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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해외사례: 미국

이 장에서는 미국의 손해사정제도 및 운영 실태를 살펴보기로 한다. 우리나라의 손해사정

사 법상 면허제는 1977년 도입 당시 미국의 손해사정사제도를 일부 차용한 것이나 손해

사정사의 직무범위 또는 보험회사의 손해사정사 선임의무 등에 있어 미국과는 상당한 차

이를 보인다. 공정한 손해사정을 위해 고안된 제도적 장치와, 그 역사적·논리적 배경, 그

리고 손해사정의 공정성을 위해 도입된 여러 제도들 간 상호관계 등을 살펴본다. 

공정한 손해사정을 위한 미국의 제도적 수단은 ① 보험회사의 신의성실의무(Duty of 

Good Faith), ② 불공정보상법(Unfair Claim Settlement Practices Act), ③ 손해사정사를 

규율하는 각종 법제, ④ 보험회사 및 손해사정사에 대한 주 감독당국의 영업행위 감독 및 

검사, ⑤ 감독당국의 민원 및 분쟁 해결과 행정처분, 그리고 ⑥ 민원통계 공개 등으로 구성

된다.

<그림 Ⅳ-1> 미국: 공정한 손해사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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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험금지급제도

가. Covenant of Good Faith and Fair Dealing

미국의 모든 상사계약은 모든 약정이나 의무의 이행 및 집행에 있어서 선의(good faith)가 

요구된다. Uniform Commercial Code(연방통일상법전: 이하, ‘UCC’라 함) 1-203은 “이 법

상의 모든 계약이나 의무는 그 이행이나 집행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의무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한다.55) 1981년에 공포된 Second Restatement of Contracts(제2차 계약법 리스테이

트먼트: 이하, ‘Restatement’라 함)도 선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Restatement 205는 

“모든 계약은 각 당사자에게 그 이행과 집행에 있어서 신의성실과 공정한 거래의 의무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한다.56) 선의는 사실에 있어서의 정직성과 공정한 거래의 합리적인 상

업적 기준을 준수하는 것을 의미한다.57) 

과거 미국에서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정신적 고

통에 대한 위자료의 청구가 가능한 반면,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에서는 이러한 것

들이 허용되지 않았다. 이행이나 집행에 있어서 선의를 지키지 않았다고 하여 독립된 소

송권원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이행이나 집행에 있어서 선의를 지키지 않으면 당해 계약 

위반이 되거나 구제의 권리 및 권한(remedial right or power)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는 것

이다.

그런데 캘리포니아 주 대법원은 1950년대 후반부터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보

험계약상의 의무를 악의(bad faith)에 의하여 위반하였을 때에는 불법행위(bad faith tort)

가 된다고 보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추가적인 손해에 대한 배상이나 징벌적 손해

배상을 허용하였다. 법원이 보험계약에서 악의에 의한 불이행을 불법행위로 간주한 주된 

이유는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사이에 공공의 이익, 부합계약 및 보

험회사의 신탁적인 의무 등에 의한 특별한 관계(special relation)가 존재하기 때문이다.58) 

55) Uniform Commercial Code 1-304 Obligation of Good Faith: “Every contract or duty within this Act 

imposes an obligation of good faith in its performance or enforcement”

56) Second Restatement of Contracts 205 Duty of Good Faith and Fair Dealing: “Every contract 

imposes upon each party a duty of good faith and fair dealing in its performance and enforcement”

57) Uniform Commercial Code 2-103 (1) (b) “ood faith”in the case of a merchant means honesty in 

fact and the observance of reasonable commercial standards of fair dealing in the trade

58) Seaman’s Direct Buying Service, Inc. v. Standard Oil Co.(1984), “In holding that a tort action is 

available for breach of the covenant in an insurance contract, we have emphasized the “special 

relationship” between insurer and insured, characterized by elements of public interest, adhesion, 

and fiduciary respons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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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에는 계약의 당사자 누구도 계약의 상대방이 계약을 통하여 이익을 얻을 권리를 

침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요구하는 묵시적인 신의성실과 공정거래

의 의무가 있다.59) 그러한 의무를 의도적·악의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것은 명시적인 계약

의 내용과 관계없이 계약상 의무 위반 및 불법행위가 되고, 피보험자의 보험회사를 상대

로 한 소제기 사유에 해당한다. 

Communale v. Traders & General Insurance Co., 50 Cal. 2d 654(1958)은 악의에 의한 보험

계약의 불이행이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고 판시한 최초의 판결이며, 위자료 청구를 허용한 최

초의 판결은 Crisci v. Security Insurance Co., 66 Cal. 2d 661(1967)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을 

허용한 최초의 판결은 Silberg v. California Life Insurance Co., 11 Cal. 3d 452(1974)이다.

나. NAIC Unfair Claim Settlement Model Act

1) 발전과정

연방헌법에 따르면, 연방정부는 헌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만 권한을 행사

하고 헌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주정부가 권한을 행사한다. 연방

헌법이 명시적으로 부여하지는 않았으나 연방헌법의 통상조항(commerce clause)에 의해 

주 상호 간의 상거래와 관련된 입법권이 연방의회에 부여되었고, 이에 따라 주 상호 간의 

상거래에 부담을 주는 주정부의 입법권이 제한되었다. 1868년 Paul v. Virginia, 75 U.S. 

168 사건에서 원고 Paul은 보험업이 주 간 통상에 속하므로 연방헌법의 통상조항60)에 의

거 개별 주는 보험업을 규제하는 법률을 제정할 권한이 없고 연방의회가 보험업을 규제하

는 법률을 제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버지니아 주법은 무효라고 주장하였다. 연방대법

원은 법인은 연방헌법에서 규정한 호혜조항(privileges and immunities clause)이 적용되

는 시민(citizen)이 아닐 뿐만 아니라, 보험증권 발행은 상거래가 아니라고 판결함으로써, 

보험업에 대한 연방의회의 입법권을 부정하였다. 이는 보험업에 대한 입법권이 주 정부에 

있음을 확인하는 판결이었다. 

59) Comunale v. Traders & General Ins. Co., 50 Cal.2d 654: “There is an implied covenant of good 

faith and fair dealing in every contract that neither party will do anything which will injure the 

right of the other to receive the benefits of the agreement”

60) 연방헌법에 의해 연방의회가 명시적으로 부여받지 못한 권한으로 주의 권한에 속하나, 통상조항에 의해 국민의 경

제적 복리에 관한 사항이 주 상호 간의 상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한, 주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연방의

회가 관할할 수 있게 됨. 통상조항에 따라 주 상호 간의 상거래에 관련된 광범위한 권한이 연방의회에 부여되었

고, 주 상호 간의 상거래에 부담을 주는 주의 입법권이 제한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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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0년 셔먼 독점금지법(Sherman Antitrust Act)이 제정되었으나, Paul v. Virginia, 75 

U.S. 168 사건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보험업에 대하여는 연방 독점금지법이 

적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1944년 연방대법원은 Paul v. Virginia 사건의 판결을 뒤집었다. 

1944년 United States v. South-Eastern Underwriters Association, 322 U.S. 533(1944) 사

건 판결에서 연방대법원은 보험거래는 상거래로서 그것이 주의 경계를 넘어 행해질 때는 

주 간 거래로서 독점금지법을 포함하는 연방법의 규제대상이 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셔먼 

독점금지법은 동법이 제정된 후 50년이 지난 1944년 보험거래 및 보험업에 적용되었다.

전술한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주정부의 보험산업 감독권한 박탈이 우려되자, 주정부

와 보험업계는 연방의회를 대상으로 활발한 입법 노력을 기하였다. 그 결과, 1946년에 맥

카렌-퍼거슨법(McCarran-Ferguson Act)이 제정되었다. 맥카렌-퍼거슨법에 따르면, 연방

독점금지법의 적용이 면제되는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주법에 의한 규율이 있어야 한다. 

이에 대부분의 주는 1948년까지 보험업을 직접 규율하는 법률과 독점금지법을 제정하였

다. 1945년 맥카렌-퍼거슨법이 통과된 직후 미국 보험감독자협의회(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Commission: 이하, ‘NAIC’라 함)는 보험산업의 연방규제를 피하기 위해 불

공정거래모델법(Model Unfair Trade Practices Act)61) 작성에 착수하여 1947년 초안을 만

들었다(Sanders 1989). 초안에서는 동법의 목적이 “보험사업 거래행위 규율”(to regulate 

trade practices in the business of insurance in accordance with the intent of Congress 

as expressed in the Act of Congress of March 9, 1945(Public law 15, 79th Congress))에 

있음을 명시하였다. 불공정거래모델법에서는 보험약관의 부실표시 및 허위광고

(misrepresentation and false advertising of policy contracts), 일반적인 허위정보 및 광

고(false information and advertising generally), 중상모략 및 비방(defamation), 보이콧·

강요·협박(boycott coercion and intimidation), 허위 재무제표(false financial state-

ments), 재고운영 및 자문위원회 계약(stock operations and advisory board contracts), 

부당한 차별(unfair discrimination in specified lines of insurance), 리베이트 등 8가지를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하고, 보험회사의 금지행위, 그 위반 시 제재 등을 정하였다.62) 각 

주가 NAIC 모델법을 채택해야 할 의무는 없으나, 당시 대부분의 주정부가 불공정거래모

61) 동 모델법의 정식명칭은 보험산업 내 불공정 경쟁 및 행위에 대한 모델법(Model Act relating to Unfair 

Methods of Competition and Unfair and Deceptive Acts in Practices in the Business of Insurance)임

62) 최근 버전의 불공정거래법에서는 다음의 14개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열거한다: ① 중상모략, ② 보험약관의 

부실표시 및 허위광고, ③ 일반적인 허위정보 및 선전, ④ 부당한 차별, ⑤ 리베이트, ⑥ 불공정 재무설계 관행, 

⑦ 보이콧·강요·협박, ⑧ 허위보고 및 등록, ⑨ 주식거래와 자문위원회 계약, 단체등록 금지, ⑩ 판매 및 모집기

록 보존 불이행, ⑪ 민원처리절차기록 보존 불이행, ⑫ 보험청약서의 부실표시, ⑬ 장기의료보험의 체결 및 판매

관련 정보보존 불이행, ⑭ 보험금지급 이력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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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법을 채택하여 주 보험법에 적용하였다. 

1971년에 이르러, NAIC 불공정거래 부위원회는 불공정거래모델법 개정의 필요성을 인식

하였다. 개정이 필요한 부분 중 하나는 보상, 특히 보상의 부당한 지체 또는 거절에 대한 

것으로, NAIC는 불공정거래모델법에 불공정보상에 대한 조항을 추가하였다. 1990년 6월

에는 일반적인 불공정거래와 불공정보상간 명확한 차이를 고려하여, 불공정거래모델법에

서 불공정보상에 대한 조항을 분리하여 불공정보상모델법(Unfair Claims Settlement 

Practices Model Act)을 별도로 제정하였다. 미국 대부분의 주는 NAIC가 제정한 불공정보

상모델법을 주 보험법에 반영하였으나, 반영과정에서 일부 내용을 변경하여 상세는 주별

로 다소 상이하다. 

뉴욕의 경우, New York Codes, Rules and Regulations(뉴욕주 행정규정: 이하, ‘NYCRR’

라 함) Chapter 9에서 불공정거래행위를 다루고 Chapter 9의 Part 216에서는 불공정거래

행위의 일종으로 불공정보상행위와 보상비용 통제장치(Unfair Claims Settlement 

Practices and Claim Cost Control Measures)에 대해 다룬다. 

2) 세부내용 

NAIC의 불공정보상모델법은 Section 1 목적, Section 2 정의, Section 3 불공정보상행위 

금지, Section 4 불공정보상행위 정의, Section 5 변상명령서, Section 6 정지명령 및 제재, 

Section 7 정지명령 위반에 대한 제재, Section 8 규제, Section 9 가분성(severability)으로 

구성된다. Section 1에 따르면, 동법의 목적은 보험계약 청구 건의 조사 및 처리에 대한 기

준을 정하는 것이다. 

가) 불공정보상행위 

NAIC의 불공정보상모델법에서 규정한 불공정보상행위는 14가지이며, 이는 크게 손해사

정에 대한 요구기준 채택, 피보험자 및 청구권자와의 소통, 금지행위 등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표 Ⅳ-1> 참조). 먼저, 신속한 조사 및 합의를 위한 합리적인 기준을 채택 및 적용

하지 않는 행위(모델법 Section 4 C), 정비업체가 적절한 방식으로 정비를 진행하도록 하

기 위한 합리적인 기준을 채택·적용하지 않는 행위(K항) 등을 불공정보상행위로 규정한

다. 43개주가 이 조항을 적용하고 있다.

