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Ⅴ. 기초서류 위반 관련 주요국의 사례

1. 개관

기초서류 준수의무 규정 및 그 위반 시 과징금 부과 규정은 그 유례를 찾기가 매우 

어려운 독특한 제도이고, 이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기초서류는 상품규제 차원의 논의와 영업행위규제 및 제재 관련 논의로 나누어 

볼 수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주요국의 상품규제 현황 및 보험금 부지급 및 기타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각국의 입법 및 규제 동향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기초서류 준수의무 

및 관련 과징금 제도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2. 일본

가. 상품규제119)

일본 보험업법은 ‘기초서류’라는 용어를 직접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업방법서, 

보통보험약관 및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의 내용 및 변경에 대하여 우리나

라와 유사한 규제를 하고 있다. 

일본은 보험회사가 보험상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업방법서, 보

통보험약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대해 내각총리대신의 위임을 받은 

119) 이하 본 장에서 각국의 상품규제에 관한 내용은 서현재(2016), pp. 24~25, pp. 39~41의 
내용을 참고하여 정리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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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청장관의 사전인가를 받아야 한다(일본 보험업법 제123조 제1항).

사업방법서 및 약관의 기재사항은 보험계약의 내용을 구성하게 되므로, 보험계약의 

내용에 대해서 보험계약자 보호 결여 여부, 부당 차별 여부, 선량한 풍속 저해 여부, 계

약 내용의 명확성 및 평이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해당 내용을 심사한다(일본 보험업법 

제5조 제3호, 제124조 제1호).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기재사항과 관련해서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이 보험계리원칙에 따라 합리적이고 타당한 것인지, 특정인에

게 부당하게 차별적인지 등을 기준으로 내용 심사를 하고 있다(일본 보험업법 제5조 

제4호, 제124조 제2호).

보험회사는 보험업 면허 신청 시 위 기초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기초서류를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보호와 관련이 적은 사항으로서 내각부령으로 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고를 하여야 하고,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인가를 받아야 한다(일

본 보험업법 제123조). 금융청장관은 필요한 경우 기초서류 변경을 명령할 수 있다(일

본 보험업법 제131조). 한편, 인가나 신고를 거치지 않고 기초서류에서 정한 사항을 변

경한 경우 100만 엔 이하에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일본 보험업법 제333조 제40호, 

제41호). 

나. 기초서류 내용 위반에 대한 제재

보험회사가 기초서류에서 정한 사항 중 “특별히 중요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금융청

장관은 보험회사 업무 정지, 임원 해임 또는 면허 취소를 할 수 있다(일본 보험업법 제

133조 제1호). 이때 기초서류 기재사항 중 “특별히 중요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법령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은데, 학계에서는 보험계약자 보호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가 하나의 판단 기준이 된다고 보고 있다. 예컨대, 사업방법서에서 정하

는 한도를 초과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요율과 다른 요

율을 적용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120) 

120) 石田 満(2015), p. 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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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1> 일본과 한국의 기초서류 관련 규제 비교

항목 일본 보험업법 한국 보험업법

기초서류 
작성원칙

준수 

∙ 기초서류 작성･변경원칙(제4조, 제5조)

∙ 위반 시 면허 또는 변경 인가･신고 
불허(제5조)

∙ 기초서류 작성･변경원칙(제128조의3)

∙ 위반 시 과징금 부과(제196조)

기초서류
변경 시 

인가･신고

∙ 기초서류 변경 시 인가 또는 신고의
무(제123조)

∙ 기초서류 변경 시 원칙적으로 신고 
불필요(제127조)

∙ 인가･신고의무 불이행 시 100만 엔 
이하 과태료 부과(제333조)

∙ 예외적으로 부과되는 신고의무 불
이행 시 과징금 부과(제196조)

기초서류
기재사항

위반

∙ 기초서류 내용 중 “특히 중요한 사
항” 위반 시 영업정지, 임원해임, 면
허취소 등 처분 대상이 됨(제133조)

∙ 기초서류 내용 위반 시 “특히 중요
한 사항”인지 여부 불문하고 과징금 
부과(제127조의3) 및 영업정지 등 
비금전적 제재(제134조) 대상이 됨

다. 일본의 보험금 지급거절 사건121)

기초서류 준수의무 도입 추진 당시 감독당국은 ‘일본의 경우 보험사의 고의적인 보

험금 부지급을 소비자의 보험사기에 대응하는 보험사의 Unfair Insurance Practice로 

간주하고, 영업정지 등 고강도 행정처분을 부과한다’는 점을 참고사례로 들며, ‘우리나

라도 기초서류 준수 의무조항을 신설하여 고의적인 보험금 부지급 등 기초서류 준수

의무 위반(Unfair Insurance Practice)에 대해서는 업무정지명령 등 행정처분 근거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122)

우리나라 기초서류 준수의무 도입에 영향을 미친 일본의 보험금 부지급 제재 사례

는 2005년 불거진 일본 보험금 미지급 사태이다. 2005년 당시 주요 생명보험회사인 

메이지야스다(明治安田)생명이 사망보험금 지급을 부당하게 거부한 사실 및 후지(富

士)화재가 자동차보험 특약보험금 중 일부를 부당하게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되었

고, 이후 생보 및 손보 전반에 걸쳐 보험금 및 급부금 등의 지급업무 전반에 대한 조사

121) 이하의 일본 보험금 지급거절사건 관련 내용은, 이홍무(2007), pp. 15~36의 내용을 참고
하여 정리하였음

122)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08. 11. 3), “보험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p.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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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루어졌다. 

조사 결과 생보사의 경우 메이지야쓰다생명 외 38개사 중 31개가 부당하게 보험금 

및 급부금 지급을 거절한 점이 드러났고, 지급거절 및 미지급의 유형에는 ① 부당한 보

험금 지급 거절, ② 지급 누락 및 청구 권유 누락, ③ 계약 미비를 이유로 하는 지급거

절 등이 있었다. 일본 금융청은 메이지야스다생명에 대하여 2005. 3.과 2005. 11.에 각

각 2주간의 업무정지명령 및 업무개선명령을 내렸고, 니혼생명에 대해서도 2005. 7. 

