금이 1억 원 이상인 사례77) 9건을 선정

하여 비교한 결과 이러한 불균형을 확인할 수 있었다.

75) 기초서류 과징금 규정은 위반행위 경중 판단 시 이러한 요소를 고려하고 있음

76) 15건의 재해사망보험금 부지급 사례 중 4건(사례 35, 36, 37, 40)은 과징금 부과사유로 기
초서류 준수의무 위반 외에 설명의무 위반을 과징금 부과사유로 추가하여 과징금을 산정
하였고,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 과징금과 설명의무 위반 과징금 금액이 구별되어 있지 
않아 부득이 분석대상사례에서 제외하였음

77) 사례 12의 경우 전체 검사대상기간(2004. 3. 25. ~ 2013. 9. 13.)의 미지급 보험금 원금은 
4억 3229백만 원이었으나, 제재 대상 기간인 2011. 1. 24. 이후의 미지급 보험금 규모는 
별도로 명시되지 않아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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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 미지급 보험금 원금 대비 과징금 부과금액

No 미지급 보험금(원금) 과징금 

30 10억 9,500만 원 300만 원

31 34억 2,800만 원 600만 원

32 17억 7,800만 원 500만 원

33 4억 9,500만 원 100만 원

34 12억 1,500만 원 600만 원

41 21억 8,700만 원 1,300만 원

42 17억 2,900만 원 200만 원

43 38억 8,700만 원 1,900만 원

45 32억 7,200만 원 2,000만 원

 

위 사례를 보면, 38억 8,700만 원의 보험금이 미지급된 사례 43에 부과된 과징금

(1,900만 원)이 32억 7,200만 원의 보험금이 미지급된 사례 45에 부과된 과징금(2,000

만 원) 비해 더 적은 금액이고, 사례 32와 사례 42는 미지급된 과징금 규모가 17억  

7,800만 원과 17억 2,900만 원으로 비슷함에도 과징금 금액은 500만 원과 200만 원으

로 2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다. 

한편 보험금 부당삭감 사례에서도 동일한 현상이 나타난다. 보험금 부당삭감 사례 9

건 중 부당삭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금액을 확인할 수 없는 사례 46을 제외한 나머지 8

건의 삭감된 보험금 대비 과징금 부과금액을 비교해보면 부당삭감금액이 거의 동일한 

경우(사례 18, 20, 21, 22, 23, 27)에도 과징금 부과금액에는 큰 차이가 나타났고, 과징

금 부과금액이 부당삭감금액이 아닌 정당하게 지급된 보험금을 포함한 전체 보험금 

내지 전체 보험료와 더 큰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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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2> 부당삭감 보험금 원금 대비 과징금 부과금액

No 삭감된 보험금 과징금 

18 2억 1,000만 원 400만 원

20 2억 4,400만 원 2,200만 원

21 1억 9,100만 원 500만 원

22 2억 400만 원 1,700만 원

23 2억 700만 원 1,000만 원

26 9억 1,400만 원 3,400만 원

27 2억 4,300만 원 900만 원

44 9,300만 원 1,300만 원

  

부당삭감 사례의 경우 사례마다 삭감사유가 상이하나 대부분 약관서 정한 삭감 사

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보험금을 삭감하였다는 점에서는 위반행위의 중대성 측면에

서는 큰 차이가 없으므로 사실상 동일유형･동일사유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동일유

형･동일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이 부과되었음에도 과징금이 미지

급･부당삭감 보험금 원금에 비례하지 않는 것은 제재의 적정성 차원에서 큰 문제점이

라 하지 않을 수 없다. 

2) 동일유형･상이사유 위반행위간 과징금 규모 불균형

보험금 미지급이라는 동일한 유형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라 하더라도 미지급된 보험

금의 내용 및 특성이 서로 다른 경우가 있다. 재해사망보험금 미지급과 상해･질병보험

금 미지급이 이에 해당한다. 재해사망보험금 미지급의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의 특성상 

보험료 대비 보험금 규모가 큰 반면, 상해보험이나 질병보험 보험금 미지급의 경우 보

험료 대비 보험금 규모가 사망보험금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특히 하

나의 보험계약에서 사망, 질병, 상해 등을 함께 보장하는 경우 해당 보험계약의 수입보

험료는 동일하나 실제 발생하는 보험사고가 사망인지 질병･상해인지에 따라 지급되

는 보험금 규모는 상이하다. 이러한 차이점은 특히 부과 과징금 산출과 관련하여 특히 

문제가 된다. 과징금이 미지급 보험금이 아닌 수입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출되기 때문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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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구분 미지급보험금(원금) 과징금 비율(%)*