피보험자 및 청구권자와의 소통 관련 불공정보상행위는 5가지로 구체화된다. 고의로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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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청구권자나 피보험자에게 문제되는 보상범위와 관련 사실이나 약관 조항에 대한 허위

의 사실을 고지하는 행위(A항),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연락 조치를 통해 

보험금 청구 사실을 확인해야 함에도 이를 위반한 행위(C항), 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조사를 

완료한 이후 상당한 기간 내에 보험금지급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않는 행위(G항), 명확

한 설명이나 근거 제시 없이 보험금지급을 거부하거나 감액된 합의금을 제시하는 행위(L

항), 요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보험금 청구 관련 서류 양식과 그 용도를 제시하지 않는 행

위(M항) 등이 있다. 43개주가 A항을 채택하였으며, 이 중 3개주는 ‘고의로(knowingly)’라는 

표현을 삭제하였다. 즉, 3개주는 고의성과 상관없이 보험금 청구권자나 피보험자에게 문제

되는 보상범위와 관련 사실이나 약관 조항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는 것을 불공정보

상행위로 간주한다. 41개주가 B항을, 38개주가 G항을 채택하였다. 플로리다와 로드아일랜

드의 경우, ‘상당한 기간’(reasonable time)을 구체화하여, 근거 제시 이후 30일 이내에 보

험금지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37개 주가 L항을, 11개주가 M항을 채택하였다. M항과 관

련하여 로드아일랜드는 모델법과 달리 기한을 10일로 정하고 있다. 

그밖에 모델법에서 불공정보상행위로 규정·금지되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보험금지급의

무가 발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으로 명확한 상황에서 선의에 의한 신속·공정한 합의절

차를 진행하지 않는 행위(D항), 소송에 의해서 받을 수 있는 보험금에 비해 지나치게 적

은 보험금을 제시함으로써 피보험자나 수익자로 하여금 소송을 제기할 것을 유도하는 행

위(E항), 합리적인 조사를 수행하지 않은 채 보험금지급을 거부하는 행위(F항), 보험 가입 

당시 제시된 서면 광고자료에서 기재된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인 보험계약자 자신

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 보험금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합의를 시도하는 행위

(H항), 보험계약자에 대한 통지 없이 이루어진 중대한 변경사항에 근거하여 합의를 시도

하는 행위(I항), 보상의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보험금을 지급하는 행위(J항), 손실에 관

한 공식적인 증거자료 및 관련 확인을 요구하며 조사 및 지급을 불합리하게 지연시키는 

행위(K항). D항은 42개주, E항은 40개 주, F항은 33개주, H항은 36개주, I항은 36개주, J항 

37개주, K항은 36개주가 채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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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주요내용 채택주

A
고의로 보험금 청구권자나 피보험자에게 문제되는 보상 범위와 관련 사실이나 약관 
조항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는 경우

43

B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연락 조치를 통해 보험금 청구 사실을 확인해
야 함에도 이를 위반한 경우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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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D
보험금지급의무가 발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으로 명확한 상황에서 선의에 의한 신속·
공정한 합의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경우

42

E
소송에 의해서 받을 수 있는 보험금에 비해 지나치게 적은 보험금을 제시함으로써 피
보험자나 수익자로 하여금 소송을 제기할 것을 유도하는 경우

40

F 합리적인 조사를 수행하지 않은 채 보험금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33

G
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조사를 완료한 이후 상당한 기간 내에 보험금지급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않은 경우

38

H
보험 가입 당시 제시된 서면 광고자료에서 기재된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인 
보험계약자 자신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 보험금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

36

I
보험계약자에 대한 통지 없이 이루어진 중대한 변경사항에 근거하여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

36

J 보상의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37

K
손실에 관한 공식적인 증거자료 및 관련 확인을 요구하며 조사 및 지급을 불합리하게 
지연시키는 경우

38

L
명확한 설명이나 근거 제시 없이 보험금지급을 거부하거나 감액된 합의금을 제시하는 
경우

37

M
요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보험금 청구 관련 서류 양식 및 그 용도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

11

N
정비업체가 적절한 방식으로 정비를 진행하도록 하기 위한 합리적인 기준을 채택하거나 
적용하지 않는 경우

-

자료: NAIC Unfair Claims Settlement Practice Act Section 4(Unfair Claims Practices Defined)

<표 Ⅳ-1> NAIC 불공정보상모델법 내 불공정보상행위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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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재 등

주 감독당국은 불공정보상법을 위반한 보험회사에 변상명령서를 발행하고 공청회 개최를 

통보해야 한다. 공청회는 통보 후 3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Section 6). 공청회 후 보

험회사의 불공정행위가 확인되면 주 감독당국은 동 행위를 중지하라는 명령을 내릴 수 있

다. 주 감독당국은 보험회사의 불공정보상행위를 확인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과태료는 명백하게 의도적으로(flagrantly and in conscious) 이 법을 위반했는지 여부, 

즉, 참작할 여지가 없는 정상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이원구조를 취한다. 명백하게 의도적

으로 이 법을 위반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반 건당 1,000달러 미만, 총 100,000달러 미만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명백하게 의도적으로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 건당 최대 

25,000달러, 총 250,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루이지애나, 뉴욕, 노스캐롤라이

나, 노스다코타, 애리조나 등 5개주는 모델법과 동일한 제재 구조 및 금액을 채택하였다. 

그 외 대부분의 주도 이원적 과태료 구조를 채택하였으나, 과태료 금액을 모델법에 비해 

하향 조정하였다. 

모델법은 과태료에 대한 상한선을 제시할 뿐 구체적인 산정기준을 제시하지 않는다. 알래

스카의 경우, 법위반에 따른 손실액, 위반사유로 인해 보험회사가 취한 이익, 위반의 심각

성, 보험회사에 대한 제재의 신속성 및 완결성, 단독행위인지 또는 관행적 행위인지 여부, 

억제력 등에 따라 과태료를 정하도록 하고 있다.

보험회사가 이 법을 위반한 것임을 알았거나, 합리적으로 알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보험

회사의 면허를 정지 및 취소할 수 있다(Section 7). 정지명령(cease and desist orders) 위

반 시, 위반 건당 25,000달러 미만, 합계 250,000달러 미만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보험회

사 영업허가를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모델법에서는 피보험자의 민사소송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모델법과 마찬가지

로, 피보험자 등의 민사소송 제기권을 부인하는 주가 대부분이지만 일부 주는 이를 법에 

명문화하거나 피보험자 등에 민사소송 제기권이 있다고 추정한다. 플로리다와 텍사스에

서는 보험회사의 불공정보상행위에 대해 피보험자 등이 민사소송을 제기함으로써, 그로 

인한 결과적 손해(consequential damage), 정신적 손해에 대한 보상뿐만 아니라, 보험회

사의 행위가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경우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할 수 있다. 플로리다

의 Florida Statutes 624.155은 보험회사의 보상과정에서 발생하는 신의성실의무 위반에 

대한 피보험자 등의 소송권을 법에 명문화하고 있다.63) 이에 따라 피보험자뿐만 아니라 

63) Florida Statutes 624.155(Civil Remedy) (1) Any person may bring a civil action against an insur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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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의 청구권자도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텍사스의 경우 보험회사가 불공정보상행

위법을 위반한 경우 피보험자 등은 실제 손해와 소송비용을 청구할 있고, 보험회사의 고

의가 입증된 경우에는 실제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64)

다. 영업행위 검사

각 주 감독당국은 보험회사가 면허, 민원, 판매상품 유형, 요율, 언더라이팅, 보상 등 영업

행위와 관련하여 주 보험법 및 규칙을 준수하는지를 검사한다. 영업행위 검사는 각 주의 

보험법 중에서도 불공정거래법 위반사례를 검사하고 결과를 공개하고 있으며, 통상 검사

주기는 3~5년이다. 2018년의 경우 영업행위 검사는 전미를 통틀어 총 784건이다. 

2. 손해사정사제도65)

미국의 손해사정사제도는 주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손해사정 분야를 해상

과 비해상으로 구분한다. 해손 손해사정사는 공동해손 등 손해사정업무만 전담한다. 해상

보험의 손해사정은 복잡하여 고도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므로 엄격한 자격

시험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손해사정에 정통한 변호사들이 해손 손해사정사

when such person is damaged: (b) By the commission of any of the following acts by the insurer: 

1. Not attempting in good faith to settle claims when, under all the circumstances, it could and 

should have done so, had it acted fairly and honestly toward its insured and with due regard for 

her or his interests; 2. Making claims payments to insureds or beneficiaries not accompanied by a 

statement setting forth the coverage under which payments are being made; or 3. Except as to 

liability coverages, failing to promptly settle claims, when the obligation to settle a claim has 

become reasonably clear, under one portion of the insurance policy coverage in order to influence 

settlements under other portions of the insurance policy coverage

64) Texas Insurance Code 541.152(Damages, Attorney’s Fees and Other Relief) (a) A plaintiff who 

prevails in an action under this subchapter may obtain: (1) the amount of actual damages, plus 

court costs and reasonable and necessary attorney’s fees; (2) an order enjoining the act or failure 

to act complained of; or (3) any other relief the court determines is proper.(b) Except as provided 

by SubSection (c), on a finding by the trier of fact that the defendant knowingly committed the 

act complained of, the trier of fact may award an amount not to exceed three times the amount 

of actual damages. (c) SubSection (b) does not apply to an action under this subchapter brought 

against the Texas Windstorm Insurance Association

65)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은 손해사정사의 법상 명칭을 선임주체 및 고용형태별로 달리 정하고 있음. 보험회사가 선

임·위탁한 손해사정사를 독립손해사정사(independent adjuster), 보험계약자 등이 선임한 손해사정사를 공공손

해사정사(public adjuster)로 칭함. 선임주체별 손해사정사를 칭하는 표현이 우리나라와 상이하여 발생하는 혼란

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하의 미국사례에서는 보험회사가 선임한 손해사정사를 위탁손해사정사로 표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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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활동한다. 비해손 손해사정사는 해상보험을 제외한 손해보험을 대상으로 손해사정업

무를 수행한다. 이하에서는 비해손 손해사정사제도에 대해서 검토한다. 

가. 개요

1) 운영

손해사정사 유형은 주별로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보험계약자 등을 대리하는 공공손

해사정사(public adjuster), 보험회사가 고용한 고용손해사정사(staff·company adjuster), 

보험회사로부터 손해사정업무를 위탁받는 위탁손해사정사(independent adjuster), 긴급

손해사정사(emergency·catastrophe adjuster) 등으로 분류된다.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 손해사정사제도를 법상 면허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공공손해

사정사와 위탁손해사정사 면허를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감독하고 있다. 2019년 기준 앨

라배마, 알래스카, 아칸소, 사우스다코타, 위스콘신 등 5개주를 제외한 모든 주에서는 공

공손해사정사 면허를 취득하여야만 보험계약자 등을 대리하여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34개주에서는 위탁손해사정사로 일하기 위해서는 위탁손해사정사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콜로라도, DC, 일리노이, 아이오와, 캔자스, 메릴랜드, 매사추세츠, 미주리, 네브래

스카, 뉴저지, 노스다코타, 오하이오, 펜실베이니아, 사우스다코타, 테네시, 버지니아, 위

스콘신 등 17개주에서는 보험회사를 대리하는 손해사정사에 대해 별도의 법상 면허제를 

두고 있지 않다. 

코네티컷, 델라웨어, 플로리다, 루이지애나, 뉴햄프셔, 뉴멕시코, 노스캐롤라이나, 오클라

호마, 로드아일랜드, 사우스캐롤라이나, 텍사스, 버몬트, 웨스트버지니아, 와이오밍 등 15

개주에서는 고용손해사정사에 대해서도 손해사정사 면허 취득을 요한다. 나머지 주에서

는 고용손해사정사에 대해 별도의 면허를 요하지 않는다. 

27개주가 긴급손해사정사를 등록제 또는 면허제로 운영한다. 이 중 12개주는 별도의 긴급

손해사정사 면허제를, 15개주는 긴급손해사정사 등록제를 운영 중이다. 

미국에서 위탁손해사정사, 고용손해사정사, 또는 공공손해사정사로 면허를 얻은 자는 

2018년 기준 1,546,986명에 이른다(NAIC 2019). 주별로 살펴보면, 플로리다(9.2%)가 가

장 많고, 다음으로 텍사스(8.9%), 사우스캐롤라이나(6%), 코네티컷(5.9%), 루이지애나

(5.8%), 노스캐롤라이나(5.7%), 켄터키(5.5%), 오클라호마(5.5%)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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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규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는 NAIC의 위탁손해사정사 모델법(Independent Adjuster Licensing 

Model Act)과 공공손해사정사 모델법(Public Adjuster Licensing Model Act)을 채택하여 

각 주의 상황에 맞게 적용하고 있다. NAIC 위탁손해사정사 모델법은 목적 및 범위, 정의, 

무면허 손해사정 금지, 면허 면제, 긴급손해사정사에 대한 임시 면허 또는 등록, 면허 신청, 

면허, 시험, 시험 면제, 비거주자 면허, 위탁손해사정사 수련인(선택사항), 면허 거절·갱신

거절·철회, 유지보수교육, 기록보관, 위탁손해사정사의 행위기준(선행사항), 범죄 및 제재 

이력 신고, 규제, 가분성, 시행일 등 19개 조항으로 구성된다(<표 Ⅳ-2> 참조). NAIC 공공손

해사정사 모델법은 목적 및 범위, 정의, 무면허 손해사정 금지, 면허 신청, 거주자 면허, 시

험, 시험 면제, 비거주자 면허 상호성, 면허, 공손해사정사 수련인 면허(선택), 면허 거절·갱

신거절·철회, 보증 또는 신용장, 보수교육, 공공손해사정사 수수료, 공공손해사정사와 피

보험자간 계약, 에스크로우 및 신탁 계정, 기록보관, 공공손해사정사의 행위기준, 범죄 및 

제재 이력 신고, 규제, 가분성, 시행일 등 22개 조항으로 구성된다. 