지급심사 관련 체제정비 등 업무개선명령을 내렸다. 

첫째, 부당한 보험금 지급 거절 사례로는, (i) 고지사항과 인과관계가 없는 보험사고

임에도 불구하고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사례, (ii) 의사의 확정 

진단이 없었기 때문에 피보험자는 자신이 질병에 걸린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에도 질

병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사례, (iii) 의사에게 확인도 하

지 않은 채 보험책임 개시 전에 발병한 질병으로 취급하여 보험사의 면책을 적용한 사

례, (iv) 고지의무 위반에 의한 계약 해지 가능 기간이 도과되었음에도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례 등이 있었다. 

둘째, 지급누락 및 청구권유 누락은 주로 주계약에 근거하는 보험금 청구가 있었음

에도 특약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청구가 없다는 이유로 특약상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례이다. 보험회사는 청구된 보험금만 지급하면 된다는 입장이었던 반면, 금

융청은 고객이 당연히 청구할 것으로 예상되는 보험금에 대해서도 함께 지급해야 한다

고 판단하였다. 예컨대, 입원급부금의 청구가 있는 경우 통원급부금도 함께 청구할 가

능성이 있는데도 보험계약자에게 이를 안내하지 않고 보험계약자가 청구를 누락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가 이에 해당한다. 

셋째, 계약 미비를 이유로 하는 지급거절은, 계약 단계에서 영업직원이나 대리점이 

부실기재나 고지의무 위반을 유도하고 추후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회사는 그 부실기

재나 고지의무 위반을 문제 삼아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다. 메이지야쓰다생명의 

보험금 부지급 사례도 여기에 해당하였다. 

한편, 손해보험사의 경우 주계약의 보험금 부지급이 문제되는 경우보다 자동차보험

의 대차비용과 같은 특약에 의한 부수적 보험금 미지급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았다.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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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개 손해보험사 중 26개사에서 부수적 보험금 지급 누락이 발생하였고, 지급누락 건

수는 총계로 18만 614건, 금액은 약 84억 300만 엔에 이르렀는데, 지급누락의 90%는 

자동차보험에서 발생하였다. 금융청은 위 26개사에 대하여 업무개선 명령을 내렸다. 

이처럼 일본 보험사들의 보험금 미지급이 사회 문제로 확대되며 보험업계 전체의 

신뢰도가 하락하였고, 그 과정에서 일본 보험업법 제133조에 의한 업무정지 처분 등

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위 보험금 미지급 사태 이후에도 일본의 기초서류 위반에 대한 

과징금 등 금전제재 규정은 도입되지 않았다. 

3. 미국

가. 개관

미국 보험업의 경우 1945년 맥카렌 퍼거슨법(Macarran-Ferguson Act)에 따라 연방

정부가 아닌 개별 주 정부의 감독을 받고, 연방 차원의 보험상품 관련 법률은 없고 주

마다 별도의 보험법이 존재한다. 각 주 정부 보험감독기구 수장으로 구성된 전미보험

감독자협의회(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Commissioners, 이하 ‘NAIC’라 함)

가 모델법 등을 제정하면 각 주정부가 해당 모델법 채택 여부를 결정하고, 채택할 경우

에도 각 주의 상황에 맞게 일부 수정 등을 가하여 주법에 반영하고 있다. 

보험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수단으로는 형사처벌, 인･허가 취소와 함께 민사금전

벌(Civil Money Penalty)을 활용하는데, 민사금전벌은 행정법상 의무확보수단으로 행

정기관 또는 법원이 민사절차(Civil Procedure)에 의하여 부과하는 금전제재를 의미하

며, 형사처벌이나 인･허가 취소의 대체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123) 민사금전벌은 부과

금액이 정액으로 고정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필요에 따라 가변적인 경우도 있어 탄력

적인 제재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고, 특히 영업정지를 대체하는 수단으로서는 효과적

인 것으로 인식되어, 뉴욕주도 보험회사에 대한 제재 방안으로 1952년 민사금전벌을 

123) 박윤흔(1990), p.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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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하였다.124)

미국의 경우 금전벌 부과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기초서류 준수의무’와 같은 포괄 규

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보험계약자에게 불이익한 일련의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

(Unfair Insurance Trade Practice)로 규제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고객의 보험금 청

구에 대한 부당한 처리(Unfair Claim Settlement Practice)는 별도로 규율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불공정거래행위 및 고객의 보험금 청구에 대한 부당 처리 관련 제재를 

NAIC 모델법과 뉴욕주 보험법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나. NAIC

1) Unfair Claim Settlement Practices Act

NAIC는 1971년 보험금 청구에 대한 부당처리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였고, 1990

년에는 이 내용을 별도 법안으로 마련하여 ‘보험금 청구에 대한 부당처리 관행에 관한 

모델법(Unfair Claims Settlement Practices Act, 이하 ‘UCSP Act’라 함)’을 제정하였

다. 모델법 제정의 목적은 보험금 청구 시 조사 및 처리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었고, 1997년에는 개정된 모델법이 공표되었다. 대부분의 주들은 위 모델법의 내용을 

주법에 반영하였으나 반영과정에서 일부 변경을 하였기 때문에 각 주별로 해당 내용

은 조금씩 상이하였다. 

모델법은 보험금 청구에 대한 불공정 처리(Unfair Claim Practice)의 유형으로 14가

지를 제시하고 있다(UCSP Act §4). 