8 기타 5,500만 원 600만 원 10.91

14 재해 432억 2,900만 원80) 4,900만 원 0.11

16 기타 1,700만 원 2,400만 원 141.18

17 기타 5,000만 원 500만 원 10.00

30 재해 10억 9,500만 원 300만 원 0.27

31 재해 34억 2,800만 원 600만 원 0.18

32 재해 17억 7800만 원 500만 원 0.28

33 재해 4억 9,500만 원 100만 원 0.20

34 재해 12억 1,500만 원 600만 원 0.49

39 기타 1,800만 원 700만 원 38.89

41 재해 21억 8,700만 원 1,300만 원 0.59

42 재해 17억 2,900만 원 200만 원 0.12

43 재해 38억 8,700만 원 1,900만 원 0.49

45 재해 32억 7,200만 원 2,000만 원 0.61

실제 재해사망보험금 미지급 사례78)와 재해사망보험금 이외의 보험금 미지급사례 

4건의 미지급 보험금(원금) 대비 과징금 금액 비율79)을 비교해보면 이러한 특성을 확

인할 수 있다. 

<그림 Ⅲ-3> 재해사망보험금 미지급과 기타 보험금 미지급의 과징금비율 비교

주: 비율=과징금/미지급보험금(원금)×100 

동일유형이라 하더라도 구체적인 사정이 다른 경우 과징금 부과 규모에 차이가 있

을 수 있고, 이 경우 반드시 미지급 보험금 규모에 정비례하는 관계가 성립되지 않을 

수도 있다. 예컨대 보험금 미지급이라 하더라도, 고의적･악의적인 보험금 미지급과 단

순 실수나 업무상 착오에 의한 보험금 미지급에 대한 과징금 부과액은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과징금 규모의 차이를 가져오는 그 사유가 실제 위법성의 경중에 영향을 미치

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수입보험료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면, 그러한 요인에 따

라 과징금 부과 규모가 달라지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다. 

78) 15건의 사례 중 설명의무 위반이 과징금 부과사유로 추가된 4건은 제외함

79) 비율=과징금부과금액/미지급보험금(원금)×100

80) 전체 검사대상기간(2004. 3. 25. ~ 2013. 9. 13.)의 미지급 보험금 원금은 432억 2,900만 원이
었음. 제재 대상 기간인 2011. 1. 24. 이후의 미지급 보험금 규모는 별도로 명시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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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이유형 위반행위간 과징금 규모 불균형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으로 과징금이 부과된 사례들은 그 위반행위 유형이 매우 다

양하나, 과징금 부과의 관점에서는 크게 (i) 보험사고 발생을 전제로 하는 위반 유형(A

유형)과 (ii) 보험사고 발생 여부와 관계없는 위반 유형(B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보험사고 발생을 전제로 하는 위반 유형(A유형)에는 보험금 미지급, 보험금 부당삭

감, 보험계약 부당해지 등이 포함되는데, 이러한 행위에 대한 과징금 산정 시 기준금액

이 되는 “해당 보험계약의 연간 수입보험료”는 실제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 미지

급 등이 문제된 보험계약만을 의미한다. 예컨대, 재해사망보험금 미지급의 경우, 당해 

약관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모든 계약의 연간 수입보험료를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

는 것이 아니라, 실제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계약자 측이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

였음에도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계약의 연간 수입보험료를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는 것이다.81) 

그런데, 전체 보험계약 중 실제 보험사고가 발생한 보험계약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

고, 따라서 이러한 보험계약의 연간 수입보험료는 매우 적은 금액일 수 밖에 없다. 반

면 보험금 미지급은 보험계약자의 권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고, 특히 재

해사망보험금 미지급의 경우 감독당국은 이를 “고의”에 의한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라고 평가하였다. 이처럼 기초서류 과징금 규정상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요인들을 모두 갖추었고, 실제 부당하게 보험금이 미지급될 경우 보험회사에 그 미지

급 보험금 상당액의 부당이득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부과되는 과징금은 

미지급 보험금 원금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는 적은 금액인 것이다. 