플로리다는 Florida Statutes Chapter 626의 Part 6에서 손해사정사제도를 상세히 규정하

고 있다(<표 Ⅳ-4> 참조). Part 6는 손해사정사법(Insurance Adjusters Law)으로도 불리며, 

생명보험과 연금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66) Florida Administrative Code(플로리다 행

정법) 69B-220.051과 69B-220.201에서는 공공손해사정사의 행위기준과 윤리적 요건을 

추가로 정하고 있다. 

뉴욕은 보험대리인을 규율하는 N. Y. Insurance Law Article 21에서 손해사정사제도를 규

정하고 있다. 또한 NYCRR Title 11 Part 25와 Part 26에서는 각각 공공손해사정사와 위탁

손해사정사제도를 정하고 있다. N. Y. Insurance Law 2101(g)(1)와 2101(g)(2)는 각각 위탁

손해사정사와 공공손해사정사를 정의한다. N. Y. Insurance Law 2102는 무자격자의 손해

사정 금지를, N. Y. Insurance Law 2108은 손해사정사의 자격과 의무를, N. Y. Insurance 

Law 2110은 손해사정사 등의 자격정지 요건을 규정한다. NYCRR Part 25는 공공손해사

정사에 대한 세부 규칙으로, 면허 신청, 면허갱신 신청, 금지사항, 주소변경, 보수합의, 수

수료 상한, 피보험자의 취소권, 보수에 대한 합의 취소, 보수청구권, 장부 및 기록, 손실지

급 등 13개 조항으로 구성된다(<표 Ⅳ-3> 참조). NYCRR Part 26은 위탁손해사정사에 대한 

세부 규칙으로, 위탁손해사정사의 면허 신청, 면허갱신 신청, 면허유형, 시험유형, 금지사

66) Florida Statutes 626.851(Short title), “This part may be referred to in any legal proceedings as the 

“Insurance Adjusters Law””



102 연구보고서 2021-01

항, 주소변경, 범죄 및 제재 기록 보고 등 7개 조항으로 구성된다. 

공공손해사정사 모델법 위탁손해사정사 모델법

Sec1 목적 및 범위 Sec1 목적 및 범위 

Sec2 정의 Sec2 정의

Sec3 무면허 손해사정 금지 Sec3 무면허 손해사정 금지

Sec4 면허 신청 Sec4 무면허 손해사정 적용 예외 

Sec5 거주자 면허 Sec5
긴급위탁손해사정사에 대한 임시 면허 또는 
등록 

Sec6 시험 Sec6 면허 신청

Sec7 시험면제 Sec7 면허

Sec8 비거주자 면허 상호성 Sec8 시험

Sec9 면허 Sec9 시험면제

Sec10 공공손해사정사 수련인 면허(선택) Sec10 비거주 면허

Sec11 면허 거절·갱신 거절·철회 Sec11 위탁손해사정사 수련인 면허(선택) 

Sec12 보증 또는 신용장 Sec12 면허 거절·갱신거절·철회 

Sec13 보수교육 Sec13 보수교육

Sec14 공공손해사정사 수수료 Sec14 기록보관

Sec15 공공손해사정사와 피보험자 간 계약 Sec15 위탁손해사정사의 행위기준(선택) 

Sec16 에스크로우 및 신탁 계정 Sec16 범죄 및 제재 이력 신고 

Sec17 기록보관 Sec17 규제 

Sec18 공공손해사정사의 행위기준 Sec18 가분성

Sec19 범죄 및 제재 이력 신고 Sec19 시행일

Sec20 규제 

Sec21 가분성

Sec22 시행일

자료: NAIC Public Adjuster Model Act, Independent Adjuster Model Act

<표 Ⅳ-2> NAIC 손해사정사 모델법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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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손해사정사(NYCRR Part 25) 위탁손해사정사(NYCRR Part 26)

25.1 면허 신청 26.1 면허 신청

25.2 면허갱신 신청 26.2 면허갱신 신청

25.3 금지 영업행위 26.3 면허유형

25.4 주소변경 26.4 시험유형

25.5 정의 26.5 금지 영업행위

25.6 보수협의 26.6 주소변경

25.7 보수상한 26.7 범죄 및 제재 기록 보고 

25.8 피보험자의 취소권

25.9 보수합의 취소

25.10 보수 요구권

25.11 장부 및 기록 보관

25.12 보험금지급

25.13 공공손해사정사 계약서 양식

자료: New York Codes, Rules and Regulations Title 11 Insurance Chapter II Agents, Brokers and Adjus

ters Part 25 public adjusters, Part 26 independent adjusters

<표 Ⅳ-3> 뉴욕주의 손해사정사 규칙(Regulation) 구성

 

손해사정사법(Florida Statutes Chapter 626 Part VI)

626.851 약칭

626.852 법적용범위 

626.853 면허절차법 부속편 

626.854 공공손해사정사 정의 및 금지행위 

626.8548 종합손해사정사 정의 

626.855 위탁손해사정사 정의 

626.856 고용손해사정사 정의 

626.8561 공공손해사정사 수련생 정의 

626.8582 비거주공공손해사정사 정의 

626.8584 비거주 종합손해사정사 정의

626.859 대재해 및 긴급 손해사정사 정의

626.86 변호사의 손해사정 허용 예외

626.861 보험회사 임직원의 손해사정

626.862 보험대리점의 손해사정

626.863 보험회사의 위탁손해사정사 선임

626.864 손해사정사 면허 유형

626.865 공공손해사정사 요건 및 보증

<표 Ⅳ-4> 플로리다 손해사정사법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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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법(Florida Statutes Chapter 626 Part VI)

626.8651 공공손해사정사 수련생 선임 및 요건

626.866 종합손해사정사 요건

626.8685 면허 제한

626.869 면허,손해사정사,보수교육 

626.8695 선임손해사정사(primary adjuster)

626.8696 손해사정업체 면허 신청 

626.8697 손해사정업체 면허 거절 및 중지 사유 

626.8698 공공손해사정사와 그 수련생에 대한 징계지침

626.87 면허 신청

626.871 군복무 후 재면허

626.8732 비거주 공공손해사정사 자격요건 및 보증 

626.8734 비거주 종합손해사정사 자격요건 및 보증 

626.8736 비거주 위탁손해사정사 및 공공손해사정사의 서비스절차 

626.8737 비거주 손해사정사: 보복적 조항

626.8738 위반 시 제재 

626.874 대재해 및 긴급 손해사정사

626.875 사무소와 기록보관

626.876 손해사정사 이중자격 금지 

626.877 손해사정의 보험계약 및 관련 법 준수 

626.878 윤리기준

626.8795 공공손해사정사의 이해상충 금지

626.8796 공공손해사정 계약서 상세와 보험사기 문구

자료: Florida Statutes Chapter 626 Part VI Insurance Adjusters(626.851-626.8797)

<표 Ⅳ-4> 계속

나. 보험소비자 선임 공공손해사정사

1) 면허 및 예외 

가) 무면허 손해사정 금지

NAIC 공공손해사정사 모델법 Section 3는 무자격자의 공공손해사정사 활동을 금한다. 공

공손해사정사로 활동하거나 공공손해사정업체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공공손해사정사 면

허를 취득하여야 한다. 공공손해사정사 자격을 가진 자는 청구권자 등에게 자신이 보험회

사를 대리하는 손해사정사 또는 보험회사 직원이라고 허위로 고지해서는 안 된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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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생명보험 또는 건강보험 또는 연금계약의 청구 건을 협의(negotiate) 및 해결

(settle)하는 자, 민간조사원, 엔지니어, 필체감정사, 감정사(estimators), 사진전문가 등 공

공손해사정사에게 기술적인 도움을 주거나 손해 관련 사실을 취득할 목적으로만 고용된 

자, 환자를 대신하여 청구서를 준비 및 접수하는 적격 건강관리서비스 사업자 또는 그 피

고용인, 보험회사들간 구상 청구 건을 처리하는 자 등은 공공손해사정사 면허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플로리다에서도 공공손해사정사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다만, 변호

사는 손해사정사 면허 없이도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을 명문화하고 있다.67) 또한 

환자를 대신하여 건강보험 청구를 준비 또는 접수하는 건강관리사업자 또는 그 피고용인, 

청구권자의 담보범위·의료절차·청구서류접수 등을 돕는 건강보험대리점, 타인을 위해 대

가없이 건강보험 청구를 접수하는 자에 대해서는 동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공손해사정

사 면허를 요구하지 않는다. 플로리다에서는 손해사정사 면허는 공공손해사정사 면허와 

종합손해사정사(all-line adjuster)로 구분된다. 위탁손해사정사, 고용손해사정사 또는 공

공손해사정사 수련생으로 일하기 위해서는 종합손해사정사 면허가 요구되는데, 공공손해

사정사 면허를 가진 자가 동시에 종합손해사정사 면허를 가질 수는 없다.68)

뉴욕에서는 변호사, 계약 체결에 관여한 보험브로커, 손해발생 전에 문서로 피보험자를 

대리하도록 위임된 보험브로커, 보험회사의 직원 또는 에이전트, 그리고 고객을 위해 대

가 없이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하는 보험브로커 등은 공공손해사정사 면허 없이도 공공손

해사정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69) 

플로리다에서 무자격자의 공공손해사정은 3급 중죄에 해당한다.70) 뉴욕에서 무자격 손해

사정은 경범죄에 해당하며, 거래당 최고 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71)

67) Florida Statutes 626.860(Attorneys at law; exemption) Attorneys at law duly licensed to practice 

law in the courts of this state, and in good standing with The Florida Bar, shall not be required 

to be licensed under the provisions of this code to authorize them to adjust or participate in the 

adjustment of any claim, loss, or damage arising under policies or contracts of insurance

68) Florida Statutes 626.876(1)

69) N. Y. Insurance Law 2101(g)(2) (A)~(D)

70) Florida Statutes 626.8738

71) N. Y. Insurance Law 109(a) and 2102(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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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험 및 교육 

공공손해사정사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해당 주의 보험법규와 공공손해사정사의 의무 

및 책임에 관한 지식을 평가하는 시험에 통과해야 한다. 면허시험 응시자는 18세 이상으

로, 관련 전공 학사학위 및 공통과목(기초법률, 회계, 재산 및 소득평가, 가계 및 기업보험) 

교육을 이수한 자로, 법률 실무, 개인 및 가계 보험 보상, 상업보험 보상, 손해사정 실무 등

의 시험과목을 준비해야 한다. NAIC 모델법과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주에서 공공손해사

정사 면허 유효기간은 2년으로, 2년마다 면허를 갱신해야 한다. 면허 갱신 시 윤리교육을 

포함한 24시간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플로리다의 경우, 매 2년마다 법과 윤리 5시

간, 선택과목 19시간을 이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손해사정사 경력에 따라 선택과목 

이수시간을 달리 정한다. 선택과목은 면허를 취득한지 6년 이상인 경우 15시간, 25년 이

상인 경우 최소 5시간을 매 2년마다 이수해야 한다. 

2) 직무범위

가) 개요 

공공손해사정사의 직무범위는 주마다 상이하고 위탁손해사정사에 비해 제한적이다. 모델

법에서는 공공손해사정사가 보험계약자 등을 대리하여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하며 보험회

사와 합의 및 절충(negotiating and effecting)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한다.72) 주별로 공

공손해사정사의 직무범위가 다르고, 일부 주에서 공공손해사정사를 인정하지 않는 이유

는 무면허 법률행위(Unauthorized Practice of Law: 이하, ‘UPL’이라 함)에 대한 주별 입

장이 상이하기 때문이다. 

