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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해외사례: 영국

이 장에서는 영국의 손해사정제도 및 운영 실태를 살펴보기로 한다. 영국은 보험산업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에 대해 자율규제를 존중하였으나, Financial Services Act 1986(금융서

비스법 1986: 이하, ‘FSA 1986’라 함))하에서 여러 가지 금융사고 및 감독실패의 문제점이 

발생하자 기존체제에 대한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었다. 이에 1997년 5월 통합금융감독기

구(Financial Services Authority: 이하, ‘FSA’라 함)를 신설하고, 금융시장에 관한 기본법

을 하나로 통합하였다. 그 법률이 Financial Service and Markets Act 2000(금융서비스·시

장법 2000: 이하, ‘FSMA 2000’라 함)이다. 그러나 2007년 BNP Paribas의 환매중단사태, 

Northern Rock의 예금인출사태가 발생하였고 대형 4개 은행 중 2개 은행이 실질적으로 

국유화되었다. 이를 통해 금융감독체제에 대한 문제점이 드러나자, 영국은 2013년 4월, 

FSA를 영업행위를 감독하는 FCA(Financial Conduct Authority)와 건전성 감독을 담당하

는 PRA(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로 분리하였다. 금융기관의 영업행위에 대한 별

도의 기관 설치와 함께 영업행위에 대한 규제도 강화되었다. 

이러한 분위기는 보험제도에도 반영되었다. Consumer Insurance (Disclosure and 

Representations) Act 2012(고지·표시에 관한 소비자보험법 2012: 이하, ‘CIA 2012’라 함)

와 Insurance Act 2015(보험법 2015)를 제정하여 보험소비자 등에 불리한 규정, 즉 Marine 

Insurance Act 1906(해상법 1906: 이하, ‘MIA 1906’라 함)을 대체하였다. 또한 FCA 설치와 

함께 보험회사와, 관련 금융기관의 영업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만드는 등 보험산업

의 신뢰 제고를 위한 노력이 활발히 이루어졌다. 금융서비스의 신뢰 제고라는 기조하에 규

제개혁이 이뤄진 가운데, 손해사정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서는 어떠한 조치들이 취해졌는

지 검토의 실익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영업행위규제와 관련하여 영국의 사례

가 우리나라에서 빈번하게 인용·적용되고 있다는 점도 배제할 수 없다.132) 

구체적으로, 보험회사의 보상에 대한 규제, 손해사정사제도, 민원 및 분쟁 처리 제도 등의 

132) 미국·영국에서는 손해사정사가 대리인의 역할을 하고, 분쟁조정기구 또는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반면, 독

일은 손해사정사(손해감정인)가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중재인’의 기능을 수행함. 손해액 등의 의견 차이가 있거

나 전문지식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피보험자,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는 손해감정인을 선임하여 활용한다는 점에

서 검토의 실익이 있음. 독일 사례는 ‘부록 2. 독일’을 참조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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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배경, 발전과정, 논쟁적 이슈, 운영 실태를 조사한다. 더불어 손해사정과 민원을 대행

하는 클레임관리회사(Claim Management Company: 이하, ‘CMC’라 함)에 대해 살펴본다.

영국의 보험금지급의 공정성 확보 수단은 ① 보험회사의 보험금지급을 묵시적 계약조건

으로 명문화한 Insurance Act 2015 Part 4A 13A, ② 보험회사의 보상 및 손해사정에 대한 

규칙 및 지침을 규정한 FCA의 핸드북, ③ 보험소비자가 선임한 손해사정사의 건전성 및 

영업행위에 대한 FCA의 감독, ④ CMC의 영업행위 규칙 및 지침을 규정한 FCA 핸드북, ⑤ 

금융분쟁옴부즈만제도(Financial Ombudsman Service: 이하, ‘FOS’라 함), ⑥ 그리고 민원 

및 분쟁 처리 및 결과 공개 등으로 구성된다. 

<그림 Ⅴ-1> 영국: 공정한 손해사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

1. 보험금지급제도

가. Insurance Act 2015

1) 보험금지급의무의 법제화 논의 

2017년 5월 4일 이전까지 영국에서는 보험회사 등이 합당한 기간 내에 보험금을 지불해

야할 적극적인 의무가 법적으로 규정되지 않았다. 영국의 일반계약법에서는 계약위반 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만(이원정 2015), 손해보험(indemnity insurance)에서는 예외적

으로 보험회사가 보험금지급을 부당하게 지연하거나 거절하여도 손해배상(damages)의 

청구가 인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지급 지연으로 인해 추가적인 피해를 입는다고 하더라

도, 지급 지연으로 인한 추가손해를 청구할 수 없었다. 이는 영국법원이 보험회사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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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보험사고의 발생 시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약정된 손해에 대

하여 피보험자를 손해가 없는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를 손해방지

의 원칙(hold harmless principle)이라고 한다.133) 이에 따르면 보험계약에서 지급하는 보

험금은 계약상 채무(debt due under the contract)가 아니라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금

(damages for breach of contract)에 해당된다. 영국법상 채무의 이행지체에 대한 손해배

상청구는 인정되지만, 손해배상금의 지급 지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인정되지 않기 때

문에, 보험계약자는 보험금지급 지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었다.134)

Sprung v. Royal Insurance(UK) Ltd(1997) 사건에서135) 법원은 “손해보험계약에서 보험금

은 손해배상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보험금의 지급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금이 인정되지 않

는다. 따라서 피보험자가 입은 추가손해에 대하여 보험회사의 책임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고 판결하였다. 또한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상 보험금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가정한다면, 

보험금지급 지체 시 피보험자에게는 손해배상청구권이 당연히 발생한다. 그러나 보험증

권에는 보험회사가 보험금지급의무를 부담한다거나 합리적 기간 내에 보험금을 지급한다

는 묵시적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보험금의 지급 지체로 발생된 손해에 대하

여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판결하였다. 이 판결은 다수의 사건에서 인용

되었다.136)

2006년부터 영국 법률위원회(Law Commission)와 스코틀랜드 법률위원회(Scottish Law 

Commission)는 보험계약법 개정작업에 착수하였고, 법률위원회는 보험금의 지급 지체를 

보험계약법상 개혁이 필요한 분야에 포함시켰다.137) 손해보험계약상 보험회사의 의무는 

손해의 방지가 아니라 보험금의 지급이라는 것이 보험계약자 등의 합리적인 기대라는 점, 

손해방지의 원칙은 보험회사의 이익 보호에만 편중되어 공평성을 상실하였다는 점, 

Sprung v. Royal Insurance(UK) Ltd 사건에서 확립된 원칙은 현행 일반계약법상 원칙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는 점 등을 들어 법률개혁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였다.138) 

133) 손해방지의 원칙은 생명보험에는 적용되지 않았음

134) Law Commission and Scottish Law Commission(2014) para. 25.8~25.10

135) 재물보험에 가입한 재산 및 공장이 기물파손자에 의해 손해를 입었으나, 보험회사는 반달리즘(vandalism)이 담

보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점을 들어 보험금지급을 거절하였음. 4년여 동안 보험금지급을 지체한 보험회사는 분쟁

절차를 통해 결국 법정이자와 보험금을 지급하였음. 보험금이 지급되던 시기에 이미 그 손해로 인하여 Sprung

은 파산에 직면하게 되었고 그는 보험회사를 상대로 추가적인 손해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추

가적 손해는 법률로 배상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판결하였음

136) Law Commission And Scottish Law Commission(2014) para. 25.11~25.21

137) Law Commission and Scottish Law Commission(2006)

138) Law Commission And Scottish Law Commission(2014) para. 26.4~2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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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는 보험금지급 지체와 관련하여 현행 영국의 제정법상 보험금의 지급 지체 시 

피보험자가 행사할 수 있는 구체조치가 제한적이어서 입법에 의한 개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였다.139) 영국에서 보험금의 지급 거절 및 지체 시 피보험자가 행사할 수 있는 구제

조치는 3가지이다.140) 먼저, 피보험자는 MIA 1906 Section 17에서 규정한 최대선의의무

(duty of utmost good faith)의 위반을 주장할 수 있다.141) 보험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보험금지급을 지체하거나 거절하는 것은 최대선의의무 위반에 해당된다. 그러나 보험회

사의 신의성실의무 위반 시 소비자는 보험계약을 취소(avoid)함으로써 기납입보험료를 반

환받을 수 있지만, 지급 지연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받을 수는 없다.142) 둘째, 피보험자는 

FCA가 제정한 Insurance Conduct of Business Sourcebook(보험영업행위자료집: 이하, 

‘ICOBS’라 함) 위반을 주장할 수 있다. ICOBS 8.1.1는 보험사기의 증거가 없는 경우 보험

회사의 신속, 공정한 보상을 규정하고 있다. 보험회사가 ICOBS를 위반한 경우 FCA는 보

험회사에 벌금을 부과하거나143) 보험회사의 부당행위를 공표할 수 있으며144), 피보험자

는 제소권을 가진다.145) 그러나 제소권자가 FCA 규칙 위반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개인

으로 제한되어 있어 기업 등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으며, FSMA의 규정이 복잡하고 제한적

이어서 실제 적용된 사례가 거의 없다(이원정 2015). 셋째, 피보험자는 FOS에 구제를 신

청할 수 있다. 이는 피보험자가 보험금의 지급 지체로 입은 간접손해에 대해 보험회사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보험자에게 높은 수준의 입증책임을 부과하고, FOS의 기

준을 초과하는 기업(종업원이 10명 이상이거나 연매출이 2백만 유로 이상인 기업) 또는, 

당시 기준 10만 파운드를 초과하는 손해는 FOS를 통해 그 손해를 구제받을 수 없다.