124) 박윤흔(1990), p.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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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2> Unfair Claim Practices 유형

1. 고의로 보험금 청구권자나 피보험자에게 문제되는 보상 범위와 관련된 사실이나 약관 조
항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는 경우

2.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연락 조치를 통해 보험금 청구 사실을 확인해야 함
에도 이를 위반한 경우

3. 보험금 청구에 대한 신속한 조사 및 합의를 위한 합리적인 기준을 채택 및 적용하지 않은 
경우

4. 보험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였다는 점이 일응 분명한 상황에서, 선의에 의한 신속, 공정, 공
평한 합의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경우

5. 소송에 의해서 받을 수 있는 보험금에 비해 지나치게 적은 금액의 보험금을 제시함으로써 
피보험자나 수익자로 하여금 소송을 제기할 것을 강요하는 경우 

6. 합리적인 조사를 수행하지 않은 채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7. 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조사를 완료한 이후 상당한 기간 내에 보험금 지급 여부에 대한 결

정을 하지 않은 경우
8. 보험 가입 당시 제시된 서면 광고자료에서 기재된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인 보험계약

자 자신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 보험금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

9. 보험계약자에 대한 통지 없이 이루어진 중대한 변경사항에 근거하여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 
10. 보상의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11. 손실에 관한 공식적인 증거자료 및 관련 확인을 요구하며 조사 및 지급을 불합리하게 지

연시키는 경우
12. 명확한 설명이나 근거 제시 없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감액된 합의금을 제시하는 

경우
13. 요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보험금 청구 관련 서류 양식 및 그 용도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14. 정비업체가 적절한 방식으로 정비를 진행하도록 하기 위한 합리적인 기준을 채택하거나 

적용하지 아니한 경우

UCSP Act는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개별 위반행위에 대해 1,000달러 이

하의 민사제재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며, 전체 제재금의 합계는 100,000달러 이하

로 정하고 있다. 다만 명백하고 고의적으로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개별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금은 25,000달러, 전체 제재금 합계는 250,000달러 이하로 정하고 있다. 또

한 보험회사가 그러한 행위가 법령에 위반된다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

구하고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인･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UCSP Act 

§6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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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Unfair Trade Practices Act

NAIC는 보험회사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를 내용으로 하는 불공정거래법(Unfair 

Trade Practices Act, 이하 ‘UTP Act’라 함) 모델법을 제정하였다. UTP Act는 16가지

의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을 열거하고, 보험회사가 고의로 이러한 법 위반행위를 한 경

우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정하고 있다.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은 다음

과 같다. 

<표 Ⅴ-3> 모델법상 Unfair Trade Practices 유형

1. 보험약관에 대한 허위의 설명 내지 허위 광고
2. 보험회사의 보험사업 수행에 관한 허위의 정보 제공 및 광고 등
3. 보험회사의 재무적 상황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로 신용을 훼손하는 경우
4. 불매운동, 강요, 협박 등에 의한 불공정행위
5. 허위 공시 및 등기
6. 보험모집을 대가로 대리점 주식(Agency Company Stock)을 부여하거나, 기타 이익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
7. 불공정한 차별
8. 리베이트
9. 자격 있는 모집종사자를 통하지 않은 단체보험 가입 제안
10. 마케팅 및 실적 관련 정보 미제공
11. 민원 처리 절차 운영업무 기준 위반
12. 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 보험가입 청약서에 허위기재를 유도하는 경우
13. 금융설계사(Financial Planner), 투자 자문사(Investment Advisor) 등 용어 사용
14. 장기요양보험 판매 관련 정보 미제공
15. 보험금 청구 관련 내역 미제공
16. 기타 관련 규정 위반

보험회사 등이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경우, 개별 위반행위에 대하여 1,000달러 이하

의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고, 제재금의 상한은 100,000달러이다. 한편, 고의적, 악의적

으로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개별 위반행위에 대하여 25,000달러 이하의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고, 전체 제재금 상한은 250,000달러이다. 고의의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

는 인･허가 취소가 가능하다(UTP Act §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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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뉴욕주 보험법

1) 상품규제125)

뉴욕주 보험법은 상품규제 형식으로 사전인가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손해보험상품

의 경우 보험계약서류(Policy Form)는 뉴욕주 금융청(Department of Financial 

Services, DFS) 금융청장(Superintendent)의 사전 인가를 받아야 하고,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금융청장이 인가를 거부하지 않는 경우 사전 인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된

다(뉴욕주 보험법 §2307(b)). 보험요율 중 위험구분 또는 적용지역에 관한 사항은 사전 

인가를 받거나 인가 거부 처분 없이 90일을 경과하면 해당 보험요율을 사용할 수 있다

(뉴욕주 보험법 §2307(a)).

생명보험상품의 경우 인가의제기간이 원칙적으로 90일이다. 생명보험상품 중 상

해･질병보험 이외의 보험상품의 요율은 인가나 신고를 요하지 않고, 대신 생명보험회

사는 보험계약서류와 함께 미국계리학회 회원으로 법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계리사가 

확인한 보험요율 자기검증서(Statement of self-supporting)를 제출해야 한다(뉴욕주

보험법 §4228(h)). 반면 상해･질병 보험은 사전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뉴욕주 보험법 

§3216(b), §3231(d)).

한편, 뉴욕주 보험법은 우리 보험업법상 기초서류 변경･사용정지 명령권과 유사한 

사전인가 철회제도를 두고 있다. 금융청장은 인가를 받은 보험계약서류가 법규에 위

반된다고 판단할 경우 보험회사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청문절차를 거친 후 해당 보험상

품에 대한 인가를 철회할 수 있다(뉴욕주 보험법 §2307 (b), §3110, §3202). 특히 상해･
질병보험의 경우 법규위반사유 외에 보험료가 보험급여에 비하여 합리적이지 않은 경

우, 보험계약조항이 허위표시의 가능성이 있거나, 부당･불공정하거나, 형평에 어긋나

거나, 뉴욕주의 공공의 이익과 상충되는 경우에도 인가 철회가 가능하다. 또한 생명보

험계약의 경우 그 계약이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부당･불공정하거나 형평에 

어긋난 경우 인가를 철회할 수 있다(뉴욕주 보험법 §3202).

125) 서현재(2016), p.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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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에는 우리나라와 같은 표준약관제도는 없으나, 보험업법상 기초서류 작성 변경

원칙과 유사하게 보험계약의 내용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표준 조항을 의무화하고 있다.