72) NAIC Public Adjuster Licensing Model Act Section 2 H “public adjuster” means any person who, 

for compensation or any other thing of value on behalf of the insured: (1) Acts or aids, solely in 

relation to first party claims arising under insurance contracts that insure the real or personal 

property of the insured, on behalf of an insured in negotiating for, or effecting the settlement of, 

a claim for loss or damage covered by an insurance contract; (2) Advertises for employment as 

a public adjuster of insurance claims or solicits business or represents himself or herself to the 

public as an public adjuster of first party insurance claims for losses or damages arising out of 

policies of insurance that insure real or personal property; or (3) Directly or indirectly solicits 

business, investigates or adjusts losses, or advises an insured about first party claims for losses 

or damages arising out of policies of insurance that insure real or personal property for another 

person engaged in the business of adjusting losses or damages covered by an insurance policy, 

for the insu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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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황 당시, 미국변호사협회는 일부 외부 경쟁을 줄이고자 하는 목적에서 무자격법집행 

위원회를 구성하고 전국적인 UPL 입법을 위해 노력하였다. 1960년대까지 모든 주의 변호

사협회는 무면허 법률행위 사례를 조사하는 위원회를 가지고 있었고, 현재 모든 주가 UPL

을 금지하고 있다. 각 주는 소비자가 무지하고 신뢰할 수 없는 자로부터 법적 문제에 대한 

자문을 얻고 고객을 대신하는 것을 막는다는 소비자보호 논리로 UPL을 금지해 왔다. 다

만, 법률행위(practice of law)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정의가 없어, 주법원들은 UPL 조

항의 범위를 결정하기 위해 문제의 행동이 UPL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다양

한 기준을 적용하였다. ① 문제의 행위가 특별한 법률적 기술 또는 지식을 요하는지 여부

(professional judgement test),73) ② 문제의 행위가 전통적으로 변호사들에 의해 수행되

었는지 여부(traditional area of practice test),74) ③ 문제의 행위가 다른 상거래에서 부수

적으로 발생하는 행위로서 변호사 아닌 자에 의해 규칙적으로 이루어지는 법률행위인지 

여부(incidental to non-law activity test),75) ④ 비변호사의 법률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얻

는 공공의 이익이 비변호사의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음으로써 얻게 되는 비용절감의 이익

보다 큰지 여부(public interest test)76) 등을 평가하였다. 이외에도 ⑤ 고객이 중재인으로

부터 법률서비스를 받고 있다고 믿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고객신뢰검사(client reliance 

test), ⑥ 중재인과 고객의 관계가 변호인과 고객과의 관계와 유사한지 여부를 평가하는 고

객관계검사(attorney-client relationship test), ⑦ 중재인의 행위가 타인의 법적 권리에 영

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영향도 검사(affecting legal rights test), ⑧ 법을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하여 이해관계자의 강점과 약점, 유·불리를 평가하는지 여부를 살피는 법적용 

검사(relating law to specific facts test) 등을 적용하였다.77)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법

률행위에 대한 정의가 추상적이어서 특정 행위가 UPL에 해당하는지는 사건별로 판단해

야할 사안임에 대부분의 법원이 동의하였다. 

1934년 공공손해사정사의 활동이 UPL에 해당한다는 첫 판결이 있었다. Fitchette v. 

Taylor, 254 N.W. 910(Minn. 1934) 사건 판결에서 미네소타 대법원은 손해사정사에게 타인

의 소송제기권에 대한 의견 제공, 타인을 위한 계약서 및 진술서 작성, 법률 서비스 및 조언 

제공, 개인상해 청구 건에 대한 손해사정(adjusting)·협상(negotiating)·호객(soliciting) 등의 

행위를 금하는 하급법원의 판결을 인정하였다. 이 사건 원고 Fitchette와 Vennum은 지역 

73) Baron v. City of Los Angeles(Cal. 1970)

74) State Bar v. Arizona land Title & Trust Co.(Ariz. 1961) 

75) Cultum v. Heritage House Realtors, Inc.(Wash. 1985)

76) Cultum v. Heritage House Realtors, Inc.(Wash. 1985)

77) Federal Trade Commission and Department of Justice(2002); Hoffman and Affolder(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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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협회 간부로, 이들은 변호사자격이 없는 미네소타 손해사정협회 소속 Taylor와 그의 

동료들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다. 이 사건 원고에 따르면, 피고는 33.3%의 수수료를 대가

로 개인상해에 대한 청구 건을 손해사정(adjusting) 및 해결(settling)하고 손해배상을 청구

하는 일에 종사하는 것으로 광고하였다. 청구권자인 환자들에게 법적 권한과 청구 건의 합

법성을 설명하고 배상책임과 손해배상금에 대한 질문에 법적 조언을 하였다. 또한 증인과 

인터뷰하고 청구 건과 관련된 진술서를 확보하여 청구권자를 대리하여 보험회사와 협상하

였다. 미네소타 대법원은 피고의 행위는 무면허 법률행위에 해당하며, 이는 어떠한 경우에

도 불법이라고 보았다.

1934년 Fitchette v. Taylor, 254 N.W. 910(Minn. 1934)사건 판결 이후, 각 주에서는 공공

손해사정이 법률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지,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그러한지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였다. 1983년 인디애나주 대법원의 판결은 UPL 독트린과 공공손해사정사의 영업활

동을 결합하여 논의하는 교과서적인 사건이다. 1983년 인디애나 주 대법원은 Professional 

Adjusters, Inc. v. Tandon 사건에서 공공손해사정사에게 면허를 부여하는 주법은 주 헌법

에서 규정한 권력의 분배에 대한 조항을 위반한다고 언급하였다. 1975년 당시 주법에 따르

면 공공손해사정사는 피보험자를 대리하여 클레임 해결에 영향을 미치고(effecting), 이를 

위해 협상할 수 있다(negotiate).78) 피보험자의 손해를 결정하고 보험회사에 청구만 했다

는 공공손해사정사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다수의견은 주법에 의해 허용된 활동은 

명백한 법률행위라고 주장하였다. 다수의견에 따르면, 상기 주법에 의거 공공손해사정사

가 보험계약에 내재된 권리와 의무를 결정하고, 협상할 권한을 가지는데, 이는 필연적으로 

계약조건(contractual term)에 대한 해석을 요한다. 또한 협상(negotiation)이 실질적인 교

섭단계에 이르지 않았다는 사실은 협상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법원

은 관련 주법이 공공손해사정사의 권한과 활동범위를 고객이 클레임을 해결할 수 있도록 

손해를 평가하고(appraise) 청구 건의 공정가치를 고객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제한하지 않

았다고 지적하였다. 법원은 공공손해사정사가 피보험자의 직접 대리인으로서 클레임 해결

에 영향을 미치고 협상하는 것은 UPL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동 판결에서 소수의견은 공공손해사정사가 행할 수 있는 활동과 할 수 없는 활동 간에 명

78) Indiana Code 27-1-24-1(1975) (a) The term "public adjuster" shall include every person or 

corporation who, or which, for compensation or reward, acts on behalf of, or aids in any manner, 

an assured, in negotiating for, or effecting, the settlement of a claim or claims for loss or 

damage under any policy of insurance covering real or personal property and any person or 

corporation who, or which, advertises, solicits business or holds itself out to the public as an 

adjuster of such claims, Provided, however, That no public adjuster shall act in any manner in 

relation to claims for personal injury or automobile property da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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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한 선을 그으려는 다수의견을 비판하였다. 금전상의 손해를 평가하고, 피해재물을 조사

하고, 협상하는 것과 같은 활동은 합법과 불법의 가운데 회색지대에 있어서 명확한 선을 

긋기가 어렵다고 보았다. 소수의견에 따르면, 신속한 분쟁해결을 용이하게 하고 피보험자

를 보험회사와 같은 입장에 두는 것의 공공의 이익은 무자격자의 대리에 대한 우려보다 

큰 반면, 법원은 개별 사건으로서 공공손해사정사 활동의 합법성을 평가했어야 한다고 결

론지었다. 

위 판결에서 의견불일치는 계속해서 논쟁을 야기했다. 일반적으로 많은 법원은 피보험자

를 위해 클레임을 해결하고 협상하는 것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특히 담보범위

에 대한 논쟁이 있을 경우 더욱 그러하였다. 손해사정행위에 대한 UPL 결정은 개별 사건

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상기 판결의 소수의견은 이후 각 주의 동향을 대표한다. 

대부분의 주가 공공손해사정사 관련 법규를 제정하였다. 공공손해사정사의 영업이 법상 

자격을 얻은 활동이라 할지라도 법률행위를 규제하는 것은 법령이 아니라 법원의 의무이

기 때문에 UPL 규제로부터 자유롭지는 않다. 그러나 공공손해사정사의 손해사정업무를 

무면허 법률행위에 해당하고 이를 금지한 법원의 판단 근거가 주로 ‘공공의 이익 보호’였

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법원이 해당 주법에 규정된 각 직업의 면허제를 통해 공공이 적

절히 보호된다고 판단한 경우 전체 직업을 금지할 명분이 크지 않다고 보았다. 더욱이 법

률행위를 정확하게 정의할 수도 없는 바,79) 공공손해사정사의 무면허 법률행위 여부를 사

안별로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나) 플로리다

플로리다 법원은 특정 행위가 UPL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시에는 먼저, 동 행위가 법

률행위인지를 판단해야 하고, 둘째로 인가받은(authorized) 행위인지를 확인한다.80) 특정 

행위가 법률행위라고 하더라도 인가를 받았다면 UPL로 간주되지 않아 변호사 아닌 자에 의

해 수행될 수 있다. State Ex Rel. Florida Bar v. Sperry, 140 So. 2d 587, 591(Fla. 1962) 사

건에서 플로리다 대법원은 특정 행위가 법률행위인지를 정의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고 대신 이를 판단하는 기준을 정하였다.81) Sperry 테스트라고도 불리는데, 자문이나 서

79) 미국변호사협회(American Bar Association)는 법률행위를 정의하기 위한 작업반을 운영하였고, 2002년 Model 

Definition of the Practice of Law(법률행위 정의 모델법)를 제안하였음. 이에 따르면 법률행위는 소재주의 최

상위 법원에 의해 면허를 취득한 자만 가능하며, 다음과 같이 정의됨; (1) The “practice of law” is the 

application of legal principles and judgment with regard to the circumstances or objectives of a 

person that require the knowledge and skill of a person trained in the law

80) The Florida Bar v. Moses, 380 So. 2d 412(Fla.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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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가 중요한 법적 권리에 영향을 미치고, 권리와 재산을 정당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자

문 제공자가 보통의 시민보다도 더 많은 법적 지식 및 기술을 가져야 하는 경우라면 해당 

자문 및 서비스는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본다. 이러한 기준 적용 시 법원이 법률행위를 정

의하고 규제할 때 가장 염두할 것은 바로, 무지하고, 비윤리적이고, 무책임한 대리로부터 공

공을 보호하는 것이다.82) 일단, Sperry 테스트에 의해 법률행위로 판단된다면, 다음으로는 

동 행위가 법규 등에 의해 변호사가 아닌 자에게 허가된 행위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플로리다는 공공손해사정사를 규율하는 법규 서문에 “이 법은 공공을 보호하기 위해 공공

손해사정사를 규율하고 무면허 법률행위를 방지할 필요가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고 밝힌

다.83) 이는 공공손해사정사의 업무범위를 동법에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그 외의 행위를 

UPL로 간주한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동법에서 규정한 공공손해사정사의 업무범위가 비

록 법률행위에 해당하더라도 동법에서 허락하였으므로 UPL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플로리다에서 공공손해사정사는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 또는 제3의 청

구권자를 대신하여 보험금 청구서류를 준비·작성·접수하거나, 보험금을 협상한다.84) 공

공손해사정사는 물적 손해에 대해 보험계약자 등을 대리하여 보험금을 협상(negotiate)할 

수 있도록 주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았으므로, 공공손해사정사의 물적 손해에 대한 협상행

위는 UPL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인적 손해에 대해서는 공공손해사정사의 손해사정을 

금지하고 있는 바, 공공손해사정사가 인적손해에 대해 협상하는 행위는 UPL에 해당한다. 

1958년 Larson v. Lesser, 106 So. 2d 188(Fla. 1958) 사건에서 플로리다 대법원은 공공손

해사정사의 영업행위(solicitation)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공공손해사정사 면허를 취소하는 

81) State Ex Rel. Florida Bar v. Sperry, 140 So. 2d 587, 591(Fla. 1962). “... if the giving of [the] 

advice and performance of [the] services affect important rights of a person under the law, and 

if the reasonable protection of the rights and property of those advised and served requires that 

the persons giving such advice possess legal skill and a knowledge of the law greater than that 

possessed by the average citizen, then the giving of such advice and the performance of such 

services by one for another as a course of conduct constitute the practice of law”

82) The Florida Bar v. Moses, 380 So. 2d 412, 417(Fla. 1980)

83) Florida Statutes 626.854 “public adjuster” defined; prohibitions.-The Legislature finds that it is 

necessary for the protection of the public to regulate public insurance adjusters and to prevent 

the unauthorized practice of law

84) Florida Statutes 626.854 (1) A “public adjuster” is any person, except a duly licensed attorney at 

law as exempted under s. 626.860, who, for money, commission, or any other thing of value, 

prepares, completes, or files an insurance claim form for an insured or third-party claimant or 

who, for money, commission, or any other thing of value, acts on behalf of, or aids an insured or 

third-party claimant in negotiating for or effecting the settlement of a claim or claims for loss or 

damage covered by an insurance contract or who advertises for employment as an adjuster of 

such clai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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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orida Statutes 636.261에 대해 위헌판결을 내렸다.85) Melvin Lesser는 법상 면허를 취

득한 공공손해사정사로서 자신의 권한을 확인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하는 확인소송을 제

기하였고 대법원은 동 사건을 다룸에 있어 처음부터 무면허 법률행위와 관련된 문제를 다

룬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언급하고, 문제의 법조항에서 금지한 공공손해사정

사의 영업행위와 공공의 후생 간에는 아무런 합리적인 관계도 없다고 보았다.86)