2014년 7월 15일 법률위원회는 ‘보험계약법의 공동연구보고서’와 보험법초안(Draft 

Insurance Bill)을 마련하여 재무부(TM Treasury)에 건의하였다. 동 초안에는 보험회사의 

139) Law Commission And Scottish Law Commission(2014) para. 26.54~26.79

140) Law Commission And Scottish Law Commission(2010)

141) 1906년 제정된 Marine Insurance Act 1906은 보험관행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 몇몇 

규정들은 보험계약자 등에게 불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하였음. 2012년 Consumer Insurance 

(Disclosure and Representations) Act 2012와 Insurance Act 2015가 제정되어 Marine Insurance Act

의 특정규정에 우선하여 적용됨

142) Marine Insurance Act 1906 Section 17 A Contract of marine insurance is a contract based upon 

the utmost good faith, and, if the utmost good faith be not observed by either party, the 

contract may be avoided by the other party

143) Financial Service and Market Act 2000 Section 206(Financial penalties)

144) Financial Service and Market Act 2000 Section 205(Public censure)

145) Financial Service and Market Act 2000 Section 138D(Actions for damages) (2) A contravention by 

an authorised person of a rule made by the F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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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6 연구보고서 2021-01

묵시적 보험금지급의무와 위반 시 보험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한 조항이 포함되었다. 

회담 참여자의 80% 이상이 불합리하게 보험금의 지급을 지체하거나 합법적이지 않은 방법

으로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보험회사는 일반계약법상의 원칙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

할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였다. 그러나 국제언더라이팅협회(International 

Underwriting Association)를 포함한 일부 이해관계자는 보험금지급 지연으로 인한 추가

적인 손실을 인정할 경우 소송 남용과 보험회사의 무제한 초과 비용 발생의 가능성이 있으

며, 이는 보험료 인상이나 요구자본 조건 재평가, 담보 및 요율구조 재평가 등의 문제를 초

래한다고 주장하였다(송윤아 2014). 이에 재무부는 이해관계자 간에 충분한 논의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동 조항이 삭제된 보험법안(Insurance Bill, 155)을 의회에 제

출하였고, 동 보험법안은 Insurance Act 2015라는 이름으로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되

었으며, 이는 MIA 1906의 특정규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2015년 9월 16일, Insurance Act 2015에서 삭제된 조항을 포함한 Enterprise Bill 2015가 

상원에 제출되어, Enterprise Act 2016(회사법 2016)이 제정되고, 2017년 5월 4일부터 시

행되었다. Enterprise Act 2016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등 기업 및 경제

활력 촉진을 위해 제정되었으며, 보험회사의 묵시적 보험금지급의무와 그 위반 시 보험회

사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한 조항(28~30조)을 포함한다. Enterprise Act 2016에 의해 

Insurance Act 2015에 보험금지급의 지체에 관한 규정(Section 13A)이 추가되어 보험금의 

지급시기에 관한 법리가 정비되고, 보험금지급 지체 시 법정이자와 약정이자 외에 손해배

상청구권이 피보험자에게 인정되었다. 

2) 보험금지급에 대한 세부내용

Insurance Act 2015 Part 4A 13A에 따르면,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

한 경우 보험회사가 합리적인 기간 내에 그 청구와 관련된 정당한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모든 보험계약에서 묵시적 계약 조건(implied contractual term)이다.146) 합리적 기

간은 보험금의 심사 및 사정에 소요되는 기간을 포함하며, 합리성 여부는 관련된 모든 정

황을 고려하여 결정되지만, 보험종목, 보험금의 규모와 복잡성, 법령 또는 지침의 준수, 보

험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 등이 고려될 수 있다.147) 보험회사가 보험금 청구에 대하여 

146) Insurance Act 2015 Part 4A 13A Implied term about payment of claims (1) It is an implied term 

of every contract of insurance that if the insured makes a claim under the contract the insurer 

must pay any sums due in respect of the claim within a reasonable time

147) Insurance Act 2015 Part 4A 13A Implied term about payment of claims (2) A reasonable time 

includes a reasonable time to investigate and assess the claim. (3) What is reasonable w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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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금액이나 지급항목과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

는, 이의제기 기간 동안에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보

험회사가 묵시적 조건을 위반한 것은 아니지만, 보험금 취급에 관한 보험회사의 행위는 

묵시적 조건의 위반 여부와 그 시기를 결정함에 있어서 고려요소가 될 수 있다.148) 또한 

묵시적 조건의 위반에 대하여 정당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및 계약 또는 기

타 법령에 따라 법원의 재량으로 산정된 금액에 대한 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에 추가

하여 별도의 손해배상금의 청구와 같은 구제가 가능하다.149) 이 규정은 합리적 기간 내 보

험금 지급의무는 보험계약상 인정되는 묵시적 의무이므로 보험회사가 이를 위반한 경우 

보험금과 이자 외에도 일반계약법상 인정되는 손해배상금이 피보험자에게 지급된다는 점

을 명시한 것이다. 지급 지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멸시효는 보험회사의 보험계약상 

금전지급이 완료한 후부터 1년 또는 묵시적 조건위반일로부터 6년 중 빠른 날로 정하고 

있다(Enterprise Act 2016 Section 30). 

한편, 영국의 Insurance Act 2015 Section 12에서는 원칙적으로 보험회사는 사기적 청구에 

대한 배상 책임이 없다고 규정한다. 보험회사는 사기적 청구에 관하여 이미 지급된 금액을 

모두 회수할 수 있으며, 사기적 보험 행위 시부터 해당 보험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다. 보험

사기로 계약이 무효가 되면 보험회사는 기존에 받았던 보험료도 반환할 필요가 없다. 사기적 

보험 행위 이후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서도 보험회사는 모든 책임을 거부할 수 있다. 그

러나 사기적 보험 행위 이전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서는 본래의 계약대로 이행해야 한다.

depend on all the relevant circumstances, but the following are examples of things which may 

need to be taken into account- (a) the type of insurance, (b) the size and complexity of the 

claim, © compliance with any relevant statutory or regulatory rules or guidance, (d) factors 

outside the insurer’s control

148) Insurance Act 2015 Part 4A 13A Implied term about payment of claims (4) If the insurer shows 

that there were reasonable grounds for disputing the claim (whether as to the amount of any 

sum payable, or as to whether anything at all is payable)- (a) the insurer does not breach the 

term implied by subSection (1) merely by failing to pay the claim (or the affected part of it) 

while the dispute is continuing, but (b) the conduct of the insurer in handling the claim may be 

a relevant factor in deciding whether that term was breached and, if so, when

149) Insurance Act 2015 Part 4A 13A Implied term about payment of claims (5) Remedies (for 

example, damages) available for breach of the term implied by subSection (1) are in addition to 

and distinct from- (a) any right to enforce payment of the sums due, and (b) any right to 

interest on those sums (whether under the contract, under another enactment, at the court’s 

discretion or otherw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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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FCA의 영업행위규제

FCA는 FSMA 2010과 Financial Service Act 2012(금융서비스법 2012: 이하, ‘FSA 2012’라 

함)에 의거 금융감독에 관한 규정(rule), 지침(guidance), 규칙(code), 정책(policy) 등을 제

정, 개정,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150) 감독 및 제재에 관한 실질적인 내용은 규정에

서 다루고 있다. FCA 규정과 지침은 핸드북(Handbook of rules and guidance)을 통해 공

개되고 있으며, 동 핸드북은 피감기관이 참조하기 쉽도록 감독이슈별 또는 피감기관 종류

별 매뉴얼로 구성된다. 

모든 피감기관은 FCA 핸드북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규정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며 위반 

시 제재조치 및 손해배상청구소송(actions for damages)이 가능한 반면, 지침은 법적 구속

력이 없으며 규정을 설명하는 용도로 사용된다. FCA 핸드북은 상위기준(High Level 

Standards), 건전성기준(Prudential Standards), 영업행위기준(Business Standards), 규제

절차(Regulatory Process), 보상(Redress), 전문분야별 규정(Specialist Sourcebook), 상장, 

설명서 및 공시규정(Listing, Prospectus and Disclosure), 핸드북지침(Handbook Guides), 

규제지침(Regulatory Guides), 용어(Glossary) 등으로 구성된다. FCA는 보험회사에 대해

서는 영업행위만을, 보험서비스 관련 회사(insurance intermediaries)에 대해서는 건전성

과 영업행위를 모두 규제한다. 이 중 보험회사의 보상 및 손해사정에 적용되는 규정을 살

펴보도록 한다. 

1) Principles for Business

 FCA는 모든 피감기관이 그의 영업행위와 관련하여 준수해야 할 11개의 기본원칙을 정하

고 있고, 이를 Principles for Businesses(영업원칙: 이하, ‘PRIN’라 함)라고 한다. PRIN은 

FCA 핸드북 중에서도 다른 규정과 지침의 기초가 되며 모든 감독판단의 근거가 되는 10개 

상위기준 중 하나이다. 보험회사를 포함한 모든 인가사업자가 영업행위를 수행함에 있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원칙은 다음과 같다.151) 

Principle 1. 진실성

Principle 2. 선관의무

150) Financial Service Act 2012 Part 1A(The Regulator) Chapter 1(The Financial Conduct Authority) 

1B(6)과 Financial Service Act 2012 Part 9A(Rules and Guidance) Chapter 1(Rule Making Powers) 

137A~137S

151) FCA Handbook PRIN 2.1.1 R(Principles for Busine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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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nciple 3. 충분한 위험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책임 있고 효율적인 업무 조직·통제

Principle 4. 재무건전성 유지

Principle 5. 영업행위에 관한 기준 준수

Principle 6. 소비자의 이익에 대한 고려와 공정한 대우

Principle 7. 고객의 정보수요에 대한 대응과 공정·명확하고 오해를 야기하지 않는 정보 전달

Principle 8. 회사와 고객 간, 고객과 고객 간의 이해충돌에 대한 공정한 관리

Principle 9. 소비자를 위한 조언 및 재량적 결정의 적합성 확보

Principle 10. 고객자산에 대한 충분한 보호

Principle 11. 규제감독기관들에 개방적·협조적 자세와 적절한 고지 

감독기관은 이에 위반하는 회사에 대하여는 징계처분을 내릴 수 있다(PRIN 1.1.7). 다만, 

감독기관은 규제대상회사에 대하여 처분을 내리기 전에 회사가 업무상 과실이이 있었음

을 증명하여야 한다(PRIN 1.1.7G).