2) 금전제재

뉴욕주의 경우 주 감독당국인 금융청이 감독업무를 담당하고, 법규 위반행위에 대

해서는 금융청장이 제재를 부과한다. 보험법 위반 사례가 발생한 경우 금융청장은 보

험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행위별로 1,000달러 이내의 제재금(Penalty)을 부과할 수 

있고(뉴욕주 보험법 §109(c)), 시정･중지명령(Injunction)을 내릴 수 있다(뉴욕주 보험

법 §327(a)). 법령에서 별도로 금전제재(Money Penalty) 부과를 정한 경우 금융청장은 

그 제재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뉴욕주 보험법 §109(c)(3), (d)). 

한편, 제재 대상자가 보험법, 관련 규정 및 감독당국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금융청장은 

관련 인허가 갱신을 거부하거나 인허가 자체를 취소･정지할 수 있다(§2110(a)(1)). 

뉴욕주 보험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재금의 규모 자체는 우리나라 과징금이나 벌금보

다 오히려 낮은 수준이나, 실제로는 위 금액을 훨씬 초과하는 금액의 금전제재가 이루

어지고 있다. 이는 대부분 ‘동의명령(Consent Order)’ 형식에 의해 부과되는 금전제재

이다. 동의명령은 연방 및 개별 주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인정되는 제도로서, 규제 당국

과 제재 대상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분쟁을 종결하면서 그 합의 위반 시 고강도 제재

가 가해지도록 하는 법률행위이다. 이러한 동의명령은 공식적 행정처분이나 재결이 아

닌, 당사자 간의 합의 내지 계약의 성격을 갖는다. 미국에서는 행정기관에 의한 제재 

처분의 상당수가 동의명령 및 이와 유사한 합의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126) 

보험법 위반행위에 대해 금융청장은 보험업 허가 갱신을 거부하거나 취소, 정지할 

126) Dustin Plotnick(2013), pp. 1375~1376. 다만, 이러한 합의 형식의 제재의 정당성에 대해
서는 미국 내에서 비판적인 의견이 개진되고 있음. 최근 미국 연방 상품선물거래위원회
가 동의명령에 의해 도이치뱅크, HSBC 및 UBS그룹에 47백만 달러의 제재금을 부과하면
서 합의 내용으로 Dodd-Frank 법 적용을 배제한 사례가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SEC와
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Dodd-Frank 법을 적용한데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음(NY 

Times(2018. 2. 1), “Settlements for 3 Wall Street Banks Hold a Silver Lining”)

(https://www.nytimes.com/2018/02/01/business/banks-settlements-waiver-cftc-sec.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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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되는 보상과 관련된 사실이나 약관 조항에 대하여 고의로 오해를 유발시키는 경우
2. 관련 보험금 청구에 대하여 신속하게 대응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3. 관련 보험금 청구에 대한 적절한 조사 방법을 도입하지 않는 경우
4. 보험금 지급의무가 발생한 것이 명확함에도, 신속, 공정, 적정한 합의 시도를 하지 않는 경우
5. 과소한 보험금을 제시함으로써 사실상 수익자에게 소송 제기를 강요하는 경우
6. 뉴욕주 보험법 제3420조 (d)항 및(f)(2)(A)128)에 따른 보상범위를 신속하게 공개하지 않는 

경우
7. 합리적으로 이루어진 보험금 청구 건에 대해 금융서비스법 제6조에 의한 독립적 분쟁해결

기구에 분쟁해결신청을 하는 것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고, 검찰 고발을 통해 형사제재를 부과 받게 할 수도 있으나, 

실제로는 이러한 조치를 취하는 대신 제재 대상자와 합의(Settlement)의 형태로 위반

행위 시정 및 제재금 납부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3) 보험금 청구 관련 불공정 합의에 대한 제재

보험금 미지급에 대해서는 보험금 청구 관련 불공정 합의(Unfair Claim Settlement 

Practices by Insurers)조항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다(뉴욕주 보험법 §2601). 이는 앞서 

본 NAIC의 UCSP Act를 수정 채택한 것이다. 

뉴욕주 보험법은 7가지 유형을 제시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반적인 영업 관행

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빈번하게’(Performed with such frequency as to indicate a 

general business practice)이러한 행위를 한 경우, 불공정 합의 관행에 해당한다고 보

고 있다. 실제 뉴욕주 보험법상 불공정 합의 관행 여부 판단 시에는 ‘일반적인 영업 관

행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빈번하게’ 행해졌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다.127) 

<표 Ⅴ-4> 뉴욕주 보험법상 불공정 합의에 해당하는 경우

127) Halpin v Prudential Inc. Co., 48NY2d 906, 908; Hubbell v Trans World Life Ins. Co., 

50 NY2d 899, 901; Dano v Royal Globe Ins. Co., 59 NY2d 827, 829(Belco Petroleum 

Corp. v. AIG Oil Rig, Inc., 164 A.D.2d 583, 565 N.Y.S.2d 776(1991) 사례에서 재인용)

128) 배상책임보험상 보상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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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청구 관련 불공정 합의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보험회사의 행위가 피보험자의 

이익에 관한 심각한 무시(Gross Disregard)에 해당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해 보험

자와 피보험자를 동등한 입장에 두고 합의를 진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한다.129) 위 불공정 합의에 해당하는 경우 제재 대상이 되고, 금융청장은 각 개별 위반

행위에 대해 1,000달러 이하의 범위에서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다(뉴욕주 보험법 

§109, §2601(c)). 위 제재금은 개별 위반행위에 대한 것으로, 예컨대 여러 건의 보험계

약에 대해 보험금 청구 관련 불공정 합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개별 보험계약이 

하나의 위반행위를 구성하게 되고, 개별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금에 보험계약 건수를 

곱한 금액이 제재금이 된다. NAIC의 UCSP Act는 총 제재금의 상한을 100,000달러로 

정하고 있으나, 뉴욕주 보험법에는 이러한 상한 규정이 없다. 