반면, 보험사고 발생을 전제로 하지 않는 위반유형(B유형)의 경우 이와 정 반대의 현

81) 재해사망보험금 미지급사례들의 제재내용 공개에 기재된 내용을 살펴보면 “(전략)... 소멸
시효 경과 전 정상적으로 보험금이 청구된 총 ***건에 대하여 보험약관 내용과 달리 재해
사망보험금 ***억 원과 보험금 부지급에 따른 지연이자 **억 원 등 총 ***억 원을 지급하
지 않음”이라고 기재하고 있는바, 실제 보험금이 미지급된 보험계약을 제재대상으로 보고, 

그 위반 건에 해당하는 보험계약의 연간수입보험료를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대부분의 제재내용 공개에는 실제 과징금 산출 기준금액 산정 방식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실제 이와 같이 기준금액이 산정되었는지 여부는 
현재 공개된 자료만으로는 명확한 확인이 곤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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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 발생한다. 옵션매입비용 산출방식 위반, 공시이율 결정 부적정 등의 사례를 보면, 

담당자의 업무상 실수에 의한 위반으로 그 행위가 보험계약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미

치는 영향이 크지 않고, 보험거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법규를 잠탈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그럼에도 그 위반행위가 보험사고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현

재 유지되고 있는 관련 보험계약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보니, 해당 보험계약의 

연간 수입보험료 규모가 A유형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금액이 된다. 결국 B유형

에 해당하는 행위는 그 위법성의 정도가 중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과징금이 부

과될 가능성이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재해사망보험금 미지급 사례(사례 14 

외 다수)와 공시이율결정 부적정 사례(사례 12)이다. 재해사망보험금 미지급사례 중 

사례 37을 예로 들어 보자. 사례 37의 경우 미지급된 보험금 총액은 1,025억 원이었고,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 과징금 제도 도입일인 2011. 1. 24. 이후의 미지급 보험금 총

액은 158억 원(원금 120억 원)이었다. 이처럼 수백억 원의 보험금이 미지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보험계약의 연간수입보험료82)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한 결과 그 금

액은 미지급 보험금 총액의 0.2%에도 미치지 못하는 3억 9,500만 원이었다. 이 금액은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만을 기준으로 산출된 것이 아니라 설명의무 위반까지 과징금 

부과사유로 추가하여 산출한 금액임에도 이와 같이 낮은 금액의 과징금이 산출된 것

이다. 설명의무 위반이 추가되지 않았다면 과징금 부과 규모는 위 금액의 절반에도 미

치지 못하는 수준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다음으로, 재해사망보험금 부지급 관련 최초 과징금 부과사례인 사례 14를 살펴보

자. 사례 14는 재해사망보험금 부지급 사례 중 유일하게 제재내용 공개 자료에 그 산출

내역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사례이다. 위 사례의 경우 검사대상기간 전체(2004. 3. 25.~ 

2013. 9. 13.)에 해당하는 미지급 보험금은 432억 2,800만 원이었고, 지연이자는 128

억 4,100만 원이었다. 그 중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 과징금 규정 도입일인 2011. 1. 

24. 이후 보험금 미지급 건83)에 대한 과징금 금액은 4,900만 원으로 산출되었다. 전체 

82) 사례 37의 제재내용 공개에는 해당 보험계약의 연간수입보험료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정
확한 산출 근거 금액을 파악할 수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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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9년 6개월(2004. 3. 25.~ 2013. 9. 13.)과 제재대상기간 2년 7개월(2011. 1. 24. ~ 

2013. 9. 13.)을 단순비교해볼 때 제재대상기간의 미지급 보험금 원금 규모는 대략 

115억 원84) 내외로 추정해 볼 수 있는데85) 이에 해당하는 연간수입보험료는 3억 

5,700만 원으로,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과징금은 4,900만 원에 불과하였다. 100억 원 

대의 보험금 미지급에 대하여 4,900만 원의 과징금이 산정된 것으로, 이러한 과징금이 

보험금 미지급에 대한 효과적인 제재수단이 될 수 없다는 점은 너무도 명백하다. 

반면 B유형에 해당하는 사례12의 경우 담당자의 단순 과실에 의해 기초데이터 산출

의 오류가 발생하였고, 그 결과 공시이율이 적정수준보다 높게 산출되어 보험계약자

에게 더 높은 금액의 이자가 지급된 사례이다. 이 사례는 보험계약자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에 대한 중대한 침해는 물론이고, 법규 잠탈이나 거래질서 문란 등의 요소가 있다

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사례에 해당하는 연간 수입보험료는 무려 1조 

5,644억 원에 이르렀고, 제재대상기간(2011. 1. 14. 이후)의 연간 수입보험료도 9,477

억 원에 해당하여, 과실에 의한 경미한 위반행위로 평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8억 2천

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되었다. 위 사례에 2017년 개정된 현행 보험업법 및 기초서류 

과징금 규정을 적용할 경우 그 과징금 금액이 무려 207억 원으로 산출된다(<표 Ⅲ-17> 

및 <표 Ⅲ-18> 참조). 