2) Insurance: Conduct of Business Sourcebook 

FCA 핸드북 중 ICOBS는 Principle 1과 Principle 6을 구체화한 것으로, 비투자성 보험계

약의 판매, 체결, 관리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인가 사업자 또는 그 대리인이 소비

자에 대한 의무와 충돌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ICOBS 2.3.1). 이 중 

ICOBS Chapter 8은 보험회사의 보상에 대해 다루고 있다. ICOBS 8.1.1에 따르면, 보험회

사는 청구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해야 하고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청구하고 그 진행

상황에 대해 적절한 정보를 얻는 데 도움이 되는 합리적인 지침을 제공하여야 하며 부당

하게 청구를 거절(계약 해지 포함)하여서는 안 되고 정산조건이 합의되면 즉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ICOBS 8.1.2A는 2013년 4월 5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해,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가 

고지했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는 중요사실의 불고지를 이유로 보험금지급을 

거절하거나, 보험계약자의 과실 없는 중요사실에 대해 불고지 또는 허위고지(non-negli-

gent misrepresentation)를 이유로 하는 보험금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사기의 증거가 있지 

않는 한 부당하다고 보고 있다. 2013년 4월 6일 이후에 체결된 계약의 경우, 보험회사가 

고객의 고지의무 위반이 존재하더라도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이 적격 허위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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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alifying misrepresentation)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험금지급 거절이 부당하다고 

보고 있다. 이때 적격 허위진술이란 보험계약자가 CIA 2012 Section 2(2)에서 정한 의무

를 위반하여 보험회사에 허위고지를 하지 않도록 합당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허위고지

가 아니었다면, 보험회사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적어도 다른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

였을 경우를 의미한다.152) 

ICOBS Chapter 8의 보험금지급과 관련된 상기 규정 및 지침은 보험회사가 보상업무를 외

부에 위탁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보험회사가 ICOBS를 위반한 경우 FCA는 보험회사에 벌

금을 부과하거나 보험회사의 부당행위를 공표하거나, 징벌적 성격의 과징금을 부과하거

나 인허가를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153) 또한 FCA는 보험회사가 부당하게 보험소비자에

게 피해를 끼친 경우 배상(redress)을 규정으로 제정할 수 있고, 동 규정에 따라 보험소비

자에게 피해액을 보상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3) 외부위탁 관련 규제

가) 업무위탁 규제 

영국 보험회사는 손해사정을 외부업체에 위탁하는 경우가 많으며, 보험회사를 대리하는 

손해사정사는 FSMA 2000에 의한 FCA의 규제대상이 아니다. 보험회사 위탁 손해사정사

는 FCA가 핸드북 중 Senior Management Arrangements, Systems and Controls(고위경영

진 책임배분, 시스템 및 통제 규정: 이하, ‘SYSC’라 함)을 통해 보험회사의 업무위탁행위를 

규제함으로써 간접적으로 통제된다. 

FCA는 인가사업자의 지배구조와 그에 따른 고위임원의 책임, 그리고 회사의 위험관리와 

그에 관한 통제를 목적으로 SYSC 규정을 두고 있다. SYSC는 Principle 3, 즉 효과적이고 

책임감 있는 업무통제 및 적절한 위험관리체계 구축의 원칙을 구체화한 규정 및 지침이

다. SYSC 3에 따르면 인가사업자는 사업활동에 적합한 통제장치 및 시스템 구축 및 유지

를 위해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SYSC 3.1.1). 특히, 인가사업자가 사업수행을 위하

여 업무 및 기능을 제3자에게 위탁한 상황에서 보험회사의 사업운영과 관련된 내부통제 

시스템을 감독당국의 원칙에 따라 설립 및 운영하고 있는지가 감독 측면에서는 중요한 이

슈이다(SYSC. 3.2.1과 SYSC 3.2.4). 인가사업자의 업무위탁과 관련된 일반적인 내용은 

152) FCA Handbook ICOBS 8.1.3

153) Financial Service and Market Act 2000 Section 205, 206, 2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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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C 8.1(General Outsourcing Requirements)에서 규정하며, SYSC 13.9(Outsourcing)는 

업무위탁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운영리스크와154) 관련하여 업무위탁 관리

에 대한 추가적인 지침을 제시한다(SYSC 13.9.1). 

보험회사는 사업수행을 위해 중요한 운영상 기능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위탁 시에

는 과도한 추가 운영리스크를 피할 수 있도록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SYSC 8.1.1(1)). 

또한 중요한 업무기능의 업무위탁으로 인해 내부통제의 질 또는 FCA의 금융회사 준법감

시 모니터링 능력을 현저히 손상시키는 방식으로 업무위탁을 해서는 안 된다. 운영상 핵

심기능을 위탁한 경우 금융회사는 이에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SYSC 8.1.6).155) 여기에

서 ‘운영상 핵심기능’이란 제대로 수행되지 않을 경우 FCA 규제 의무뿐만 아니라, 관련 서

비스 및 활동의 재무성과·건전성·연속성 등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하는 

업무기능을 의미한다(SYSC 8.1.4).156) 

보험회사가 제3자에게 업무기능의 일부를 위탁한 경우, 규제 의무(regulatory obligation)

를 위탁할 수는 없는 바, 감독에 합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57) 구체적으로, 보험회사

는 수탁업체가 수탁할 업무기능을 적절히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고 위임의 정도 

및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 위임업무 수행의 관리 감독에 대한 처리방식이 있어야 하며, 

문제 발생 시 적절한 후속조치가 있어야 한다. 위임이 통제장치 및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을 평가하기 위한 충분한 정보가 있어야 한다.158) 

나) 보험회사의 손해사정업무위탁 

통상 보상처리 시 보험회사와 피보험자 사이에는 3~4개의 공급사슬이 존재한다(FCA 

2014).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피보험자 등은 보험회사에 직접 사고발생 사실을 알리는 것보

154) 예를 들어, 위탁업무에 사용된 인력, 프로세스, 시스템에 대한 통제 감소로 인해 인가사업자는 운영리스크에 노

출될 수 있음

155) FCA Handbook SYSC 8.1.6 If a firm (other than a common platform firm) outsources critical or 

important operational functions or any relevant services and activities, it remains fully 

responsible for discharging all of its obligations under the regulatory system and must comply

156) FCA Handbook SYSC 8.1.4 For the purposes of this chapter an operational function is regarded 

as critical or important if a defect or failure in its performance would materially impair the 

continuing compliance of a firm (other than a common platform firm) with the conditions and 

obligations of its authorisation or its other obligations under the regulatory system, or its 

financial performance, or the soundness or the continuity of its relevant services and activities

157) FCA Handbook SYSC 3.2.4

158) FCA Handbook SYSC 3.2.3와 SYSC 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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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담당 브로커에게 연락을 취해 보험회사에 사고발생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다(BIBA 2017). 브로커는 보험상품 및 보험회사를 선택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주선하고, 

보험계약 체결을 위한 준비단계의 업무와 보험사고 발생 시 계약의 관리 및 계약처리를 돕

는다. 보험회사는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여 일부 청구 건을 처리한다. 

<그림 Ⅴ-2> 영국 보험회사의 보상업무 처리

주: 1) FNOL은 보험사고 통보(First Notice of Loss)를 의미함 

2) Coverholder는 언더라이터를 대신하여 위험을 심사하고 관리하는 주체를 의미함

3) DA는 위탁협약(Delegation Arrangement)을 의미함 

자료: FCA, “Insurers’ management of claims – household and retail travel Report on the thematic project”, 

Thematic Review TR14/8, 2014

Hood and Stein(2003)에 따르면, 정확한 수치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보

험회사의 보상업무 외부위탁이 일반화된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외부위탁 방식으로는 모

든 청구 건의 손해사정을 위탁하는 경우도 있지만, 청구 건의 일정비율, 특정 담보, 보상

처리의 일부 단계(예: 콜센터를 통한 사고접수 및 통지)만 위탁하는 경우도 있다. 소비자 

또는 브로커에게 보상처리의 외부위탁 사실을 공개하지 않고 위탁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

로 파악된다. 이러한 경우, 수탁업체는 위탁 보험회사의 로고 등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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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외부위탁에 대한 규제 강화 

영국에서는 언더라이팅, 보상 및 민원 처리 등에 대해 보험회사의 업무위탁이 활발히 이

루어지고 있다. FCA(2015)에 따르면 언더라이팅 위탁업체가 2013년 기준 Lloyd’s 수입보

험료의 약 30%를 맡았다. FCA는 손해보험회사의 광범위한 업무위탁 현실을 언급하면서, 

손해보험회사의 업무위탁 처리방식과 책임배분을 살펴보고, 이것이 결국 소비자에게 어

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하였다(FCA 2015). 최근에는 생명보험회사의 업무위탁에 대해 

검토하고 결과를 발표하였다(FCA 2020). 