한편, 일반적으로 보험법 위반행위는 경범죄(Misdemeanor)에 해당하나(뉴욕주 보

험법 §109), 보험금 청구 관련 불공정 합의에 해당하는 경우는 경범죄로 보지 않기 때

문에(뉴욕주 보험법 §2601(c)) 보험사기와 마찬가지로 중죄(Felony)로 분류되어 상대

적으로 중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다만 실제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형사처벌이나 

면허취소 대신 동의명령에 의한 거액의 민사제재금을 부과하고 있다.

제재금과는 별도로 불공정 합의에 대하여 보험계약자 측은 보험회사를 상대로 징벌

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Unfair Claims Settlement Practices 관련 규정에 의해

서 보험계약자 측에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새로운 권리가 부여되는 것은 아니

지만,130) 그렇다고 하여 보통법(Common Law)에 따라 인정되는 징벌적 손해배상 청

구권을 배제하는 것도 아니라고 보고 있다.131) 따라서 보험계약자 측은 불공정 합의 

관련 보험법 조항 자체에 의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지만 보험계약상

의 권리에 입각하여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132) 

129) Payne, A. M., and Wilson, J(2016), pp. 222~223

130) Minton, T. J.(1996)

131) Belco Petroleum Corp. v. AIG Oil Rig, Inc., 164 A.D.2d 583, 565 N.Y.S.2d 776 (1991)

132) 참고로, 뉴욕주의 일련의 판례들은 2601조에 의한 금전제재와 징벌적 손해배상은 동일한 
목적, 즉 일반 대중에게 유해한 행위를 억지하는 것을 위한 것이라고 보고 있음{Roldan 

v Allstate Ins. Co. 149 AD2d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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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

뉴욕주 보험법은 우리나라의 ‘기초서류 준수의무’와 같은 규정(약관 준수의무, 요율

산출서 준수의무 등)을 두고 있지는 않다. 대신 뉴욕주는 앞서 본 NAIC의 UTP Act 모

델법을 채택하여 뉴욕주 보험법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였다. 보험법에서 보험회사에 

대한 규제 중 하나로 불공정거래행위(Unfair Insurance Trade Practices)를 정하고, 여

기에서 우리나라의 영업행위 규제에 관한 사항을 열거하고 있다(뉴욕주 보험법 Article 

24).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은 법 규정에서 열거하고 있는 행위(Defined Violation)과 그 

밖의 행위(Determined Violation)으로 구분된다. Defined Violation에 해당하는 행위

는 매우 다양하며, 보험법 전반에 걸쳐 열거된 금지사항 중 불공정행위의 유형으로 볼 

수 있는 행위들이 모두 이에 해당한다(뉴욕주 보험법§2402(b) Defined Violation). 

<표 Ⅴ-5> 뉴욕주보험법상 Unfair Trade Practices 유형

조항 내용

§1102(a) 보험회사의 무인가 영업행위

§1214 외국보험회사를 대리한 보험모집행위

§1217 근거 없는 100달러 이상의 이익제공행위

§1220 협동조합 등 임원의 부정행위

§1313 보험회사의 재무상태 공개 방법 및 내용 관련 의무 위반

§1322(i)(2)(B) 생명보험회사의 RBC 레벨 관련 사항 공표행위

§1324(i)(2)(B) 손해보험회사의 RBC 레벨 관련 사항 공표행위

§2102 대리점 등의 무인가 영업행위 등 

§2117 무인가 보험회사의 영업을 보조하는 행위

§2122 보험판매자의 광고 관련 금지의무 위반행위

§2123 보험모집인의 설명의무 위반 및 비교의무 불이행

§2313(p)
요율 서비스 기관이 ‘뉴욕주 금융청의 감독을 받는다’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하는 행위

§2324 리베이트 및 차별

§2502 대출 등의 조건으로 특정회사 등 보험 가입을 요구하는 행위

§2503
법률상 보험가입을 요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 상대방에게 특정회
사 등 보험가입을 요구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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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5> 계속

조항 내용

§2504 공공건설계약 관련 특정 보정회사 등 보험가입을 요구하는 행위 

§2601 보험금 청구 관련 불공정 합의

§2602 생명보험 관련 리베이트 

§2603 허가받은 거래 이외의 거래 관련 허위문서 작성 및 행사

§2604 보험회사의 재무 사항 등에 대한 의도적 허위서류 작성 및 행사

§2606 인종, 피부색, 신념, 출신 국가, 장애 등을 이유로 한 차별

§2703 “Holocaust Victim” 관련 보험회사의 의무 위반행위

§3109 협동조합 가입 신청서 허위 기재

§3224a
헬스케어 및 헬스케어서비스 대금지급 관련 신속, 공평, 적정한 합의 관련 
기준 위반

§3429 지역적 특성을 이유로 한 화재보험 및 자동차보험 인수 거부

§3433 지역적 특성을 이유로 한 보험대리점계약 해지 또는 연장 거부

§3426(e) 보험회사의 갱신거부통지 관련 준수사항 위반

§4224 생명･상해･건강보험상 차별, 리베이트, 모집 관련 금지행위

§4225 대리점에 대한 차별

§4226 생명보험회사의 설명의무 위반 및 비교의무 불이행

§7809 생명보험계약양도(Life Settlement) 광고 관련 준수사항 위반

§7810 생명보험계약양도 관련 프라이버시 준수사항 위반

§7811 생명보험계약양도 관련 정보제공의무 위반

§7813 생명보험계약양도 관련 일반적 준수사항 위반

§7814 생명보험계약양도 관련 금지행위

§7815
피보험자의 사망에 대해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를 보험계약자로 하는 보
험(Stranger Originated Life Insurance) 관련 준수사항 위반

주: 이상의 뉴욕주 보험업법 규정 위반 외에 형법(Penal Law) 위반행위도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에 포함됨

한편, Determined Violation이란 경쟁을 저해하는 불공정한 방법 또는 불공정하거

나 사기적인 행위 및 관행으로서, Defined Violation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금융청장이 

그러한 방법, 행위 및 관행에 해당한다고 지정한 것을 의미한다(§2402(c)).