다) 인디애나

Professional Adjusters, Inc. v. Tandon(1986) 판결 이후, 인디애나에서는 공공손해사정사

의 업무 권한이 타 주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한적으로 수정되었다. 인디애나에서는 공공손

해사정사에 대한 정의 조항에서 “in negotiating for, or effecting, the settlement of a 

claim”을 삭제하고, 공공손해사정사의 법률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한다. 인디애나의 경

우 공공손해사정사는 동산 또는 부동산을 피보험목적물로 하는 보험과 관련된 손해사정

에 대해 피보험자를 도와주고 상담하는(renders advice or assistance) 개인 또는 법인을 

의미한다. 단, 공공손해사정사는 부상이나 자동차 물적 손해와 관련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개입해서는 안 되며, 청구 건 해결 시 피보험자를 구속할 수 없다.87) 또한 공공손해사정사

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고, 변호인의 동의 없이는 변호인이 대리하는 청구권자에 

85) Florida Statutes 636.261 No public adjuster shall personally solicit or contact, either directly or 

indirectly, on his own behalf or on the behalf of any other person, firm or corporation any person 

or their legal representatives, husband or wife, dependents or next of kin for the purpose of 

representing their interest in any claim arising out of a contract or policy of insurance as defined 

in §636.23(3). Upon proof of any violation of this Section, the commissioner may revoke said 

adjuster‘s license

86) Larson v. Lesser, 106 So. 2d 188(Fla. 1958): “The parties agree here, as they did before the 

Chancellor, that a determination of the legal question presented does not involve any 

consideration of possible impingements on the practice of law as such or any relaxation of the 

rule of ethics which prohibits lawyers from soliciting or advertising for business. Since attorneys 

at law are not affected by the act we offer no further comment on the subject save to observe 

that the solicitation of and advertising for business by lawyers naturally remains one of discipline 

to be disposed of under the Canons of Ethics, 31 F.S.A. rule B, §1, subd. 27. Similarly should be 

public adjuster engage in the practice of law, his offense would become one for prosecution 

under appropriate statutes”

87) Indiana Code 27-1-27-1 (a) The term “public adjuster” shall include every individual or corporation 

who, or which, for compensation or reward, renders advice or assistance to the insured in the 

adjustment of a claim or claims for loss or damages under any policy of insurance covering real 

or personal property and any person or corporation who, or which, advertises, solicits business, or 

holds itself out to the public as an adjuster of such claims. However, no public adjuster shall: (1) 

act in any manner in relation to claims for personal injury or automobile property damage; or (2) 

bind the insured in the settlement of claims



112 연구보고서 2021-01

직접 접촉할 수 없으며, 청구권자가 법률상담을 추구하지 않도록 조언하거나, 청구권자가 

법률서비스를 받고자 할 때 특정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을 소개할 수 없다.88)

라) 기타

아칸소는 어떤 상황에서도 공공손해사정을 불법으로 간주한다. 아칸소 법에서는 보험회

사 고용 또는 대리 손해사정사를 면허제로 관리 감독하고 이들의 활동에 대해서는 무면허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89) 그러나 보험계약자 등을 대리

하는 손해사정사에 대해서는 면허제를 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UPL로 규정하고 있다.

아칸소와 마찬가지로, 앨라배마는 보험회사를 대리하는 손해사정사에 대해 면허제를 운

영하는 반면, 공공손해사정사에 대해서는 법상 면허제를 두고 있지 않다. 즉, 공공손해사

정사의 업무를 UPL로 보아, 동 자격증을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변호사가 그 역할

을 대신하며, 앨라배마 변호사협회는 제3자가 변호사 면허 없이 보험계약자 등을 위해 보

험회사와 협상하는 행위가 불법행위(경범죄)임을 경고한 바 있다. 2016년 공공손해사정사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Alabama House Bill 181)이 발의되었으나, 폐기되었다. 

위스콘신에서는 위탁손해사정사뿐만 아니라 공공손해사정사 면허제도가 없지만 공공손

해사정사가 사실상 영업을 하고 있어, 최근 보험계약자 보호 차원에서 공공손해사정사를 

관리·감독하기 위한 법안(Wisconsin Assembly Bill 357)이 발의된 바 있다. 동 법안에서는 

보험계약자 등을 대리하여 손해사정을 담당하는 공공손해사정사에 대하여, 법적으로 손

해사정사 자격시험, 전문성, 재정능력 등을 요구하고 갱신 시 보수교육을 받도록 하는 조

항을 담았다.

텍사스 법원은 피보험자 등의 법적 권리, 의무, 권한, 부상이나 재물손해에 대한 청구의 

타당성에 대해 자문하는 행위는 권한을 부여받지 않은 주체의 법 집행에 해당한다고 보았

다.90) 법적으로 보상가능한 손해의 정도를 결정하는 것은 법적인 기술이나 지식을 요구하

고 UPL에 해당한다고 언급하였다. 법원은 분쟁 중인 재물손해 또는 부상청구 건을 협상하

88) Indiana Code 27-1-27-9 A public adjuster may not: (1) engage in the practice of law; (2) deal 

directly with any claimant represented by an attorney at law without the consent of the attorney; 

(3) advise a claimant to refrain from seeking legal advice or retaining counsel; or (4) in the case 

where legal counsel is desired by claimants, advise the retention of specific attorneys or law firms

89) Arkansas Code 16-22-501(Prohibited activities) (e) This Section shall not apply to a person who 

is licensed as an adjuster or employed as an adjuster by an insurer as authorized by 23-64-101 

90) Charles R. Johnson v. Donald C. McLeaish – Court of Appeals of Texas, Dallas No. 05-94-01673 

– CV(1995.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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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해결하는 것 또한 UPL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UPL을 금하는 법규 및 판결의 주요 논리

는 경험과 지식이 충분치 않은 자의 법률서비스 제공을 금지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4) 취급가능 보험종목

가) 개요 

공공손해사정사가 취급가능한 보험종목은 주마다 상이하나 주로 재물보험 및 당사자보험

(first party insurance)으로 제한된다. NAIC 모델법은 공공손해사정사 정의 조항(Section 

2H)에서 공공손해사정사의 취급종목을 동산 및 부동산과 관련된 재물보험으로 명문화하

고 있다. 또한 모델법 Section 2H(2)에서는 공공손해사정사가 당사자보험계약의 보험금 

청구를 대리하는 자임을 명문화한다. 

플로리다의 경우 Florida Statutes 626 Part 6(손해사정사법)이 생명보험과 연금보험에는 

적용되지 않음을 명문 규정으로 두고 있다.91) 또한 공공손해사정사가 청구권자 등을 대리

하여 부상, 사망, 또는 비경제적인 손실과 관련된 청구 건에 대해 보험금을 협상하거나 법

률자문을 제공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다.92) 플로리다 주법은 공공손해사정사에 대한 정

의조항에서 공공손해사정사가 제3자보험 청구권자를 위해 동법에서 규정한 손해사정업

무를 수행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기술하고 있다.93)

뉴욕은 공공손해사정사가 취급할 수 있는 보험종목을 공공손해사정사에 대한 정의 조항

에서 열거하고 있다.94) 이에 따르면, 공공손해사정사는 화재보험, 경미 재물보험, 누수보

91) Florida Statutes 626.852 (3)

92) Florida Statutes 626.854 (3) 
93) Florida Statutes 626.854 (1) 
94) N. Y. Insurance Law 2101(g)(2) “public adjuster” means any person firm association or corporation 

who or which for money commission or any other thing of value acts or aids in any manner on 

behalf of an insured in negotiating for or effecting the settlement of a claim or claims for loss or 

damage to property of the insured in this state caused by or resulting from any of the risks as 

enumerated in paragraphs four five six seven eight nine and ten and subparagraphs (B) and (C) 

of paragraph twenty of subSection (a) of Section one thousand one hundred thirteen of this 

chapter not including loss or damage to persons under subparagraph (B) of paragraph twenty of 

subSection (a) of such Section or who or which advertises for or solicits employment as an 

adjuster of such claims and shall also include any person who for money commission or any other 

thing of value solicits investigates or adjusts such claims on behalf of any such public adjuster 

except that such term shall not include:



114 연구보고서 2021-01

험(Water Damage Insurance), 강도·도난보험, 유리보험, 보일러 및 기계보험, 엘리베이터

보험, 보석 및 금속보험, 해상보험 일부에 대해 손해사정을 할 수 있다. N. Y. Insurance 

Law 2101(g)(2)에 공공손해사정사의 업무영역으로 명시되지 않은 보험종목의 손해사정에 

대해서는 별도의 면허가 요구되지 않으며, 변호사 또는 사설탐정, 기록브로커 또는 정비

공장(자동차보험의 경우)이 동 청구 건의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펜실베이니아에서는 공공손해사정사가 배상책임보험의 청구권자를 위하여 대가를 받고 

손해사정에 관하여 자문 또는 도움을 주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95) Dauphin County Bar 

Ass’n v. Mazzacaro(1976) 사건에서 펜실베이니아 대법원은 공공손해사정사 면허는 손해

사정사가 배상책임보험의 청구권자를 대리하여 불법행위자를 대상으로 보험금을 협상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당시 Pennsylvania Statutes(펜실베이니아 법령) 301

에서는 공공손해사정사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The term, ‘public adjuster’, as used in this act, shall include every person, 

co-partnership, association, and corporation advertising, soliciting business, 

or holding himself or itself out to the public, as an adjuster of claims for losses 

or damages arising out of policies of insurance, surety, or indemnity upon 

property, persons, or insurable business interests within this Commonwealth, 

and receiving any compensation or reward for the giving of advice or assis-

tance to the assured in the adjustment of claims for such losses, or who for 

compensation or reward, whether by way of salary or commission or other-

wise, directly or indirectly, solicit business, investigate or adjust losses, or ad-

vise the assured with reference to claims for losses, on behalf of any other 

person, partnership, association, or corporation engaged in the business of 

adjusting losses”96)

동 사건에서 Mazzacaro는 Pennsylvania Statutes 302에 의거 공공손해사정사 면허를 취득

하고, 불법행위를 범한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회사를 상대로 배상책임보험 청구권자의 손

해사정업무를 수행하였다. Mazzacaro는 배상책임보험 청구권자를 위한 손해사정업무가 

주법에서 인가한 공공손해사정사의 업무권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Mazzacaro는 “보

험, 보증, 또는 배상책임 청구 건의 손해사정사로 자신을 광고 또는 호객하는 자”와(and) 

“그러한 손해의 손해사정에서 청구권자(the assured)에게 자문 또는 도움을 주는 자”, 모두 

95) Pennsylvania 2012 Act 21(Public Adjuster Licensing Law) Section 1 

96) Public Adjuster Act, Act of 1921, supra, 40, Pennsylvania Statutes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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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조항에서 인가한 공공손해사정사로 이해하였다. 대법원은 Mazzacaro가 동 조항을 이

해함에 있어 문법상의 구문(grammatical construction)을 무시하고, ‘the assured’를 잘못 

해석하였다고 언급하였다. 법원에 따르면, 동 조항에서 공공손해사정사는 “보험, 보증, 또

는 배상책임 청구 건의 손해사정사로 자신을 광고 또는 호객하면서(and) 그러한 손해의 손

해사정에서 피보험자(the assured)에게 자문 또는 도움을 주는 자”이다.97) 

캔자스의 경우, 공공손해사정사는 재물보험 등 보험계약 당사자가 수익자인 당사자보험 

청구와 상업보험(commercial insurance) 청구에만 개입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다.98) 즉, 공공손해사정사는 제3자 청구 건을 맡을 수 없다. 

나) 제3자보험 손해사정과 무면허 법률행위 

당사자보험에 비해 제3자보험의 손해사정업무는 UPL과 관련하여 논쟁의 여지가 더 많다. 