외부위탁에 대한 검사도 강화된 추세이다. 2018년 FCA는 Liberty Mutual Insurance 

Europe SE(이하, ‘Liberty’라 함)에 2010년 7월부터 2015년 6월 기간 동안 FCA의 PRIN 

Principle 3(관리 및 통제)과 Principle 6(소비자의 이해)을 위반한 것에 대해 약 528만 파

운드에 달하는 금전제재금을 부과하였다(FCA 2018). Liberty는 제3자에게 휴대전화보험

의 판매, 보상, 민원처리 등 일체의 업무를 위탁하였다. 업무위탁과 상관없이 Liberty는 보

상과 민원처리에 있어 고객을 공정하게 대해야 하는 규제측면의 책임(regulatory obliga-

tion)을 지며, 수탁업체의 활동을 감독하기 위해 적절한 시스템 및 통제장치를 구축해야 

한다. 2010년 7월부터 2015년 6월 기간 동안 Liberty 고객들은 보상 및 민원처리 측면에

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FCA의 조사 착수에 앞서, Liberty와 수탁업체는 보험금지급이 

부당하게 거절된 고객에게 총 4백만 파운드에 달하는 보상금을 지급하였다. 원칙적으로, 

Liberty에 부과될 금전제재금은 754만 4천 파운드이었지만, 조사 초기에 위반사실을 인정한 

점을 감안하여 금전제재금에 30% 할인이 적용되었다.

라) 보험매개자의 보상처리에 대한 규제

ICOBS 8.3은 보험매개자(insurance intermediaries)의 보험금지급의무 수행에 대해 규정

한다. Principle 8에 따라 피감기관은 이해상충을 공정하게 관리해야 한다.159) 피감기관이 

보험계약자 등을 위해 보험증권 등을 준비한다면 보험계약자 등의 대리인으로 볼 수 있

다. 동시에 피감기관이 보험금지급과 관련하여 보험회사의 대리인으로 일하고자 한다면, 

보험회사 또는 보험금을 청구한 보험계약자 중 하나에 대해 의무를 위반하지 않고서는 업

무를 수행할 수 없는 위험에 노출된다. 따라서 업체가 클레임 관련하여 보험회사를 대리

할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등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특히, 피감기관은 이해상충을 관리하

159) FCA Handbook ICOBS 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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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 불가능할 때, 예를 들어, 보험회사가 빠르게 지급한다면 조금 낮은 금액도 수용할 

수 있다는 고객의 입장과 더 높은 금액에 합의할 의사가 있다는 보험회사의 입장을 모두 

알고 있는 경우,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수 있다. 

2. 손해사정사제도

영국은 미국과 마찬가지로 손해사정 분야를 해상과 비해상으로 구분 가능하다. 이하에서

는 비해손 손해사정사제도에 대해서 검토한다.

가. 법규

FSMA 2000의 규제대상 금융행위는 FSMA 2000(Regulated Activities) Order 2001(규제대

상행위령: 이하, ‘Regulated Activities Order’라 함)에서 열거하고 있으나 특정 행위가 동

법의 적용을 받는 규제대상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보다 상세한 지침이 

필요하였다. 이에 FCA는 Perimeter Guidance Manual(참고매뉴얼: 이하, ‘PERG’라 함)을 

통해 인가 또는 면허가 필요하거나 면제되는 영업행위에 대한 지침, 그리고 FSMA 2000의 

규제대상 행위에 대한 상세 지침을 제공한다.

보험계약자 대리 손해사정은 FSMA 2000의 규제대상행위, 즉, Regulated Activities Order 

Article 39(A)의 보험계약의 행정 및 이행 지원(assisting in the administration and per-

formance of a contract of insurance)에 해당하므로, 보험계약자 등을 대신하여 손해사

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FCA의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160) Regulated Activities 

Order Article 39(A)는 ‘보험계약 행정 및 이행 지원’을 FCA 규제대상행위로 규정하고, 

PREG 5.7에서는 보험계약자 대리 손해사정사가 수행하는 대부분의 업무가 ‘보험계약 행

정 및 이행 지원’에 해당한다고 명시한다. 보험계약자의 행정 및 계약 이행을 모두 지원하

는 행위는 보험계약 체결 이후 중개인이 수행하는 활동, 특히 청구에 있어 보험계약자를 

160) FCA Handbook PERG 5.7.1 The regulated activity of assisting in the administration and 

performance of a contract of insurance (article 39A) relates in broad terms to activities carried 

on by intermediaries after the conclusion of a contract of insurance and for or on behalf of 

policyholders in particular in the event of a claim. Loss assessors acting on behalf of 

policyholders in the event of a claim are therefore likely in many cases to be carrying on this 

regulated activity. By contrast managing claims on behalf of certain insurers is not a regulated 

activity (see PERG 5.7.7 G (Exclu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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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또는 대신하여 손해사정사가 수행하는 일련의 활동과 관련이 있다. 손해사정사가 

보험계약자 등을 대신하여 보험금 청구양식을 작성하여 이를 보험회사에 접수하는 것은 

보험계약자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는 데 도움을 주는 행위(계약이행 지원)이고, 보험계

약자 등을 대신하여 보험금 청구를 위해 증빙자료를 제공하거나, 협상(negotiating its 

settlement)하는 행위는 보상관리를 지원하는 행위(행정 지원)이다.161) 따라서, 보험계약

자를 대신하여 청구를 수행하는 손해사정사의 업무내용은 대부분 규제대상 행위에 해당

한다. 이처럼 영국에서는 보험계약자 대리 손해사정사의 법상 업무범위를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나, PERG 5.7로부터 최소한의 업무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보험계

약자 대리 손해사정은 보험계약 행정 및 이행 지원 행위로 보험유통행위(insurance dis-

tribution activities)에 해당하므로 FCA 핸드북의 PRIN, SYSC, ICOBS 등 모든 규정 및 지

침의 적용을 받는다. 

반면, 보험회사를 대신하여 수행하는 손해사정 및 보험회사를 위한 청구 관리는 규제대상 

활동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된다.162) 관련 보험회사를 대신하여 수행하는 손해사정, 전문가 

평가(expert appraisal), 그리고 관련 보험회사를 위한 청구 건 관리 등은 Regulated 

Activities Order Article 39B(Claims management on behalf of an insurer etc)에 의거하

여 규제 대상 활동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보험회사를 대리하는 손해사정사에 대해서는 

보험회사를 통한 간접규제가 이루어진다. 즉, FCA와 PRA의 규제를 받고 있고 보험회사는 

손해사정사 또는 관련업체가 FCA의 규칙을 준수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보험회사의 위

탁업체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는 전술한 바와 같이 FCA 핸드북 SYSC에서 상세히 다루고 

있다.163) 

나. 자격증164) 

영국에서는 손해사정사 자격증이 법률의 규정이 아닌 보험회사의 필요에 의해 보험업권

내에서 자체적으로 운영된다.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손해사정사(loss adjuster) 

또는 손해감정인(loss assessor)로 표현한다. 손해사정사는 손해사정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161) FCA Handbook PERG 5.7.4

162) FCA Handbook PERG 5.7.7

163) FCA Handbook SYSC 3.2.4 (1) The guidance relevant to delegation within the firm is also 

relevant to external delegation (‘outsourcing’). A firm cannot contract out its regulatory 

obligations. So, for example, under Principle 3 a firm should take reasonable care to supervise 

the discharge of outsourced functions by its contractor

164) CII와 CILA 웹페이지를 참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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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으로 이르는 용어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보험계약자만을 대리하는 손해감정인과 구

분하여 보험회사에 속하거나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이를 일컫는 용

어로도 사용된다. 

손해사정사가 되기 위해 정해진 경로는 없다. 대학에서 리스크관리, 경영, 금융, 법, 건설, 공

학 등 손해사정 관련 학문을 전공한 자가 보험회사 또는 손해사정업체에서 직무교육을 통해 

손해사정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도 한다. 손해사정사 대다수는 손해사정 전문 교육기관이자 

손해사정사협회에 해당하는 Chartered Institute of Loss Adjusters(손해사정사협회: 이하, 

‘CILA’라 함)에서 주관하는 인증시험을 통과하거나 Chartered Insurance Institute(보험협회: 

이하, ‘CII’라 함)에서 주관하는 고급보험교육과정(Advanced Diploma in Insurance)을 수료

한다. CILA는 손해사정에 특화된 교육, CII는 보험산업 전반에 대한 교육 자격이다. CILA에

서는 손해사정과 관련한 6개의 자격, 즉, Certificate, Diploma, Advanced Diploma, 

Associate, Fellow, Masters Professional Development 제도를 운영 중이다. CILA에서 제공

하는 여러 가지 교육 중 입문에 해당하는 CILA 인증(Certificate)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보험

산업(40~60시간), 클레임 처리(60시간), 고급 클레임 처리(60시간) 등에 대한 교육을 이수하

고 각 과목당 45개 문항의 객관식 시험(온라인)을 통과하여야 한다.

CILA에서는 유지보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며 CILA 자격을 가지고 있는 모든 회원은 12개

월마다 35시간의 교육시간을 이수하여야 한다. CILA 회원의 행동지침(CILA guide to pro-

fessional conduct)에서는 정직성, 객관성, 이해상충금지, 투명성, 비 유지, 법 준수, 유지보

수교육, 지침 위반 보고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CILA 2019). 공공손해사정사협회

(Independent Loss Adjusters Association: 이하, ‘ILAA’라 함)의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CILA

의 회원일 필요는 없으나 CILA의 정관 행동기준을 따르고 금품수수 금지조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65)

CILA 인증 손해사정사는 보험회사뿐만 아니라 보험계약자 등도 대리한다. 최근에는 보험

계약자만을 위해 일함으로써 이해상충 문제가 없음을 강점으로 내세우는 손해사정업체도 

있다.166) CILA 회원으로 FCA의 규제를 받고 통상 보험계약자를 대리하는 영국 내 손해사

정업체는 22개사로 나타난다. 2020년 2월 기준, FCA에 손해사정업체 또는 손해감정업체

로 등록된 업체는 52개이다. 