이러한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금융청장이 관계자 조사 및 자료제출 요구 등을 할 

수 있고, 이러한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1일 500달러(최대 10,000달러) 한도 내의 제재

금을 부과할 수 있다. 위반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1건의 위반행위에 대해서 1,000달러 

이하의 제재금이 부과되며, 중지 및 금지명령(Cease and Desist Order) 위반행위에 대

해서는 1건의 위반행위에 대해 5,000달러 이하의 제재금이 부과된다(§2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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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U 및 유럽국가

가. EU

1) 상품규제

EU는 1992년 제정된 제3차 생명보험지침133)과 제3차 손해보험지침134)에 따라 각 

회원국들이 보험상품에 대한 사전 규제를 도입할 수 없도록 규제하였다. 각 회원국은 

보험약관, 보험료 수준, 보험료 산출 기준 및 보험계약 체결 양식 등에 대한 사전인가 

또는 보고 제도를 도입할 수 없다. 다만 생명보험의 경우 보험계리와 관련된 법규 준

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보험료 산출기준 및 보험계약 체결 양식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135) 손해보험의 경우 물가통제시스템의 일환으로서 보험요율 인상 관

련 정보를 파악하는 것 외에 일체의 사전 보고를 금지하며, 손해보험상품의 보험계약

법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약관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136)

133) Council Directive 92/96/EEC of 10 November 1992 on the coordination of laws, 

regulations and administrative provisions relating to direct life assurance and 

amending Directives 79/267/EEC and 90/619/EEC. 3차 생명보험지침은 이후 생명보험 
통합지침(Directive 2002/83/EC)에 흡수됨

134) Council Directive 92/49/EEC of 18 June 1992 on the coordination of laws, 

regulations and administrative provisions relating to direct insurance other than life 

assurance and amending Directives 73/239/EEC and 88/357/EEC

135) Directive 2002/83/EC Article 34 

Member States shall not adopt provisions requiring the prior approval or systematic 

notification of general and special policy conditions, scales of premiums, technical 

bases used in particular for calculating scales of premiums and technical provisions 

or forms and other printed documents which an assurance undertaking intends to 

use in its dealings with policy holders.

Notwithstanding the first subparagraph, for the sole purpose of verifying compliance 

with national provisions concerning actuarial principles, the home Member State 

may require systematic communication of the technical bases used in particular for 

calculating scales of premiums and technical provisions, without that requirement 

constituting a prior condition for an assurance undertaking to carry on its business. 

136) Council Directive 92/49/EEC Article 39

1. Article 18 of Directive 88/357/EEC is hereby repealed.

2. The Member State of the branch or of the provision of services shall not adopt 

provisions requiring the prior approval or systematic notification of general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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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EU의 생명보험통합지침 및 3차 손해보험 지침에는 보험상품에 대한 사후적 

규제와 관련된 내용은 없으며, 일반적 법규로서 약관규제지침(Directive 93/13/EEC)

이 제정되어 있다. 약관규제지침은 약관조항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하며, 최대선의

의 원칙에 반하여 현저히 형평성을 해칠 경우 이는 불공정한 약관조항으로 금융소비

자를 구속할 수 없으나, 그 불공정성을 평가할 때 가격에 관한 사항을 평가할 수 없도

록 하고 있다(Article 4). 

이상의 EU지침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의 ‘기초서류 준수의무’와 같은 포

괄 규정에 의한 제재는 EU에서도 인정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 EU 보험금 지급 관련 규제137)

유럽보험계약법준칙은 보험금 지급 시기 및 지급 지체 시 가산 이율에 대하여 정하

고 있다. 즉, 보험금 지급 시기에 관하여 보험회사는 보험금 청구 또는 지급할 보험금

액의 확정 후 1주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138) 지급 지체 시

special policy conditions, scales of premiums, or forms and other printed documents 

which an undertaking intends to use in its dealings with policyholders. It may only 

require an undertaking that proposes to carry on insurance business within its 

territory, under the right of establishment or the freedom to provide services, to 

effect non-systematic notification or those policy conditions and other documents 

for the purpose of verifying compliance with its national provisions concerning 

insurance contracts, and that requirement may not constitute a prior condition for 

an undertaking’s carrying on its business.

3. The Member State of the branch or of the provision of services may not retain 

or introduce prior notification or approval of proposed increases in premium rates 

except as part of general price-control systems.

137) 이하의 내용은 한창희･장덕조･박은경(2011), p. 40의 내용을 참고하여 정리한 것임

138) Article 6:104 Time of Performance 

     (1) When a claim has been accepted the insurer shall pay or provide the services 

promised, as the case may be, without undue delay. 

     (2) Even if the total value of a claim cannot yet be quantified but the claimant is 

entitled to at least a part of it, this part shall be paid or provided without undue 

delay. 

     (3) Payment of insurance money, whether under para. 1 or para. 2, shall be made 

no later than one week after the acceptance and quantification of the claim or 

part of it, as the case may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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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피보험자에게 유럽연방은행의 금리에 8%를 추가한 이율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

고, 이에 더하여 추가적인 배상의무도 부담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139)

유럽보험계약법준칙의 경우 보험금 지급 지체 시 가산된 이율에 의한 지연이자 및 

추가적인 손해배상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험회사에 대한 민사적 제재의 기

능이 있으나, 이는 감독기관에 의한 행정적 제재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나. 영국

1) 상품규제140)

영국은 본래 보험상품 자체에 대한 사전 및 사후 규제를 하지 않고, 사후 공시주의를 

채택하였으며, 불완전판매 등 판매 이후 단계에 대한 규제를 실시하였다. 금융감독기구

는 기초서류 변경, 사용정지 명령권 등 규제수단을 갖지 않았으며, 다만 약관규제법과 

유사한 소비자권리법(Consumer Rights Act 2015, 이하 ‘CRA 2015’라 함)에서 영업행

위감독청(Financial Conduct Authority, 이하 ‘FCA’라 함)이 보험계약의 불공정 여부를 

심사하여 해당 계약내용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할 경우 법원의 강제명령을 신청할 수 있