플로리다를 제외한 대부분의 주에서 공공손해사정사의 업무범위를 당사자보험으로 제한

한 이유로 보인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플로리다 법원은 공공손해사정사의 업무가 법

률행위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동 행위가 법률에서 인가한 것이라면 UPL에 해당하지 않

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배상책임보험 청구권자의 공공손해사정사 선임 수요를 과감

히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공공손해사정사의 제3자보험 청구권자를 위한 손해사정업무 수행에 대해 펜실베이니아 

대법원은 UPL에 해당한다고 보았는데, 판결에 인용된 논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Dauphin County Bar Ass’n v. Mazzacaro(1976) 사건에서 Mazzacaro는 제3자보험 청구

권자를 위하여 손해를 평가하고 해결하는 데 필요한 기술은 본질적으로 당사자보험에서

와 전혀 다를 것이 없으며, 특히 제3자보험을 다룰 때 유일하게 법적 이슈가 될 만한 것이 

바로 과실 여부에 대한 판단인데, 적어도 자신이 다룬 사건은 과실 여부에 대해서는 이미 

논쟁의 여지가 없는 건들에 한할 뿐만 아니라, 과실 여부에 대해 당사자 간에 논쟁의 여지

가 있는 건의 경우에는 청구권자에게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구하도록 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펜실베이니아 대법원은 Mazzacaro가 불법행위자 및 그의 보험회사와 피해자

간의 협상과정에서 중요한 법적 판단(legal assessment)의 역할을 무시한 것으로 간주하였

다. 펜실베이니아 대법원은 불법행위자(또는 그 보험회사)와 청구권자 간에 협상절차에서 

97) 이후 펜실베이니아는 공공손해사정사 정의 조항에서 ‘the assured’를 ‘the insured’로 변경하였음

98) Kensas Statute 40-5501. ... It specifies the duties of and restrictions on public adjusters, which 

include limiting their licensure to assisting insureds in first party clai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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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판단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손해를 평가하는 것은 손해사정사의 

권한이며 업무영역에 해당하며, 이는 손해 및 수리비용을 평가하는 것과 같이 단순 사실

에 대한 지식을 요한다. 그러나 그러한 손실에 대한 평가가 클레임 해결에서 어느 정도로 

반영되어야 하는지를 평가하는 데 필요한 기술이나 권한이 공공손해사정사에게는 없다는 

것이다. 클레임 해결을 위한 협상은 불법행위 원칙을 적용하고, 증거법칙, 사건의 유불리

를 평가하는 능력과 추상적인 원칙을 구체적인 사실에 적용하는 지식을 요한다. 법원은 

배상책임보험의 청구권자를 대신하여 클레임을 협상하는 것은 법적 판단을 요하는 작업

이므로, 공공손해사정사가 이를 수행하는 것은 UPL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5) 행위기준

가) NAIC 모델법

모델법에서는 공공손해사정사에 대한 행위기준을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Section 18). 

① 공공손해사정사는 객관적이고 성심껏 자신의 고객만을 위해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피

보험자의 보험금수요 및 이해관계에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신의 정보자문 서

비스 등을 피보험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② 공공손해사정사는 보험사고를 당한 피보험자들을 대상으로 호객행위를 하거나 호객

행위를 시도하여서는 안 된다. 

③ 공공손해사정사는 자격미보유자나 자신의 대리인에게 면허가 필요한 업무를 대신 수

행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 

④ 공공손해사정사는 자신이 수임한 보험금청구 건에 대해, 피보험자와의 서면계약에 근

거한 수임료 보수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어떠한 직·간접적인 금전적 이해관계

를 가져서는 안 된다. 

⑤ 공공손해사정사는 보험금지급이 모두 이루어지고 피보험자로부터 서면으로 허락을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보험사고 피해물건 회수에 대해 어떠한 이해관계도 가져서는 안 된다. 

⑥ 공공손해사정사는 보험사고 피해물건에 대한 수리 또는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피보험

자를 특정 수리업체와 연결 또는 소개시켜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다만, 손해사정

사 본인이 특정 수리업체와 금전적 이해관계가 있다는 사실과 특정 수리업체로부터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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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대가로 직·간접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피보험자에게 미리 고지한 경

우는 예외로 한다. 

⑦ 공공손해사정사는 피보험자에게 자신이 특정 건설회사, 구조인양회사, 감정평가업체, 

차량수리 전문업체 등 보험사고 피해와 관련된 일을 하는 업체들과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거나 이들로부터 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피보험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⑧ 공공손해사정사는 피보험자가 입은 특정 손실과 관련하여 자신이 받는 모든 보상에 관

한 내용(출처 및 금액 포함)을 서면으로 해당 피보험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⑨ 이 외에도 공공손해사정사는 다음과 같은 행동준칙을 준수해야 한다.

ⅰ. 공공손해사정사는 자신이 전문성을 갖추지 않은 보험사고에 대한 사정업무를 수행

해서는 안 된다. 

ⅱ. 공공손해사정사는 자신에게 업무를 위탁한 피보험자나 자신에게 업무를 위탁할 가능

성이 있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어느 특정 개인을 해할 목적의 허

위 또는 악의적 비난 내용을 고의로 구두 또는 서면의 방식으로 진술해서는 안 된다. 

ⅲ. 공공손해사정사는 동일한 보험금 청구 건에 대해 고용손해사정사나 위탁손해사정사

로서 활동해서는 안 된다. 

ⅳ. 공공손해사정사와의 위임계약은 해지 또는 취소 기간 후에 피보험자가 별도로 민사

적 구제 방법을 취하는 것을 막아서는 안 된다. 

ⅴ. 공공손해사정사는 자신에게 수리업체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계

약을 체결하거나 위임장을 받아서는 안 된다. 

ⅵ. 공공손해사정사의 서비스에 관한 모든 계약은 서면으로 체결되어야 하며 위임의 모

든 계약 조건을 규정하여야 한다.  

⑩ 공공손해사정사는 피보험자의 인지 및 동의 없이 보험회사와 보험금에 대해 합의를 해

서는 안 된다.

나) 플로리다

플로리다는 공공손해사정사의 행동기준 및 윤리기준을 타 주에 비해 엄격하고 상세하게 

법률로 정하고 있다. 공공손해사정사와 수련생에 대한 행동지침을 Florida Administrative 

Code(플로리다 행정법) 69B-220.051에서도 정하고 있다. 아울러 공공손해사정사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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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모든 유형의 손해사정사에게 적용되는 윤리지침을 Florida Administrative Code 

69B-220.201에 명문화하고 있다. 

플로리다는 공공손해사정사의 호객 관련 금지행위를 법에 열거하고 있다. 공공손해사정

사의 광고가 거짓의, 기만적인, 오해의 여지가 있는 주장·대리·진술 등을 포함하는 것은 

Florida Statutes 626.9541에서 규율하는 불공정하고 기만적인 거래행위에 해당한다. 또

한 보험목적물에 담보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자가 보험금 청

구 서류를 접수하도록 유인하는 문구 및 행위, 또는 그러한 청구 건을 접수하더라도 보험

계약자에게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고 설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정부 

및 공공기관에 의해 인증된 영업행위라는 오해를 유도하는 문구·행위·로고 사용 등이 금

지된다. 

공공손해사정사의 신문, 잡지, 전단지 등 인쇄광고에 “이것은 영업광고이다. 당신의 보험

목적물에 발생한 손실에 대해 보험회사의 보험금에 만족한다면 이 광고를 무시해도 좋다”

라는 내용의 문구를 추가해야 한다. 이때 글씨 크기는 광고 본문 글씨체보다 작지 않아야 

하며, 볼드 처리된 대문자로 작성되어야 한다.99) 

플로리다에서 공공손해사정사는 월~토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이외의 시간에는 청구

권자를 상대로 호객행위를 할 수 없다.100) 보험사고 발생 후 48시간 이내에는 피보험자 등

이 먼저 연락하지 않는 한 공공손해사정사가 어떤 식으로든 피보험자 등에게 연락할 수 

없다는 규정(Florida Statutes 626.854(6))이 있었으나,101)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

다는 이유로 2012년 주 대법원에서 위헌판결을 받은 바 있다. 당시 동 규정의 취지는 허리

케인 등 대재해로 인해 심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보험계약자 등을 배려하여 공공손해

사정사의 공격적인 영업활동을 금하기 위한 것이었다. 보험회사의 대리인 등이 손해가 발

생한 보험목적물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48시간 전에 피보험자 또는 공공손해사정사에 통

99) Florida Statutes 626.854(7)(b) ... “THIS IS A SOLICITATION FOR BUSINESS. IF YOU HAVE HAD A 

CLAIM FOR AN INSURED PROPERTY LOSS OR DAMAGE AND YOU ARE SATISFIED WITH THE 

PAYMENT BY YOUR INSURER, YOU MAY DISREGARD THIS ADVERTISEMENT”

100) Florida Statutes 626.854(5)

101) The Florida legislature recognized that certain traumatic events can result in persons being more 

willing to accept settlement offers during or immediately after the occurrence of a stressful 

event. Moreover, the Florida legislature recognized that the elderly are more likely to fall victim 

to unscrupulous adjuster tactics. To this end, the Adjuster’s Code of Ethics seeks to protect the 

public by imposing explicit rules designed to reduce the risk of abuse. Moreover, the rules 

provide that an adjuster must exercise “extraordinary care” when dealing with elderly clients to 

ensure that these persons do not fall prey to abusive insurance tactics. Again, any deviation 

from these rules can result in severe san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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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하여야 한다.102) 피보험자 등은 계약 체결 후 3영업일 이내(비상상황 선포 시에는 5영

업일)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또한 별도의 윤리규정을 두어, 위반 시 불공정보상행위에 

해당하여 그에 상응한 제재를 받게 된다.103)

공공손해사정 계약서와 손해증명서에는 법에서 정한 사기방지 문구를 반드시 추가해야 

한다.104) 구체적으로, 동 문구는 “보험회사 또는 피보험자를 속일 의도를 가지고 보험금

지급 여부 및 손해액 산정을 위해 중요한 정보를 불완전하거나 허위이거나 오해의 여지가 

있는 채로 수리견적서 또는 손실증명서를 준비 또는 제출하는 행위는 3급 중죄에 해당하

며 Florida Statutes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다. 또한 공공손해사정사는 피보험자 등과 합의

한 보수를 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 

공공손해사정사가 손해사정을 맡은 건물의 수리 및 복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등 이

해상충의 여지가 있는 업무 수행이 명시적으로 금지된다.105)

플로리다에서는 공공손해사정사의 행동기준과 별도로 윤리기준(code of ethics)을 Florida 

Administrative Code 69B-220.201에 규정하고 있다. 윤리기준 위반은 불공정보상행위에 

해당하며, 공공손해사정사 면허와 관련된 행정제재의 사유가 된다. 윤리기준은 공공손해

사정사를 비롯한 모든 손해사정사에 적용되는 사항과 공공손해사정사에만 적용되는 윤리

기준으로 구분된다. 먼저, 모든 손해사정사에 적용되는 윤리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손해사정사는 의뢰인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② 보험계약에 의거 엄격히 손해사정해야 한다. 

③ 피보험자에 선입견을 가지고 조사·손해사정·합의해서는 안 된다. 

④ 정직하고 진실되게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하고,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은 보상 없이 모든 

102) Florida Statutes 626.854(14)

103) Florida Administrative Code 69B-220.201 (2) Violation. (a) Violation of any provision of this rule 

shall constitute grounds for administrative action against the licensee. (b) A breach of any 

provision of this rule constitutes an unfair claims settlement practice

104) Florida Statutes 626.8796 (1) All contracts for public adjuster services must be in writing and 

prominently display the following statement on the contract: “Pursuant to s. 817.234, Florida 

Statutes, any person who, with the intent to injure, defraud, or deceive an insurer or insured, 

prepares, presents, or causes to be presented a proof of loss or estimate of cost or repair of 

damaged property in support of a claim under an insurance policy knowing that the proof of loss 

or estimate of claim or repairs contains false, incomplete, or misleading information concerning 

any fact or thing material to the claim commits a felony of the third degree, punishable as 

provided in s. 775.082, s. 775.083, or s. 775.084, Florida Statutes”

105) Florida Statutes 626.8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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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에게 공정한 손해사정을 해야 한다. 

⑤ 변호사의 대리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 변호사의 동의가 없는 한, 변호사가 대리하는 

제3자보험 청구권자의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해서는 안 된다. 여기에서 제3자보험 청구

권자는 피보험자나 피보험자의 동거가족을 포함하지는 않는다. 

⑥ 청구권자가 법률자문을 구하지 않도록, 또는 공공손해사정사를 선임하지 않도록 충고

해서는 안 된다. 

⑦ 청구권자 또는 증인이 보험사고로 인해 육체적, 정신적, 감정적으로 힘들 것으로 합리

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서 진술 또는 협상을 시도해서는 안 된다. 정신적, 감정적

으로 힘든 상황에 처한 청구권자에게 불리한 협상이라면, 그 협상을 종결해서는 안 된다.

⑧ 보험계약에 의거 청구권자의 클레임 옵션을 청구권자에게 고의로 알려주지 않는 행위

를 금한다. 

⑨ 충분한 전문성이 없는 보험담보에 대해서는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해서는 안 된다. 

⑩ 과거 공공손해사정사로서 대리했던 고객을 상대로 위탁손해사정사 또는 고용손해사

정사로서 보험회사 등을 대리해서는 안 된다. 

공공손해사정사에게만 적용되는 윤리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청구권자가 클레임 해결과 관련하여 보험회사, 고용손해사정사, 위탁손해사정사, 변호

사 등과 소통하지 못하게 하거나, 그런 일을 시도해서는 안 된다. 

② 복구작업 등을 공공손해사정사에 귀속된 대리인(a power of attorney)에 위임해서는 

안 된다. 

③ 계약은 모든 계약 조건을 포함하여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④ 법정 보수기준을 초과하는 손해사정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 

⑤ 공공손해사정사 면허가 유효한 기간 동안에는 고용손해사정사 또는 위탁손해사정사

로 일할 수 없다. 

⑥ 과거 고용손해사정사 또는 위탁손해사정사로서 손해사정업무를 대리했던 청구 건에 

대해 공공손해사정사로서 대리해서는 안 된다. 