이처럼, 그 위반의 중대성보다 보험사고 발생 여부와 관련이 있는지에 따라서 과징

금 규모에 현격한 차이가 발생하는 현행 기준은 아무리 기초서류 과징금 규정을 통해 

부과기준율을 세분화한다고 해도 극복할 수 없고, 법령 개정을 통해 기준금액 자체를 

변경함으로써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83) 이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금 미지급액이 얼마인지는 제재내용 공개에 기재되어 있지 않아 
확인이 불가능하였음

84) 432억 원의 27%임

85) 물론 이러한 추정은 제재대상 건수가 기간에 비례한다는 가정에 입각한 것으로 정확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나, 제재대상기간의 보험금 부지급 건수 및 금액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이와 같은 방법으로 추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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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4> A유형과 B유형 과징금 규모 비교

다. 명확성 원칙 등 법치국가원리 위반

기초서류 준수의무 규정의 근본적인 문제는, 위 규정이 명확성 원칙에 위반될 소지

가 있다는 점이다. 과징금 부과처분은 대표적인 침익적 행정행위86)로서, 이러한 처분

을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하고(법률유보 원칙), 그 법률은 내용이 명

확하여야 한다(명확성 원칙). 

헌법재판소는 명확성 원칙에 관하여 “법치국가원리의 한 표현인 명확성의 원칙은 

기본적으로 모든 기본권 제한 입법에 대하여 요구된다. 규범의 의미내용으로부터 무

엇이 금지되는 행위이고 무엇이 허용되는 행위인지를 수범자가 알 수 없다면 법적 안

정성과 예측가능성은 확보될 수 없게 될 것이고, 또한 법집행 당국에 의한 자의적 집

행을 가능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판시하였다.87) 이때 핵심은 예측가능성이다. 

규범의 수범자가 그 제재규범이 무엇을 금지하는지를 명확히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는 것이다. 과징금 부과처분의 근거규정 역시 그 금지대상이 되는 행위가 무엇인지 예

측 가능할 정도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그 효력이 다투어질 

수 있다. 

86) 상대방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그 권리･이익을 제한･박탈하는 것과 같이 국민에게 불이
익을 주는 행정행위를 의미함(김동희 2007, p. 140)

87) 헌법재판소 1998. 4. 30. 자 95헌가16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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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규정에 대해 요구되는 명확성 원칙의 내용 및 정도와 관련된 사례로 구 자동

차운수사업법(1997. 12. 13. 법률 제5448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법)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다. 위 사건에서는 ‘공공복리에 반하는 행위를 

한때’ 교통부장관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한 구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제1

항 및 제4항88) 규정이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는데, 헌법재판소는 

위 조항의 ‘공공복리’는 ‘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질서 확립과 자동차운수의 발달 도모

를 통한 운송에 있어서의 안전과 쾌적 및 편의 등에 관한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는 

점 및 과징금 부과 대상 행위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모두 규정하는 것은 전문

성, 기술성, 시의성에 비추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위 조항이 명확성 원칙에 위반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한 범위에서 개별화하여 보다 

세부적이고 예측이 쉬우며 행정청의 자의적 법집행을 조금이라도 더 막을 수 있는 개

념으로 규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시하였다.89) 

위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보면, 법원은 행정청에게 매우 폭넓은 재량을 허용하고 있

는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기준에 비추어 볼 때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이라는 과

88) [심판대상 규정] 

    구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사업자의 준수사항) 

    ① 자동차운송업자는 사업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부당한 운송조건을 제시하거나 정
당한 사유 없이 운송의 인수를 거부하거나 공공의 복리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자동차운
송사업자에 대하여 당해행위의 정지 기타 공공복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관련규정]
    구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사업면허 등의 취소 등) 

    ① 자동차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은 6월 이내의 기
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면허 또는 등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거한 명령이나 처분 또는 면허, 허가나 인가에 부한 조건에 위

반한 때 
    구 자동차운수사업법법 제31조의2(과징금처분)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자동차운송사업자가 제31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대통

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동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2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3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89) 헌법재판소 2000. 2. 24. 자 98헌바37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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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금 부과 요건은 위헌에 이를 정도로 명확성 원칙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볼 수도 있

을 것이다. 그러나 불과 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 구 자동차운수사업법 조항

도 금지대상행위를 추상적이나마 명시하고 있는데 비해 기초서류 준수의무 규정은 그

러한 추상적 규정조차 두지 않고 보험회사가 작성하는 기초서류의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때 경우에 따라 수백억 원의 과징금이 부

과될 수 있는 구조를 취하고 있는바, 이러한 체계는 결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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