는 권한을 갖도록 정하였다. 한편, 영업행위 감독청은 보험회사로부터 보험약관 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이행계획을 제출받아 이를 수락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그 효과는 법원

으로부터 강제명령을 받은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다. 영업행위 감독청은 위와 같은 불

공정한 보험약관에 대한 심사권한을 통해 계약 당사자간 권리･의무의 불공정성을 해소

하고 있다. 다만, 보험료에 대해서는 그 불공정성을 평가할 수 없고(CRA 2015 

139) Article 6:105 Late Performance8 

     (1) If insurance money is not paid in accordance with Article 6:104, the claimant 

shall be entitled to interest on that sum from the time when payment was due to 

the time of payment and at the rate applied by the European Central Bank to its 

most recent main refinancing operation carried out before the first calendar day of 

the half-year in question, plus eight percentage points. 

     (2) The claimant shall be entitled to recover damages for any additional loss caused 

by late payment of the insurance money.

140) 이하의 내용은 서현재(2016), pp. 24~25, pp. 39~41의 내용을 참고하여 정리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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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64 (1)(b)), 보험약관을 실무에서 적용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통제할 수 없다. 

영국은 2013년 상품개발단계부터 적극 개입할 수 있는 금융상품 개입규정을 도입

하고, 영업행위 감독청이 그 재량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금융상품 개입규

정을 통해 판매금지, 내용규제, 금융소비자 및 금융업계에 대한 경고, 판매대상범위 제

한, 판매방식 변경 등 다양한 조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우리나라의 감독

당국이 기초서류 내용통제에 관해 갖는 권한과 유사한 것으로 보이나, 계약 및 보험회

사 내부서류를 준수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제재를 하는 우리나라의 기초서류 준수의무

와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보험금 부지급 관련 규제

FCA가 제정한 “보험업무행위지침”(The Insurance Conduct of Business Sourcebook, 

이하 ‘ICOBS’라 함)은 제8장 보험금 청구에 대한 대응(ICOBS 8: Claim Handling) 부분

에서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에 대한 신속･공정 처리 의무를 부과하고, 보험금의 부당한 

지급 거절을 금지하고 있다. 

ICOBS 제8.1조는 “보험자는 ① 보험금을 신속, 공정하게 처리해야 하고, ② 보험증

권 소지자가 보험금을 청구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합리적인 지침을 제공해야 하

며, ③ 보험증권의 무효 또는 취소를 포함하여 보험금의 청구를 부당하게 거절해서는 

안 되고, ④ 일단 정산조건이 합의되면 즉시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141) 또한 ICOBS는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이 적격 허위진술(Qualifying 

Misrepresentation)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거절이 부당하다고 보고 있

다. 이때 적격 허위진술이란 (i) 보험계약자가 2012년 소비자보험법 제2(2)조에서 정한 

141) 8.1.1 An insurer must:

(1) handle claims promptly and fairly;

(2) provide reasonable guidance to help a policyholder make a claim and 

appropriate information on its progress;

(3) not unreasonably reject a claim(including by terminating or avoiding a policy); 

and

(4) settle claims promptly once settlement terms are agr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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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에 위반하여 보험회사에 대한 고지의무 이행에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ii) 허위고지가 아니었다면 보험회사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적어도 다른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를 의미한다.142) 결국 보험계약자 측이 자신의 책임 있는 사유

로 중대한 사항에 대해 허위진술을 한 경우에 한해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보험금 

지급 거절이 정당화된다고 보고 있다.

 

<표 Ⅴ-6> 영국 ICOBS상 부당한 보험금 지급 거절

<2013. 4. 5. 이전에 체결된 계약의 경우>

∙ 보험계약자가 고지했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는 중요 사실의 불고지를 이유로 
하는 보험금 지급 거절

∙ 보험계약자의 과실 없는 중요 사실에 대해 불고지 또는 허위고지를 이유로 하는 보험금 지
급 거절)

<2013. 4. 6. 이후에 체결된 계약의 경우>

∙ 고객의 고지의무 위반이 존재하나 그 위반이 적격 허위진술(Qualifying Misrepresentation)

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공통>

∙ 확약이나 조건 위반에 불과한 경우, 단 (i) 보험금 청구의 제반 상황이 그러한 위반과 관련
이 있는 경우, (ii) (a)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의 경우 그 확약이 피보험자의 진술과 관련이 있
고, 자신의 생명보험계약의 경우 피보험자로부터 그러한 진술이 이루어졌다면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 또는 (b) 보증이 담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보험계약 체결 전에 이러한 점에 관해 고객에게 충분히 숙지가 된 경우

주: 해당규정 원문은 각주 참고143)

142) ICOBS 8.1.3 

For the purposes of n ICOBS 8.1.2R (2) a “qualifying misrepresentation” is one 

made by a consumer before a consumer insurance contract was entered into or 

varied if:

(1) the consumer made the misrepresentation in breach of the duty set out in 

section 2(2) of the Consumer Insurance (Disclosure and Representations) Act 2012 to 

take reasonable care not to make a misrepresentation to the insurer; and 

(2) the insurer shows that without the misrepresentation, that insurer would not 

have entered into the contract (or agreed to the variation) at all, or would have 

done so only on different terms.