165) ILAA, Constitution of The Independent Loss Adjusters Association(ILAA)

166) FCA에 “loss adjuster”로 등록된 손해사정업체들의 2020년 4월 6일자 웹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였음

(https://www.publiclossadjusters.com/why-use-public-loss-adjus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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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업무범위 및 행동기준 

선임주체에 상관없이 손해사정사의 업무 권한 및 범위를 법에서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다. 실무상 손해사정사는 보험계약자 등으로부터 보험금 청구가 접수되면 통상 수일 내

에 보험계약자를 방문하고 보험계약의 보장범위 내 손실규모, 청구금액의 적정성과 타당

성, 보험금 청구 서류의 유효성과 누락 여부 등을 중심으로 확인한다. 

손해사정사는 손해사정사협회, 보험협회 등이 규정한 행위규범을 준수하여 업무를 공정

하게 수행할 의무를 가진다. CILA는 손해사정사의 윤리원칙, 이해상충금지의 원칙, 비 준

수의 의무, 전문성 등을 정한 자율지침(Guide to Professional Conduct)을 운영하고 있다.

라. 보수 

통상 손해사정사 선임 비용은 고용 당사자가 부담하나, 손해사정사 보수산정 방법에 대해 

정해진 기준은 없다. 보험소비자 선임 손해사정사에 대한 보수는 청구 건의 유형이나 규

모에 따라 최종 보험금의 일정비율 또는 시간당 요율로 책정되기도 하고167) 성공보수(no 

win-no fee) 방식으로 운영되기도 한다. 특히, 보험소비자 선임 손해사정사는 보험목적물

의 손실을 조사하고 복구하는 업체와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손해사정업무를 위임한 보험

계약자 등에 소개하고, 보험계약자 등이 네트워크 업체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손해사

정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기도 한다.168) 이러한 경우 보험회사는 손실 복구를 담당한 네

트워크 업체에 복구비용에 해당하는 보험금의 일부를 지급하고, 네트워크 업체는 손해사

정업체에 수수료를 지불한다. 보험계약자 등이 손해사정사와 별도로 복구업체를 고용할 

경우 보험금의 일정비율을 손해사정 보수로 청구한다. 손해사정 비용을 담보하는 보험상

품도 판매된다. 

167) CILA 웹페이지

168) FCA에 “loss adjuster” 또는 “loss assessor”로 등록된 손해사정업체들의 2020년 4월 6일자 웹페이지 내용

을 참조하였음(https://www.morganclark.co.uk/fees/home-owners/)

(https://www.publiclossadjusters.com/why-use-public-loss-adjus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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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클레임관리서비스 제도

가. 개요

보험계약자 대리 손해감정인 또는 손해사정사는 보통 CMC를 설립하여 의뢰인의 보험금 

청구를 지원한다(ABI 2015a).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CMC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청구권자 

또는 잠재적인 청구권자에게 보험금 또는 소송에 대해 자문을 하며, 조사업무를 수행한다. 

Compensation Act 2006(보상법 2006)에 따르면, CMC의 업무범위에 해당하는 클레임은 

비단 보험금뿐만 아니라, 책임 또는 손해와 관련된 모든 형태의 보상, 배상, 반환 등을 의

미하며, 클레임관리서비스란 청구와 관련된 자문이나 기타 서비스를 의미한다. 구체적으

로, Compensation Order 2006(보상령 2006)는 CMC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169) 

① 청구권 또는 제소권을 가진 사람을 광고 및 조사(canvassing)를 통해 발굴(seeking 

out)하는 행위

② 청구권자 또는 잠재적 청구권자에게 그의 클레임 또는 소송사유에 대해 자문(advice)

하는 행위

③ 청구 건, 청구권자, 소송사유, 잠재적 청구권자에 대한 상세 정보를 소송대리인을 비롯

한 타인에게 참조토록(referring) 하는 행위

④ 청구 시 활용하기 위해 청구 건의 기초사실, 유리한 점, 정황 등을 조사하거나 조사를 

위탁하는 행위

⑤ 청구권자를 구두 또는 서면으로 대리(representation)하는 행위170) 

감독대상 CMC가 상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종목은 ① 금융서비스 및 금융상품, ② 개인

상해, ③ 범죄상해, ④ 산업재해, ⑤ 주택파손(예: 임대인에 대한 청구), ⑥ 고용 관련 부당

행위(예: 부당해고) 등 6가지이다.171) 금융서비스 및 금융상품에 대한 CMC의 서비스는 통

상의 보험금 청구뿐만 아니라, 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 및 위법행위에 대한 보상금 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등을 포함한다.

CMC 업무에 대한 인가면제 대상으로는, 변호사(legal practitioners), FSMA 2000에 규정된 

169) Compensation(Regulated Claims Management Services) Order 2006 Regulated services 4(2) 

170) Compensation(Regulated Claims Management Services) Order 2006 Regulated services 4(2) 

171) Compensation(Regulated Claims Management Services) Order 2006 Regulated services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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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대상 클레임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또는 동법에 의거 인가면제를 받은 자(예: 보험회

사), 자선단체, 노동조합, 학생회, 독립민원검사자(Independent Complaints Reviewers), 무

보험·뺑소니 사고 피해자 보상을 담당하는 자동차보험조직(Motor Insurers Bureau), 의료인

보호기구(Medical Protection Society), 의료방어조합(Medical Defence Unions) 등이 있다.

나. CMC 규제 발전과정

1) CMC 출현 및 제도화

2000년 신체부상의 보상 청구소송에 대한 정부의 소송지원제도 폐지와 변호사에 대한 성

공보수제 도입을 계기로 클레임관리회사의 활동이 본격화되었다. ‘모든 신체부상에는 타

인의 과실이 있고, 책임 있는 곳에 보상 있다’는 이른바, 보상문화(compensation culture)

와 정부의 소송지원제도로 인해 신체부상 관련 소송이 빈번하였다. 신체부상 단독으로 1

년에 70만 건에 달하는 보상금 청구소송이 발생하였다. 소송지원비용이 급증하자, 정부는 

2000년 신체부상에 대한 소송지원제도를 폐지하였다. 소송지원제도를 대체하기 위해 변

호사비용의 성공보수제(conditional fee agreements)를 도입하였다. 성공보수제하에서 의

뢰인은 패소 시 변호사 비용을 지급할 필요가 없지만, 상대편의 법률비용을 지불해야 했

다. 이에 CMC는 광고 등을 통해 신체부상자를 모집, 관련 서류 등을 준비하여 변호사에게 

소개하고 변호사로부터 알선비를 취하면서 성장하였다.172) 당시 CMC는 의뢰인을 상대

로, 패소 시 상대편의 법률비용을 보장하는 소송비용보험(after-the-event legal pro-

tection insurance)을 구입하도록 대출을 실행하고, 대출이자와 보험료의 차액을 수익으

로 취하였다. 

신체부상 부문에서 시작된 클레임관리서비스가 금융 등 여타 부문으로 확산되면서, 감독 

사각지대에 있던 CMC에 대한 민원과 불필요한 보상청구가 급증하였다. 2003년 5월 신체

부상에 대한 클레임관리를 전문으로 하던 Accident Group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공

격적인 영업방식, 무리한 청구 건 진행, 과도한 수수료 등 부당한 영업행위가 드러났다. 또

한 금융권에서는 보험연계 모기지 대출(mortgage endowment)의 불완전판매가 이슈가 

되었고, CMC가 청구권자 등을 대신하여 민원을 제기한 후 보상금의 25~50%에 달하는 수

수료를 취하였다(FOS 2005).173) FOS는 보험연계 모기지 대출의 불완전판매에 대한 민원

172) Better Regulation Task Force(2004)

173) 보험연계 모기지 대출은 모기지 차입자가 이자만 납입하고 보험계약의 만기 시 보험금 또는 차입자 사망에 따른 

보험금으로 모기지 원금을 상환하는 금융상품임. 1983년 모기지 이자 세금감면제도 도입으로 보험연계 모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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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에 있어 CMC 등 제3자 선임의 무용론을 공개적으로 밝혔지만, 2004년 동 사안에 대

해 FOS가 접수한 민원의 약 12%를 CMC가 대행하였다. 

CMC에 대한 민원 및 피해사례에도 불구하고, 그 존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

가 없었다. 2004년 규제개혁작업반(Better Regulation Task Force)은 소송의 어려움 및 비

용으로 인해 정당한 보상청구가 좌절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CMC가 필요하지만, 영

국 사회에 만연한 보상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CMC에 대한 규제도 필요하다고 주장하

였다.174) Brady Review(2016)는 CMC가 소비자에게는 사법 접근성(access to justice) 제

고 수단이며, 기업의 보상행위 및 처리에 있어서는 견제 및 균형 수단이라고 평가하였

다.175) CMC의 주요 클레임 제기 대상인 은행이나 보험회사 대부분은 시장에 CMC에 대한 

정당한 수요가 분명 존재하고, CMC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고 하더라도, 그 존재 자체를 

통제해서는 안 된다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176) 결국 2006년 Compensation Act 2006과 

그 하위법령을177) 제정하여 CMC 인가, 수수료 산정, 민원처리, 회계 및 검사, 영업행위규

칙, 전문가배상책임보험 가입의무, 청구권자 발굴, 자문, 광고 등에 대해 규정하였다. 