⑦ 청구권자 등의 요청이 있을 시 진행경과에 대한 상세 정보를 30일 이내에 제공하고 이

를 문서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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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감독당국은 손해사정사가 보험법 및 윤리기준을 위반하거나, 불공정하고 기만적인 거

래에 대해 사례를 받거나, 또는 공공손해사정사가 아닌 자와 보수를 나눠 갖거나 사례금

을 받은 경우, 면허를 거절, 정지할 수 있으며, 행위당 최대 5천 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106)

다) 기타

뉴욕은 공공손해사정사가 오후 6시에서 오전 8시 사이에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어떤 방식

으로든 영업하거나 알선자에게 대가를 지불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그 위반 시 면허가 중

지·취소되거나 갱신이 거절된다.107) 피보험자는 공공손해사정사와의 보수계약을 3영업

일 이내에 문서로 통보하여 취소할 수 있다. 공공손해사정사는 계약 체결 3일 전에 제공된 

서비스에 대해서는 보수를 요구할 수 없다.108) 계약을 체결한 손해사정사가 의미 있는 서

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다른 손해사정사, 보험브로커, 변호사 등이 성공적으로 손해사정하

였을 경우 처음 계약을 체결한 손해사정사는 보수를 요구할 수 없다.109) 

6) 보수

공공손해사정사의 보수는 대부분의 주에서 상한을 법규로 정하고 있으며, 통상 확정된 보

험금의 일정비율이다. 모델법에서는 공공손해사정사가 주법에서 정한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고 대재해 시에는 확정 보험금의 10%를 상한으로 정해 각 주가 자율적으로 채택하도

록 정하고 있다.110) 

106) Florida Statutes 626.8698

107) In Pennsylvania, Section 1605(d) of the Professions and Occupations Code titled “Contracts 

limited to adjustment of insurance losses” prohibits a public adjusterfrom “directly or indirectly, 

through or with any person, partnership, corporation or association in which it has an indirect or 

beneficial interest” entering into any contract with an insured for the repair, replacement, 

restoration, renovation or demolition of damaged property at any time prior to the date that 

payment is received from the insurance carrier or the date of a verdict or award(63 P.S. § 1605)

108) New York Codes, Rules and Regulations 25-10(a)

109) New York Codes, Rules and Regulations 25-10(b)

110) NAIC Public Adjuster Licensing Model Act Section 14. [Optional] A public adjuster may charge 

the insured a reasonable fee as determined by state law. E. [Optional] In the event of a 

catastrophic disaster there shall be limits on catastrophic fees no public adjuster shall charge 

agree to or accept as compensation or reimbursement any payment commission fee or other 

thing of value equal to more than ten percent(10%) of any insurance settlement or proceeds. No 

public adjuster shall require demand or accept any fee retainer compensation deposit or 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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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로리다에서는 보험금의 20%를 초과할 수 없으며 비상상황 선포 시, 선포 당해 연도에는 

보험금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111) 보험회사가 지급한 보험금은 자기부담금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공공손해사정사 보수는 자기부담금을 제한 금액의 일정 비율로 정해져야 한다. 

뉴욕의 경우 공공손해사정사의 보수는 지급보험금의 12.5%를 초과할 수 없다. 캘리포니

아 등과 같이 보수상한을 법규에서 정하지 않은 경우 보수는 보험금의 5~15% 수준에서 

결정된다. 

캘리포니아에서는 공공손해사정사의 보수 산정기준 및 상한을 법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2016년 법 개정을 통해 공공손해사정사의 보수산정에 대한 기준을 추가

하였다. 구체적으로, 공공손해사정사의 보수는 손해사정 계약 후 최종적으로 지급된 보험

금에서 손해사정사의 보수를 제한 금액이 손해사정 계약 전에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제시했던 보험금보다 적지 않게 산정되어야 한다.112) 손해사정 계약으로 인해 피보험자 

등이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7) 기타

모델법에서는 정보의 허위기재, 보험법령 위반, 사기, 기망, 중범죄의 경우 면허가 중지·

비갱신·취소되거나 민사제재가 부과될 수 있다.113) 면허발급에 앞서 재정능력을 입증하

기 위해 2만 달러 이상의 보증서 또는 신용장을 제출해야 하며 재정능력에 문제 가 생기

면 손해사정사 면허가 정지된다. 공공손해사정사는 보험가입자를 대리하여 자금을 수령

하는 경우 이를 에스크로우(escrow) 또는 신탁계좌에 입금해야 한다. 공공손해사정사의 

계약관련 기록은 계약종료 후 5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거래기록은 기본적으로 피보험자 

이름, 날짜, 손해사정금액, 손해사정사와 피보험자간에 체결한 손해사정 계약서 사본, 보

험회사, 보험증권 번호 및 만료일, 피보험자 보험금 수령 내역, 공공손해사정사의 보수내

역, 담당 공공손해사정사의 이름, 피보험자의 변호사 이름, 보험회사 위탁 손해사정사의 

이름, 공공손해사정사의 재정능력 증명서 등을 포함한다. 공공손해사정사가 받은 모든 행

thing of value prior to settlement of a claim

111) Florida Statutes 626.854(18)

112) California Insurance Code 15027(b)(7) A public adjuster’s fee, commission, or other valuable 

consideration shall not cause the insured to receive less than any amount paid to the insured by 

the insurer prior to the date of the written contract between the insured and the public adjuster

113) 민사제재(civil penalty)는 위반행위를 처벌하기 보다는 침해행위에 대한 피해보상과 이행을 강제하도록 하기 위

한 수단으로 각 주의 행정기관이 강제적으로 부과하는 금전벌이며, 사법기관이 부과하는 형사상의 처벌인 벌금

(fine)과 구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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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처분 형사사건 기소 이력은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위반 시 면허를 정지하거나 제

재금이 부과된다. 

다. 보험회사 선임 위탁손해사정사

1) 면허 및 예외

가) 무면허 독립손해사정 금지

NAIC 위탁손해사정사 모델법에서는 무면허 손해사정을 원칙적으로 금하고 있다. 보험험

회사를 대리하여 손해사정을 하기 위해서는 위탁손해사정사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플로리다에서 위탁손해사정사로 일하기 위해서는 종합손해사정사(all-lines adjuster) 면

허를 취득해야 한다.114) 종합손해사정사는 공공손해사정사 또는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가

계 및 기업 대상 재물, 자동차, 산업재해, 배상책임 등 손해보험 청구 건을 처리한다.115) 

종합손해사정사는 생명보험과 연금을 제외한 모든 종목의 청구 건을 취급할 수 있다.116) 

플로리다에서는 동일인이 공공손해사정사와 종합손해사정사 면허를 동시에 취득할 수 없

다. 또한 보험회사에서 손해사정을 담당하는 직원은 종합손해사정사 면허를 취득하여야 

한다.117) 종합손해사정사 면허를 가지고 위탁손해사정사로 활동하는 자가 공공손해사정

사 수련생으로 활동하거나 고용손해사정사로 일하는 등의 겸업이 금지된다.118) 보험회사

는 대재해 및 긴급 손해사정사 선임 시를 제외하고는, 손해사정사 선임 시 종합손해사정

사 면허 취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119) 건강보험 보상업무를 수행하는 보험회사 

임직원, 보험가입금액이 500달러 이하인 주거 관련 보험의 보상을 담당하는 보험회사 임

직원, 변호사 등은 면허 없이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120) 보험회사는 손해사정사 

114) Florida Statutes 626.864 (1) A qualified individual may be licensed as: (a) A public adjuster; or 

(b) An all-lines adjuster

115) Florida Statutes 626.8548 An “all-lines adjuster” is a person who, for money, commission, or any 

other thing of value, directly or indirectly undertakes on behalf of a public adjuster or an insurer 

to ascertain and determine the amount of any claim, loss, or damage payable under an insurance 

contract or undertakes to effect settlement of such claim, loss, or damage

116) Florida Statutes 626.869(1)

117) Florida Statutes 626.864

118) Florida Statutes 626.876(2)

119) Florida Statutes 626.863

120) Florida Statutes 626.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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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가 없는 보험대리점에 손해사정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121) 

뉴욕의 경우 위탁손해사정사는 법상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122) 보험회사에서 손해사정을 

담당하는 직원은 별도의 손해사정사 면허가 요구되지 않는다.123) 동일인이 공공손해사정

사와 위탁손해사정사 면허를 모두 취득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하지는 않지만, 이해상충

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해야 한다. 위탁손해사정사 면허는 화재보험, 내륙운송, 항공, 자

동차,124) 상해 및 건강, 자동차 노폴트와 산재보험 건강서비스, 자동차 손상 또는 도난 감

정, 특종, 보증, 종합,125) 다중위험농작물보험 등 취급종목을 기준으로 11개로 구분하여 

별도의 면허를 받는다.126) 공공손해사정사는 상해 및 건강보험 등 인보험을 취급할 수 없

는 반면, 위탁손해사정사는 인보험 취급이 가능하다. 

나) 무면허 독립손해사정 예외 적용

위탁손해사정사 모델법에서는 무면허 손해사정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경우를 열거한다. 

변호사, 위탁손해사정사에게 기술적인 도움을 주거나 청구 건 관련 정보를 취득할 목적으

로만 고용된 자, 사기성 보험금청구를 조사할 뿐 손해액을 사정하거나 결정하지 않는 자, 

보상 관련 행정적인 일만 처리할 뿐 피보험자 등과 협상·협의·조사하는 일을 하지 않는 

자, 건강관리서비스 사업자 및 그 피고용인(단, 보상 여부 및 금액을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 생명보험·건강 및 상해 보험·연금·장해보험 등 인보험 청구 건을 조사

하고 협상하는 자, TPA(Third Party Administrator: 수탁업체) 승인하에 산재보험 또는 장

해보험을 손해사정 하는 자에 대해서는 위탁손해사정사 면허가 별도로 요구되지 않는다. 

TPA는 보험회사나 기업체를 대리하여 생명보험, 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과 관련하여 언

더라이팅, 보험료 수납, 손해사정(adjusts or settles claims)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를 

의미한다.127)

위탁손해사정사 모델법에서 무면허 손해사정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대상으로 명시적으

로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NAIC의 Managing General Agents Act(업무대행대리점법)에 따

121) Florida Statutes 626.862

122) N. Y. Insurance Law 2102(a) (1)

123) N. Y. Insurance Law 2101(g)(1)(A)

124) 신체부상 배상책임보험, 물적 손해 배상책임보험, 충돌보험(automobile collision insurance), 도난보험, 포괄

자동차보험 등을 포함함

125) 종합(general) 위탁손해사정사는 보증, 상해 및 건강, 다중위험농작물보험을 제외한 모든 보험을 취급함

126) New York Codes, Rules and Regulations 26.3

127) NAIC Third Party Administrator Act Section 1.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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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면, MGA(Managing General Agents, 업무대행대리점)는 손해사정사 면허가 없어도 보

험회사로부터 업무위탁을 받아 일정수준의 보험금 청구 건에 한해 손해사정업무를 수행

할 수 있다. MGA는 보험회사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보험회사를 대신하여 관리하

며 보험회사 순자본의 5%에 해당하는 원수보험료의 계약을 인수하거나 또는 건당 10,000

달러를 초과하는 보험금을 사정 또는 지급하는 사업자, 또는 보험회사를 대신하여 재보험

계약 협상을 하는 사업자로 정의된다.128) 

다) 시험 및 교육

위탁손해사정사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해당 주의 보험법규와 위탁손해사정사의 의무

에 관한 지식을 평가하는 시험에 통과해야 한다. NAIC 모델법과 마찬가지로 미시건(1년), 

노스캐롤라이나(1년), 네바다(3년), 애리조나(4년)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주에서 위탁손해

사정사 면허 유효기간은 2년으로, 2년마다 면허를 갱신해야 한다. 면허 갱신 시 윤리교육

을 포함한 24시간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플로리다의 경우 2년마다 면허를 갱신하

며, 경력 6년 미만인 자는 24시간의 보수교육을 이수하되, 경력 6년 이상부터는 경력에 따

라 20~24시간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뉴욕에서는 2년마다 면허를 갱신하며 갱신 

시 15시간의 의무교육이 필요하고, 면허 만료 1년 경과 시에는 재시험을 치러야 한다. 애

리조나는 면허 유효기간이 4년으로, 4년마다 6시간의 윤리교육을 포함한 48시간의 보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2) 직무범위 

1930년대 이전까지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가 보험회사에서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하였다. 

당시만 해도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가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인식이 지배적이

었다. 1939년 보험회사와 미국변호사협회(American Bar Association, 이하, ‘ABA’라 함)는 

공동으로 손해사정에 관한 규범을 만들어 발표하였다(ABA 1939). 이에 따르면, 보험회사 

또는 그 대리인은 청구권자가 선임한 변호사의 동의 없이는 청구권자와 협상하거나 클레

임을 해결할 수 없으며, 보험회사를 대리하는 자는 법률행위를 할 수 없다.129) 또한 보험회

사 또는 그 대리인은 청구권자가 법률자문을 구하지 못하도록 조언할 수 없다. 제3자 청구 

128) NAIC Managing General Agents Act Section 2. D

129) “No lay person, lay firm, lay partnership or corporation serving as a representative of an 

insurance company in the handling of a claim, shall engage in the practice of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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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third-party claim)의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청구권자와 클레임에 대해서 논

의하고 그것을 해결할 권리를 가지며, 사실을 조사하고 증인을 인터뷰하고, 손해를 평가하

고, 사실관계에 기반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회사의 책임을 결정할 권리를 가지나 청구

권자에게 법적 권리를 조언할 수 없다. 