143) A rejection of a consumer policyholder's claim is unreasonable, except where there 

is evidence of fraud, if it is:

(1) in relation to contracts entered into or variations agreed on or before 5 April 

2013, for:

(a) non-disclosure of a fact material to the risk which the policyholder could not 

reasonably be expected to have disclosed; 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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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가 위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FCA는 “금융서비스 및 시장법”(The Financial 

Service and Market Act, 2000: 이하 ‘FSMA’ 라 함)에 따라 보험자에게 적절하다고 생

각되는 금액의 벌금(Penalty, in respect of the contravention, of such amount as it 

considers appropriate)을 부과하거나(FSMA 206조)144) 보험자의 부당행위를 공표할 

수 있으며(FSMA 205조),145) 피보험자는 제150조에 따라 제소권을 가진다.146)

(b) non-negligent misrepresentation of a fact material to the risk; or

(2) in relation to contracts entered into or variations agreed on or after 6 April 

2013, for misrepresentation by a customer and the misrepresentation is not a 

qualifying misrepresentation; or

(3) for breach of warranty or condition unless the circumstances of the claim are 

connected to the breach and unless (for a pure protection contract):

(a) under a ‘life of another’ contract, the warranty relates to a statement of fact 

concerning the life to be assured and, if the statement had been made by the life 

to be assured under an ‘own life’ contract, the insurer could have rejected the 

claim under this rule; or

(b) the warranty is material to the risk and was drawn to the customer's attention 

before the conclusion of the contract.

144) FSMA 206 Financial penalties

(1) If the Authority considers that an authorised person has contravened a 

requirement imposed on him by or under this Act, it may impose on him a 

penalty, in respect of the contravention, of such amount as it considers 

appropriate.

(2) The Authority may not in respect of any contravention both require a person to 

pay a penalty under this section and withdraw his authorisation under section 33.

(3) A penalty under this section is payable to the Authority.

145) FSMA 205 Public censure

If the Authority considers that an authorised person has contravened a requirement 

imposed on him by or under this Act, the Authority may publish a statement to 

that effect. 

146) 150 Actions for damages

(1) A contravention by an authorised person of a rule is actionable at the suit of a 

private person who suffers loss as a result of the contravention, subject to the 

defences and other incidents applying to actions for breach of statutory duty.

(2) If rules so provide, subsection (1) does not apply to contravention of a specified 

provision of those rules.

(3) In prescribed cases, a contravention of a rule which would be actionable at the suit 

of a private person is actionable at the suit of a person who is not a private person, 

subject to the defences and other incidents applying to actions for breach of statutory duty.

(4) In subsections (1) and (3) “rule” does not include—
(a) listing rules; or

(b) a rule requiring an authorised person to have or maintain financial resources.

(5) “Private person” has such meaning as may be prescrib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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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독일

독일의 보험감독법(Versicherungsaufsichtsgesetz, 이하 ‘VAG’라 함)은 보험감독법 

위반행위에 대한 금전제재로서 벌금(Geldstrafe) 및 과태료(Bußgeld) 규정을 두고 있다. 

과태료는 보험영업에 있어서의 질서위반행위(Ordnungswidrigkeiten im Rahmen des 

Versicherungsbetriiebs)에 대하여 부과되는데, 유형에 따라 200,000유로, 150,000유

로, 100,000유로, 20,000유로를 그 각각 상한으로 하며(VAG §144, 144a, 144b, 144c), 

우리나라와 같이 연간 수입보험료에 연동되는 과징금은 채택하고 있지 않다. 

5. 시사점

이상의 해외 사례들을 종합해 보면, 주요국은 보험상품에 대해 사전규제 또는 사후

규제를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기초서류 준수의무와 같은 형식의 규제를 도입하고 

있는 사례는 일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견할 수 없었다. 일본의 경우도 기초서류 준

수의무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는 않았으며, 기초서류 기재사항 중 특별히 중요한 사

항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등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규정만을 두고 있었다. 

한편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 유형 중 하나인 보험금 부지급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 자체를 직접 규제대상으로 하는 사례는 없었으나, 정당한 이유 없

이 보험금 지급 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하지 않는 업무 관행에 대한 제재방안을 채택한 

사례들이 있었고(영국, 미국), 이 경우 부당한 보험금 지급거절의 구체적인 유형을 제

시하고 있었다. 제재 규모는, 영국은 감독당국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하여 사실상 제재의 상한이 없었고, 미국 뉴욕주의 경우 제재 기준금액이 

정해져 있으나, 실제로는 동의명령이라는 합의의 형식으로 제재금이 부과됨에 따라 법

에서 정한 기준금액과 관계 없이 제재금 수준을 정할 수 있었다. 이처럼 과징금 제도에 

대해서는 미국, 영국 등 영미법계 국가와 독일, 일본 등 대륙법계 국가 간에 그 활용방

식 및 활용범위에 큰 차이가 나타났다. 



기초서류 위반 관련 주요국의 사례 119

한편 미국의 경우 보험금 부지급 외에도 제재 대상이 되는 불공정행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한편, 열거된 사항 외에도 사기적이고 불공정한 행위의 경우는 금융청장이 불

공정행위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재 규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중요

한 행위가 제재 대상에서 누락되는 경우를 방지하는 입법 기술을 활용하고 있었다.

위와 같은 해외사례들을 종합적으로 참고해 볼 때, 우리나라의 기초서류 준수의무

는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매우 독특한 규정으로 그 합리성 및 타당성에 대한 재검토

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가급적 제재 대상이 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되, 모두 

열거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규제의 흠결이 생기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

해 뉴욕주 보험법상 UTP 규정과 같이 추상적 요건에 의한 보충적 포괄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편,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 유형 중 보험금 부지급은, 이를 제재 대상으로 삼을 

경우 독자적으로 별도 규율하는 것이 타당하고, 제재 대상이 되는 부당한 보험금 부지

급의 요건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과징금 부과기준이나 부과 수준과 관련하여서는, 미국과 영국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와 달리 법령 및 고시에 의해 기술적으로 과징금을 산출하고 있지 않았고, 독일과 일본

의 경우 과징금 제도 자체를 채택하고 있지 않은 관계로 유의미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어려웠으나, 미국처럼 제재 대상자와의 합의 형식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닌 

한 법상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이 마련될 필요는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Ⅴ. 기초서류 위반 관련 주요국의 사례
	1. 개관
	2. 일본
	3. 미국
	4. EU 및 유럽국가
	5. 시사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