2007년 4월에는 CMC에 대한 감독과 민원처리를 위해 법무부 내에 클레임관리규제팀

(Claims Management Regulator Unit: 이하, ‘CMRU’라 함)을 설치하였다. CMRU는 CMC 

감독기관으로서 인가, 민원, 준법감시, 위법행위 조사, 행정제재 등을 담당하였다.

2) CMC에 대한 규제개혁

CMC에 대한 규제개혁 논의는 지급보증보험(Payment Protection Insurance: 이하, ‘PPI’

라 함) 불완전판매를 계기로 본격화되었다. PPI는 일종의 대출상환보험으로 보험계약자인 

대출채무자가 사고 및 질병 등으로 인해 사망하거나 실직하여 대출상환을 하지 못하게 될 

경우 이를 보험금으로 보상해 주는 보험상품이다. 1990년 이후 시중은행 및 대출기관 영

대출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였음

174) Government Response to the Better Regulation Task Force Report: ‘Better Routes to Redress’, 

2004

175) Brady Review는 2016년 CMC에 대한 규제개혁을 위해 법무부와 재무부가 공동 발주한 연구용역으로, 정부는 

Brady Review의 모든 제안을 수용하였음

176) 영국 은행연합회(British Banking Association, 이하, ‘BBA’라 함)는 금융서비스산업에서는 고객을 대신한 제

3자의 민원 제기를 이미 오래전부터 인정해왔다고 밝히면서, CMC를 비롯한 제3의 클레임관리자가 소비자들이 민

원을 보다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특히 복잡한 민원의 경우에, 유용한 기능을 수행한다고 평가

하였음

177) Compensation (Claims Management Services) Regulations 2006, Compensation (Regulated 

Claims Management Services) Order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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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사원들이 신용카드 또는 모기지대출을 판매하면서 부가적인 수입을 올리기 위해 PPI를 

연계 판매하였다. 그러나 많은 소비자들이 보험상품의 존재를 모르거나 PPI에 대해 제대로 

된 설명을 듣지 못한 채로 보험 상품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나 PPI의 불완전판매가 큰 이슈

가 되었다.

FCA는 2007년부터 PPI 판매회사에 모든 상품의 불완전판매 여부를 조사하고, 불완전판

매 계약에 대해 수수료 환급 명령과 벌금부과 조치에 나섰다. 이에 따라, 판매사들은 2005

년 이후 판매된 계약 중 불완전판매로 판명된 계약에 대해 수수료(보험료)는 물론 이자까

지 환급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잇단 조치에도 불만이 지속됨에 따라 민원 접수 마감일을 

2019년 8월 29일로 확정하고, 감독 당국 홈페이지에 PPI 전용 메뉴를 개설해, 소비자의 

민원 접수 접근성을 높였다.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어 CMC는 소비자를 대리하여 PPI의 불완전판매에 대한 보상을 청

구하는 사업을 수행하였고 2000년 이후 그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FOS에 접수된 

PPI 관련 민원이 2014년에는 약 40만 건에 달하였다. PPI에 대한 민원은 2004년 802건, 

2005년 833건, 2006년 1,315건, 2007년 1,832건으로, 2010년 이전까지는 대체로 미미한 

수준이었다. FOS에 접수된 PPI 관련 민원 중 CMC가 대행한 민원은 2008년 14%에 불과하

였으나, 2019년에는 76%에 달하였다. FOS의 2017년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PPI 보상

금의 약 40%가 CMC 수수료로 지급되었다. 이에 FOS는 PPI 불완전판매 관련 민원을 소비

자가 직접 제기하기 용이하도록 웹사이트를 업데이트하였다. 

PPI로 인해 CMC 시장이 커지자, 서비스의 불명확성, 서비스 부실 및 지연, 공격적인 마케

팅 방식, 사기성 클레임 진행 등 CMC의 부당영업행위에 대한 민원도 증가하였다. FCA에 

따르면, 영국 성인 1인당 1년에 50개에 달하는 CMC 홍보 연락(전화, 메시지, 이메일)을 받

았다. 또한 2015년 영국보험자협회는 CMC의 조직적 보험사기 연루 정황 및 통계와 CMC

의 부당한 영업관행을 공개하면서, CMC에 대한 규제강화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ABI 

2015). 2015년 7월, 보험사기 공모로 유죄판결을 받은 범죄조직이 CMC를 운영하면서 고

의 차량 충돌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하려 하였다. 영국보험자협회에 따르면, 

Insurance Fraud Bureau(보험사기국: 이하, ‘IFB’라 함)은 56개 CMC를 대상으로 보험금

을 노린 고의 차량 충돌사고 혐의를 조사하였다. FOS는 클레임관리서비스의 산업화가 사

회적 병폐로 지적되던 보상문화 심화를 초래하였다고 밝혔다(FOS 2018).

일부 CMC의 위법행위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자, 2015년 CMC에 대한 규제방식 개선방안

을 마련하고자 재무부와 법무부는 Carol Brady에게 연구용역을 발주하였다. 2016년 공개

된 동 보고서는 “Brady Review”로 불리며 CMC에 대한 규제개혁의 근거자료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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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ady 2016). CMC를 감독하는 기관으로서 법무부 산하 CMR의 역량 및 권한에 대한 비판

적 논의가 잇따르자, Brady Review는 강력한 권한 부여와 함께 현행체제 유지, CMR과 

FCA의 이중 규제방식, 새로운 독립기구 설치, SRA로 감독권한 이전, FCA로 감독권한 이행 

등 5가지 방안을 검토하였고, CMC에 대한 감독권한을 FCA로 이전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

임을 제안하였다. 정부는 Brady Review의 모든 제안을 수용하였다. Financial Guidance 

and Claims Act 2018(금융지도 및 청구법 2018: 이하, ‘FGCA 2018’라 함) 제정과 함께 동

법에 의거 CMC에 대한 감독권한이 2019년 4월부터 법무부 산하 CMRU에서 FCA로 이관

되고 민원처리도 LeO에서 FOS로 이전되었다. Compensation Act 2006 Part 2의 CMC 관

련 규정도 FSMA 2000(Claim Management Activity) Order 2018에서 규정하게 되었다.

<그림 Ⅴ-3> PPI 민원 건수 및 CMC 민원제기 비율 

주: 1) 2018년 4월부터 2019년 3월까지의 자료임

2) 그림의 좌축은 PPI 민원 건수(만 건), 우축은 CMC 접수 민원 건수의 비중(%)을 나타냄 

자료: FOS Annual Review, 각 연도

<그림 Ⅴ-4> 금융민원 접수방식별 비율

주: 1) 2018년 4월부터 2019년 3월까지의 자료임 

2) 그림의 숫자는 민원 접수방식별 비중(%)임 

자료: FOS Annual Review, 각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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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CMC에 대한 FCA의 영업행위 규제

 2019년 4월부터 CMC가 Compensation Order 2006 Regulated services 4에 규정된 클레

임관리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FCA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다른 피감기관와 마

찬가지로 FCA 핸드북의 상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CMC는 PRIN(FCA 인가 

사업자의 영업행위 기본원칙), SYSC(고위경영진의 책임과 시스템 및 통제), COND(인가 

취득 및 유지 요건), GEN(공시, FCA로고 및 과징금 등 FCA와의 상호작용) 등의 상위기준

을 준수해야 한다(FCA 2018).

FCA는 CMC의 영업행위 및 건전성에 대한 규정과 지침을 정하여 클레임관리영업행위자

료집(Claims Management: Conduct of Business Sourcebook: 이하, ‘CMCOB’라 함)의 형

태로 정리하였다.178) CMCOB는 동 규정의 적용범위 및 목적(CMCOB 1), 영업행위원칙

(CMCOB 2), 판촉 및 고객과의 소통(CMCOB 3), 계약 체결 전 의무사항(CMCOB 4), 클레

임관리서비스의 수수료 상한(CMCOB 5), 계약 체결 후 의무사항(CMCOB 6), 건전성 요건

과 전문가배상책임보험 가입(CMCOB 7), 클레임관리서비스에 대한 임시 인가 요건

(CMCOB 8) 등 8개의 장으로 구성된다. 

CMC가 상기 FCA 핸드북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FCA는 CMC에 벌금을 부과하거나,179) 부

당행위를 공표할 수 있으며,180) 소비자는 제소권을 가진다.181)

1) CMC 영업행위원칙

CMC는 공정하고, 전문적이며, 고객의 이익에 부합하게 영업해야 하고(client’s best inter-

est rule), 정신장애 또는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고객 등 취약고객을 식별하고 보호하기 위

해 명확하고, 효과적이며, 적절한 정책 및 절차를 수립 및 이행해야 한다(CMCOB 2.1.1과 

CMCOB 2.1.2). 소비자에게 고강도 부담을 주는 영업행위나 콜드콜(cold call)을 해서는 

안 된다(CMCOB 2.1.4와 2.1.5). 

CMC는 소비자가 요청한 청구 건이 근거가 취약하거나 사기성이 있거나 경솔하거나 불필

178) Financial Service and Market Act 2000(Claims Management Activity) Order 2018 Part 3B(Claims 

management activities in Great Britain) of the Regulated Activities Order

179) Financial Service and Market Act 2000 206(Financial penalties)

180) Financial Service and Market Act 2000 205(Public censure)

181) Financial Service and Market Act 2000 138D(Actions for da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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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다(vexatious)고 볼 합당한 근거가 있다면 해당 청구 건을 진행해서는 안 된다

(CMCOB 2.1.7). CMC는 서비스 제공에 앞서 보상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모든 합당한 절

차를 취해야 한다. PRIN의 Principle 1(성실성)과 Principle 2(선관 의무)에 따라 보험금 등

을 청구할 때 근거자료는 허위 또는 오인의 여지가 없고 과장되지 않아야 한다(CMCOB 

2.1.8(1)과 (2)). 또한 CMC는 FOS의 관련 지침 및 중재사례 등을 유념해야 한다. 