이처럼 위탁손해사정사도, 공공손해사정사와 마찬가지로 UPL 논란으로부터 자유롭지 않

다. 다만, 판례는 위탁손해사정사에 대해서는 UPL의 적용에 있어 공공손해사정사보다는 

비교적 관대하게 접근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3) 면허 거절 및 정지 사유 

NAIC 모델법은 위탁손해사정사의 면허(갱신) 거절 및 정지 또는 민사제재금 부과 사유 13

가지를 열거하고 있다(Section 12 A). 

① 면허 신청서에 허위의, 불완전한 또는 오해의 여지가 있는 정보를 기재한 경우

② 보험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경우

③ 허위 또는 사기로 면허를 취득하고자 시도하거나 취득한 경우

④ 영업과정에서 수령한 금전 및 재물을 부당하게 인출·유용·전환하는 경우

⑤ 보험계약의 조건을 의도적으로 잘못 전하는 경우

⑥ 중죄를 범한 경우

⑦ 사기 또는 불공정거래행위가 적발된 경우

⑧ 사기적, 기만적, 부정직한 거래행위 또는 재정적 문제 등이 드러난 경우 

⑨ 타 주에서 면허가 거절·정지된 경우

⑩ 보험거래와 관련된 문서에 타인 명의를 위조한 경우

⑪ 면허시험에서 부정행위로 적발된 경우

⑫ 양육의무(child support obligation)를 부과한 법원 또는 행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⑬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미납, 소득세 납부에 대한 행정 및 법원명령을 이행하지 않

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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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행위기준 

NAIC 모델법에서는 위탁손해사정사의 행위기준을 규정하고 있지만, 공공손해사정사 모

델법과는 달리 이를 선택사항으로 두고 있고 6가지 사항만을 열거하고 있다(Section 15). 

먼저, 위탁손해사정사는 피보험자·보험회사·공공에 공정·정직해야 한다. 둘째, 보험계약

자 등에게 신속하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중·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대해야 한다. 

셋째, 위탁손해사정사는 피보험자 등에게 법적 조언을 해서는 안 되며, 피보험자 등이 선

임한 변호사가 있는 경우, 변호사의 동의 없이 피보험자 등에게 직접 접촉하여서도 안 된

다. 넷째, 위탁손해사정사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다섯째, 피보험

자 등과 접촉 시 보험회사를 대리하는 손해사정사임을 밝혀야 한다. 마지막으로, 금전적

으로 이해가 얽힌 건에 대한 손해사정을 해서는 안 된다. 

5) 보수 

NAIC 모델법은 위탁손해사정사의 보수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다. 위탁손해사정사 면허

제를 운영하고 있는 대부분의 주에서도 보수 산정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않다. 위탁손해사정사의 거래상대방이 교섭력이나 전문성 측면에서 위탁손해사정사에 비

해 열위에 있지 않아 보수기준에 대해서 별도로 규제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캘리

포니아의 경우 보험회사의 위탁손해사정사 보수를 제한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130) 구체

적으로, 보험회사는 청구 건을 해결하고 손해액을 산정하는 대리인에게, 즉 위탁손해사정

사에게 손해사정금액에 연동한 보수를 지급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 조항이 

1949년부터 주 보험법에 포함되어 동 조항의 삽입 배경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다. 손해

사정금액에 연동한 보수산정 금지를 법에 명문화함으로써 위탁손해사정사의 불공정한 보

험금 삭감 유인을 차단하고자 함으로 유추된다. 

130) California Insurance Code Sections 815-816 Article 7.5. Restrictions on Compensation of 

Adjusters 815. No insurer shall pay any representative given discretion as to the settlement or 

adjustment of claims under life or disability policies, whether in direct negotiation with the 

claimant or in supervision of the person negotiating, a compensation which in any way is 

contingent upon the amount of settlement of such claims 816. No insurer shall pay any person 

given discretion as to settlement of claims under any policy of insurance, or surety bond, 

whether in direct negotiation with the claimant or in supervision of the person negotiating, a 

compensation which in any way is contingent upon the amount of settlement of such claims, 

except as in this Section otherwise expressly provi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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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원 및 분쟁

가. 제도

보험산업 내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율하기 위해 만들어진 NAIC의 불공정거래모델법 제4조 

K항에서는 보험회사의 민원처리절차 기록 및 보존 불이행을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한다. 

이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총 민원 건수, 보험종목, 민원유형, 처리결과, 처리기간 등의 기

록을 보관해야 한다. NAIC는 불공정거래모델법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민원처리절차 및 

기록에 관한 모델규칙(Model Regulation for Complaint Records to Be Maintained 

Pursuant to the NAIC Unfair Trade Practices Act)을 별도로 제정하여, 주 보험당국이 자

율적으로 적용하도록 하였다. 델라웨어, 아이오와, 네브래스카, 뉴멕시코, 노스캐롤라이

나, 오클라호마, 사우스다코타, 테네시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주에서 보험회사별 민원통

계를 공개하고 있다(NAIC 2019).

보험에 관한 상담 및 민원 처리는 주 보험청이 주로 담당하고 있다. 소비자는 보험회사가 

해결하지 못하는 민원 및 분쟁 해결을 보험청에 요청할 수 있다. 보험청은 소비자로부터 

민원이 접수되면 보험법이나 기타 법률상의 불법행위를 검토하여 보험회사나 보험중개

사, 보험대리점의 법률위반이 있는지 확인하고 위법이 판명될 경우 제재금의 부과, 면허 

정지 및 취소 등의 처분을 내린다. 다만, 주 보험청은 보험회사에 상기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을 뿐 금전 지급을 명령하거나 요구할 수는 없다. 

나. 운영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미국도 보상 관련 민원이 가장 빈번한 것으로 나타난다. NAIC에

서 각 주 보험청의 자료를 집계하여 작성한 민원자료에 따르면,131) 2019년 기준 보험종목

별 민원비율은 상해 및 건강보험이 38.9%로 가장 높고, 자동차보험 31.6%, 주택종합보험

(homeowners insurance) 20.1%, 생명·연금보험 0.6% 순으로 높게 나타난다(<표 Ⅳ-5> 참

조). 전체 민원에서 보상 관련 민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46.5%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보험

계약자 서비스(11.6%), 인수심사(6.8%), 마케팅 및 판매(1.8%) 순이다(<표 Ⅳ-6> 참조). 보

상 관련 민원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9년 기준 보상 관련 민원 중 ‘불만족스

러운 합의 및 제안’ 관련 민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27.2%로 가장 높다(<표 Ⅳ-7> 참조). 또

131) NAIC에서 공개한 민원통계는 각 주 감독청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것으로, 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주도 있음



Ⅳ. 해외사례: 미국 129

한 ‘지급 지연’이 25.8%, ‘지급 거절’이 21.2%를 차지하고 손해사정사에 대한 민원이 약 

4.3%를 차지한다. 민원처리 결과, 2019년 기준 보험회사에 불리하게 처리결과가 바뀐 비

율은 24.8%인 반면, 보험회사의 결정을 인정한 건수의 비율은 4.3%에 불과하다(<표 Ⅳ-8> 

참조). 

NAIC는 보상처리 실태 파악을 위해 MCAS(Market Conduct Annual Statement, 영업행위 

연차보고서)라는 통계작성 양식을 배포하였다. 보험종목별로 작성내용이 다소 상이한데, 

주택종합보험의 경우 신규 청구 건수, 지급 건수, 부지급 건수, 지급에 소요된 기간의 중

간값, 지급소요 기간별 지급 건수(30일 이내, 31~60일 이내 등), 종결소요 기간별 부지급 

건수, 신규 소송 건수, 소송완료 건수 등을 작성, 보고해야 한다. 동 자료를 통해 감독당국

은 시장현황을 파악하고 영업행위 검사 대상을 선별한다. NAIC가 MCAS 자료 작성을 기

획하였을 당시에는 이를 공개하여 소비자들의 보험회사에 대한 정보비대칭을 축소하고자 

하였으나, 보험회사의 반대에 부딪쳐 비공개 상태이다.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상해 및 건강보험 41,543 40,152 34,744 

자동차보험 33,238 30,673 28,224 

화재상업 보험 등 998 1,139 1,170 

주택종합보험 13,223 23,967 17,972 

배상책임보험 518 553 596 

생명·연금보험 7,574 5,999 5,421 

기타 1,512 1,554 1,180 

합계 98,606 104,037 89,307

주: 종결민원(Closed Complaint)은 주 보험청이 조사하여 해결(resolution code)한 건, 인정민원(Confirmed Co

mplaint)은 주 감독청이 보험회사 등의 법규 및 약관 위반을 확인한 건을 의미함

자료: NAIC, Closed Confirmed Consumer Complaints by Type of Insurance(2020년 4월 27일 기준)

<표 Ⅳ-5> 미국 보험종목별 종결 및 인정 민원
(단위: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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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보상  42,808  48,203  41,548

마케팅 및 판매   2,041  1,775  1,611

계약자서비스  16,319  13,502  10,380

인수심사   7,520  6,379   6,121 

주: 종결민원(Closed Complaint)은 주 보험청이 조사하여 해결(resolution code)한 건, 인정민원(Confirmed Co

mplaint)은 주 감독청이 보험회사 등의 법규 및 약관 위반을 확인한 건을 의미함

자료: NAIC, Closed Confirmed Consumer Complaints By Coverage Type

<표 Ⅳ-6> 미국 유형별 종결 및 인정 민원
(단위: 건)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불만족스러운 합의 및 제안 8,310 11,426 11,334

지급 지연 11,843 13,119 10,735 

지급 거절 10,166 9,500 8,819 

손해사정사(Adjuster Handling)  2,267  1,723 1,776 

주: 종결민원(Closed Complaint)은 주 보험청이 조사하여 해결(resolution code)한 건, 인정민원(Confirmed Co

mplaint)은 주 감독청이 보험회사 등의 법규 및 약관 위반을 확인한 건을 의미함

자료: NAIC, Closed Confirmed Consumer Complaints By Reason(2020년 4월 27일 기준)

<표 Ⅳ-7> 미국 보상 관련 종결 및 인정 민원
(단위: 건)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보험회사 결정 번복  15,199  17,180  13,502 

보험회사 결정 인정   4,864   2,683   2,345 

합의 27,823 28,589 26,463

기타 12,906 11,793 12,053

합계 60,792 60,245 54,363

주: 기타는 징계절차 이행, 벌금, 불충분 정보로 인한 처리 불가, 민원 철회 등을 포함함

자료: NAIC, Closed Confirmed Consumer Complaints By Disposition(2020년 4월 27일 기준)

<표 Ⅳ-8> 미국 처리결과별 민원
(단위: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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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결 

손해사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미국의 제도적 접근은 보험회사의 부당한 보험금지급에 

대한 엄격한 손해배상책임, 손해사정사제도 활성화를 통한 당사자 간 자율분쟁해결에 역

점을 두고 있다(<그림 Ⅳ-2> 참조). 손해사정사를 통한 합의 및 절충, 그리고 부당한 보험

금지급에 대한 보험회사의 손해배상책임 강화로 소송이 활성화되어 있어, 민원이나 재판

외적 분쟁해결기구 등에 대한 의존도 및 필요성은 상대적으로 낮다. 

미국은 일차적으로, 보험회사의 부당한 보험금지급 거절·삭감·지체에 대해 행정제재는 

물론 엄격한 민사적 제재를 가함으로써 부당행위를 사전적으로 억제하는 접근방식을 취

한다. 악의에 의한 보험계약 불이행을 불법행위로 보아, 이로 인한 경제적·정신적 손해배

상과 더불어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한다. 정당한 보험소비자 입장에서는 소송의 실

익이 작지 않기 때문에 권리구제를 위한 소송에 적극적일 수밖에 없는 반면, 보험회사는 

불공정 손해사정에 따른 비용이 상당하기 때문에 손해사정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 

더불어, 보험회사가 고용 또는 선임한 고용손해사정사나 위탁손해사정사를 견제하기 위

한 별도의 전문 직업군으로서 공공손해사정사를 두어, 보험계약자 등을 대리한다. 주별로 

다소 차이는 있으나, 손해사정사가 선임주체의 대리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직무범위에 합의·절충을 허용하여 당사자 간 자율분쟁해결을 최대한 유도한다. 합의 및 

절충에 개입할 수 있는 대리인의 자격을 가진 만큼, 공공손해사정사의 영업행위기준, 윤

리기준, 교육기준 등을 법규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보험회사의 손해사정업무 처리방식에 대해서는 외부 위탁 시 면허를 가진 손해사정업체

에 위탁해야 한다는 규정 외에는 구체적으로 규율하고 있지 않다. 외부위탁을 강요하거나 

자회사 위탁을 금지하는 등의 규정은 찾아보기 어렵다. 

<그림 Ⅳ-2> 미국의 손해사정 및 분쟁해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