CMC는 회사 웹페이지에 소비자와의 표준계약조건을 게시하여야 한다. 고객이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는 어떠한 청구도 해서는 안 된다(CMCOB 2.1.9). CMC는 금융서비스 또는 

금융상품 청구 건 관련하여 서비스 제공에 앞서 고객에게 수수료를 청구할 수 없다

(CMCOB 2.1.10). 

소비자는 CMC와 계약 체결 후 14일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그 이후 언제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4일 이내에 계약을 취소한 경우 CMC가 고객에게 수령한 금액이 

있다면 이를 환불해야 한다(CMCOB 2.1.12).

2) 판촉 및 고객과의 소통

CMCOB 3장에서는 CMC의 마케팅에 대해 상세히 정하고 있다. CMC는 보상서비스 관련

한 고객과의 전화통화 및 전자커뮤니케이션을 모두 녹음 또는 보관해야 하며, 고객과의 

통화에 앞서 모든 통화내용이 녹음됨을 통지해야 한다. 고객이 청구 건 의뢰를 철회하거

나 보상이 결정된 때로부터 최소 12개월 동안 보관해야 한다. 또한 CMC는 의료기관, 요

양시설, 공공기관 건물 등에서는 해당 기관장의 동의 없이는 홍보활동을 할 수 없다. 

법정 옴부즈만이나 보상제도를 통해 클레임 해결이 가능한 경우, CMC는 고객이 자사의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보다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유인해서는 안 된다

(CMCOB 3.2.6). 수수료 없이 법정 옴부즈만이나 보상제도를 통해 해결 가능한 사안인 경

우, CMC는 문제 해결을 위해 자사의 서비스를 이용할 필요가 없으며, 법정 옴부즈만 제도 

등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하고, 이러한 경우 관련 옴부즈만을 고객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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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약 체결 전 의무사항

CMCOB 4장에서는 CMC의 계약 체결 전 의무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CMC는 계약 

체결에 앞서 고객에게 요약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때 CMC는 요약정보를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한 페이지로 작성하되, 다음의 정보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① 동 계약에서 

CMC가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 ② 고객이 취해야 할 절차, ③ 클레임 진행경과 공유방식, 

④ 수수료 및 견적과 그에 대한 설명, ⑤ 고객의 계약취소권, ⑥ 계약종료에 대한 권리와 

계약 종료 시 지불할 수수료, ⑦ 고객이 수수료 없이 직접 옴부즈만 등에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는 건인 경우, “고객은 동 건의 처리를 위해 당사의 서비스를 반드시 이용할 필요가 

없다. 고객이 직접 수수료 없이 옴부즈만 등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 문구 삽입, ⑧

CMC가 클레임 제기 상대방이 옴부즈만 외에 대체분쟁조정을 신청한 상태임을 알고 있

는 경우, “고객이 직접 대체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문구 삽입

수수료가 최종보상금에 연동한 경우 수수료에 대한 정보를 최종 보상금이 1,000파운드, 3

천 파운드, 1만 파운드인 경우로 구분하여 제시해야 한다. 시간당 수수료 체계와 같이 수

수료가 명확하지 않고 사전에 확인할 수 없는 요소들에 영향을 받는 경우라면, CMC가 파

악하고 있는 청구 건의 사실관계 및 정황, 그리고 비슷한 유형의 청구 건을 처리할 때 소

요되는 통상의 시간을 참조하여 수수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어떠한 경우든, 수

수료에 대한 예시 정보 제공 시 “고객이 추정 견적서에 나타난 것보다 더 많이 혹은 더 적

게 지불해야 할 수 있다”라는 문구를 기재해야 한다. 수수료 체계가 정액제인 경우에는 고

객이 지불해야 할 금액이 추정치가 아니라 고정되어 있음을 알려야 한다. 

이외에도 CMC는 계약 체결에 앞서 제공 서비스에 대한 상세, 서비스담당자, 계약조건, 비

용청구, 수수료 산정 방법, CMC가 지불한 소개료, 고객이 취해야할 조치, 클레임 처리 시 

필요한 서류, 클레임 처리에 관련된 법무종사자(solicitor) 등과 CMC와의 관계, 고객이 민

원 제기를 원할 경우 관련 절차, 계약 취소 및 종료 방법과 계약 취소 및 종료 시 정산, 업

무 진행경과 공유 빈도 및 성격, FOS에 대한 정보 등을 고객에게 알려야 한다. 

또한 CMC는 계약 체결에 앞서 클레임서비스 이용여부 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

해야 한다. 이러한 정보로는 클레임 제기에 따른 위험과 비용, 보상금을 회수하지 못할 가

능성과 그러한 경우 비용만 발생할 수 있다는 점과 법적 조치를 취할 경우 법원에 참석하

여 증거를 제공할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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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수료 상한 

FGCA 2018 Section 29(3)에 의거, PPI 청구 건 관련 클레임서비스의 경우 수수료 상한을 

지급보험금의 20%(부가세 별도)로 정하고 있다(CMCOB 5.1.1). 이는 FGCA 2018이 2018

년 5월 10일 통과되면서 CMC에 대한 감독권한이 FCA로 이양되기 이전인 2018년 7월 10

일부터 적용된 사항이다. PPI에 대한 수수료 상한 규정 위반은 FCA 규정 위반에 준하는 

징계를 받게 된다. 

5) 계약 체결 후 의무사항

CMCOB 6장에서는 계약을 체결한 후 CMC가 준수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 열거한다. 계약 

체결사유에 해당하는 업무진행과 관련하여 고객에게 통지해야 하는 사항 및 방법, 고객 

이외의 자에게 정보 제공 시 준수 사항, 클레임이 실패한 경우 고객 자문 사항, 수수료 청

구 내역서 기재사항, 수수료 징수 방법 및 절차, 수수료 추정치 수정, 클레임관리서비스에 

대한 영업 종료 시 통지 및 전달 사항 등에 대해 규정한다. 

다. 운영

1) 일반현황

2007년~2018년 기간 동안 법무부의 CMC 누적 인가 건수는 약 7,000건에 달하고, 

2011~2018년 기간 동안 CMC 매출액은 60억 파운드를 상회한다. 인가 CMC는 2011년 

5,765개로 정점을 찍고, 이후 감소하여 2018년 기준 1,818개이다(<표 Ⅴ-1> 참조). 

2007~2018년 기간 동안 법무부가 취소한 영업인가는 1,456건에 달한다. 마찬가지로, 

CMC 매출액도 2013년 10억 파운드에 달하였으나, 이후 감소·정체되어 2018년 기준 7.6

억 파운드에 머물고 있다(<표 Ⅴ-2> 참조). CMC가 2007년 제도권으로 편입되면서 관련 규

제가 차츰 정립되자 인가 CMC 수와 매출액이 감소 및 정체된 것으로 보인다. 

CMC 인가 건수를 부문별로 살펴보면, 2011~2018년 기간 동안 CMC 인가 건수는 부문에 

상관없이 모두 감소하였다. 그 중에서도 산업재해 및 장애보상이 연평균 25%씩 가장 빠르

게 감소하였고, 범죄상해, 개인상해가 뒤를 이었다. 2011년에는 개인상해가 44.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금융상품 16.4%, 범죄상해 15.5%, 산업재해 및 장애보상 10.1%, 고

용 9.2%, 주택보수 4.4% 순으로 높다. 2018년에는 개인상해가 34.7%로 줄어들고 금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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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이 32.7%로 늘어났다. 

CMC 매출액을 부문별로 살펴보면, 범죄상해와 주택보수 부문을 제외하고는 2013년 이후 

모두 매출액이 감소하였다. 2013~2018년 기간 동안 산업재해 및 장애보상 부문의 매출액

은 연평균 28%씩, 개인상해 부문의 매출액은 연평균 15%씩 감소하였다.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개인상해 2,553 2,435 1,902 1,125 979 868 752 630

금융상품·서비스 946 975 1,155 1,014 847 790 674 594

고용 528 596 475 361 276 239 184 175

범죄상해 896 851 691 418 326 278 229 195

주택보수 255 252 230 167 128 121 115 146

산업재해·장애보상 587 514 445 270 166 136 95 78

총계  5,765  5,623 4,898 3,355 2,722  2,432 2,049 1,818 

주: 2018년은 2018년 4월부터 2019년 3월까지를 의미함

자료: Ministry of Justice, Claim Management Regulation Annual Report, 각 연도

<표 Ⅴ-1> 부문별 CMC 인가 현황
(단위: 건)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개인상해 377.0 455.0 354.1 238.0 310.0 214.6 182.0 157.1

금융상품·서비스 189.0 313.0 653.1 453.0 458.0 532.1 540.6 600.3

고용 13.0

5.4

4.0 3.8 2.7 2.1 1.8 2.5

범죄상해 1.3 0.5 0.5 0.5 0.8 0.4 0.8

주택보수 0.874 0.1 0.1 0.2 0.6 0.7 1.5

산업재해·장애보상 1.2 2.1 2.2 0.3 1.2 0.4 0.4

총계 581.0 774.0 1,007.3 697.6 771.7 751.4 726.0 762.6

주: 2018년은 2018년 4월부터 2019년 3월까지를 의미함

자료: Ministry of Justice, Claim Management Regulation Annual Report, 각 연도

<표 Ⅴ-2> 부문별 CMC 매출액
(단위: 백만 파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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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5> CMC 인가 건수 및 매출액 <그림 Ⅴ-6> 금융 CMC 인가 건수 및 매출액

주: 1) 좌축은 인가 건수(개사), 우축은 매출액(백만 파운드)임

2) 2018년은 2018년 4월부터 2019년 3월까지를 의미함

2) 금융부문 CMC 현황

금융부문 CMC는 PPI, 급여일 대출(payday loan), 모기지 등 FSMA 2000 적용 대상 모든 

금융회사의 금융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클레임관리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FSA 2012 개

정으로 2014년 4월부터는 소비자신용에 관한 감독권한이 FCA으로 이관됨에 따라, 신용

카드회사에 대한 청구도 CMC 업무영역에 포함되었다. Consumer Credit Act 1974(소비

자신용법 1974: 이하, ‘CCA 1974’라 함)의 Section 75에 의거, 신용카드회사는 가맹점의 

부실표시나 계약 위반에 공동의 책임을 진다. 이에 CMC는 신용카드회사를 상대로 의뢰인

의 클레임을 관리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CMC 시장에서 금융부문은 인가사업체 수 또는 매출액 측면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2018년 기준 금융부문 CMC는 전체 CMC 인가사업체의 32.7%를 차지하며, 매출액의 

78.7%를 차지한다(<표 Ⅴ-3> 참조). Brady(2016)에 따르면, PPI 불완전판매 민원이 전체 

CMC 제공 서비스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인가 건수 비율 16.4 17.3 23.6 30.2 31.1 32.5 32.9 32.7

매출액 비율 32.5 40.4 64.8 64.9 59.3 70.8 74.5 78.7

주: 1) 2018년은 2018년 4월부터 2019년 3월까지를 의미함

2) 인가 건수 비율 = 금융상품 및 서비스 CMC 인가 건수/ 전체 CMC 인가 건수

자료: Ministry of Justice, Claim Management Regulation Annual Report,각 연도

<표 Ⅴ-3> 금융부문 CMC 비율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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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MC에 대한 제재 및 감독활동 

CMC에 대한 감독활동 증가, 행정제재수단 추가 등 규제 및 감독이 강화되면서 불량 CMC

가 대규모 퇴출되고 신규인가가 어려워졌다. 감독기관은 감사 및 현장방문을 활발히 하

여, 2014년의 경우 등록 CMC의 약 31%가 현장방문을 받았다. CMC에 대한 금전제재가 

Financial Services(Banking Reform) Act 2013(은행개혁에 관한 금융서비스법 2013: 이

하, FSA 2013) Section 139에 의거 2014년 12월부터 시행되었다. 2012~2018년 기간 동안 

법무부가 취소한 영업인가는 총 954개에 달하며, CMC에 대한 규제강화와 함께 인가취소  

건수는 점진적으로 감소하였다(<표 Ⅴ-4> 참조). 동 기간 신규인가 건수도 총 2,113건으로 

점진적으로 감소하였다.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신규 인가 612 544 227 304 186 107 133

인가 포기 539 677 604 390 266 242 199

인가 정지 5 7 2 0 4 1 0

인가 취소 260 211 198 105 66 69 45

금전 제재 NA NA NA NA 4 7 6

경고 NA 285 240 296 247 196 252

감사 NA 129 152 454 306 369 367

현장방문 - 7 1029 100 1,172 942 437

총인가 CMC 3,007 2693 2097 1752 1,610 1,388 1,238

주: 1) 2018년은 2018년 4월부터 2019년 3월까지를 의미함

2) CMC에 대한 금전제재는 2014년 12월에 도입됨

자료: Ministry of Justice, Claim Management Regulation Annual Report, 각 연도

<표 Ⅴ-4> CMC에 대한 행정제재 및 감독활동 현황
(단위: 건)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감사 112 157 133 108 108

조사 35 13 9 14 4

금전 제재 NA NA 1 2 1

인가 취소 NA NA 0 5 3

경고 144 53 49 27 27

주: 1) 2018년은 2018년 4월부터 2019년 3월까지를 의미함

2) CMC에 대한 금전제재는 2014년 12월에 도입됨

자료: Ministry of Justice, Claim Management Regulation Annual Report, 각 연도

<표 Ⅴ-5> 금융부문 CMC 감독 현황
(단위: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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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MC에 대한 평가 

2016년 Brady Review는 CMC가 클레임을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법

에의 접근을 가능케 하는 도구이자, 균형 및 견제 수단이라고 평가하였다. 또한 CMC의 주

요 클레임 제기 대상인 은행이나 보험회사 대부분은 시장에 CMC에 대한 정당한 수요가 

분명 존재하고, CMC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고 하더라도, 그 존재 자체를 통제해서는 안 

된다는 시각을 가지고 있다. 영국 은행연합회(British Banking Association: 이하, ‘BBA’라 

함)는 금융서비스산업에서 고객을 대신한 제3자의 민원 제기를 이미 오래전부터 인정해

왔다고 밝히면서, CMC를 비롯한 제3의 클레임관리자가 소비자들이 민원을 보다 체계적

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특히 복잡한 민원의 경우에 유용한 기능을 수행한다

고 평가하였다. 

4. 민원 및 분쟁

가. 제도 

1) 민원 해결절차 

민원 해결절차는 FCA 핸드북 중 Dispute Resolution: Complaints(분쟁조정-민원: 이하, 

‘DISP’라 함)에서 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금융기관은 민원을 접수한 후 5영업일 이내에 

민원을 접수했다는 내용을 민원처리 담당자의 성함 및 직위, 내부민원 처리절차 등을 설

명하는 서류와 함께 민원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민원을 접수한 후 4주 이내에 민원인에

게 최종답변을 보내거나 미해결 시 그 사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금융회사의 최종답변에 

대해 민원인이 만족하지 않을 경우 6개월 이내에 FOS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또한 민원 접수 후 8주 이내에 최종해결을 보지 못한 경우 금융회사는 민원인이 

FOS에 민원을 접수할 수 있도록 미해결 사유 및 FOS를 설명하는 서류를 동봉하여 민원인

에게 보내야 한다. 민원인은 FOS의 분쟁처리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FOS에 접

수된 민원은 심판관(adjudicator)의 평가와 조사단계를 거치면서 이 단계에서 제시된 중재

안에 대해 분쟁당사자들 간 합의를 권고한다. 합의도출이 실패하게 되면 옴부즈만 위원회

에 공식 회부되어 옴부즈만의 최종 결정이 발표된다. 

민원인은 옴부즈만 최종결정에 대한 수락 여부를 FOS에 알려야 한다. 옴부즈만의 최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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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 편면적 구속력을 가진다. 즉, 민원인은 옴부즈만의 최종결정을 거부할 수 있으나 금

융기관은 이를 거부할 수 없다. 민원인이 옴부즈만의 결정을 수락하게 되면 이는 양 당사

자를 모두 구속하는 법적 효력을 갖게 된다.182) 민원인의 결정이 옴부즈만에 등록되면 법

원에 의해 강제집행절차가 보장된다. 민원인이 옴부즈만의 최종결정을 수락하지 않는 경

우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반면 옴부즈만의 최종결정이 금

융기관에 대하여 법적 구속력을 갖기 때문에 금융기관은 상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금융기

관에 대한 편면적 구속력, 공청회 부족,183) 분쟁결과 공개 등 금융옴부즈만의 분쟁처리 절

차가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유럽인권조약: 이하, ‘ECHR’라 함) Article 

6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의무’를 위반하는지에 대한 논쟁이 있었다. 유럽법정은 

금융옴부즈만 절차가 분쟁의 당사자에게 공정하고 공개적이며 그들의 권리를 존중하는 

한 ECHR Article 6을 충족한다고 결론지었다.

옴부즈만이 결정한 보상은 결과적 또는 예견된 손실이 포함된 금전적 손실, 정신적 충격, 

명예훼손, 민원으로 초래된 불편함 등이 고려된 중재판정금액(money award), 이자, 비용, 

조치 등을 포함한다.184) 옴부즈만의 중재판정금액은 그간 여러 차례 상향 조정되었다. 분

쟁이 이첩된 날을 기준으로 2019년 4월 이전까지는 16만 파운드를 초과할 수 없었으나, 

2019년 4월 이후 민원에 대해 35만 파운드까지 허용하고 있다. 

FOS는 옴부즈만의 최종결정과 회사별 자료를 공개한다. 민원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

는 이름 등 민원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삭제하고 결정문을 공개한다.185) FOS는 모든 

분쟁의 최종결정문을 2013년 1월 이후 웹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공개된 결정문에는 민

원 당사자, 민원대상 금융상품, 민원 주요내용, 사실관계, FOS의 결정 및 근거 등이 상세

히 기재되어 있다. 

2) 금융분쟁처리기구: FOS

FOS는 보험상품뿐만 아니라, 클레임관리서비스, 은행상품, 신용카드, 대출, 연금, 저축 및 

투자상품, 자금이체, 금융자문, 주식, 신탁 및 채권 등을 취급한다. 클레임관리서비스 및 

CMC에 대한 분쟁처리는 2015년 1월부터 2019년 3월 기간 동안 법무부 산하 법률옴부즈

182) FCA Handbook DISP 3.6.6 (3) if the complainant notifies the Ombudsman that he accepts the 

determination within that time limit, it is final and binding on both parties;

183) Heather Moor & Edgecomb v. UK

184) FCA Handbook DISP 3.7

185) FCA Handbook DISP 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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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Legal Ombudsman: 이하, ‘LeO’라 함)에서 담당하였으나, CMC에 대한 감독권한이 FCA

로 이관되면서 2019년 4월 1일부터 FOS가 담당하고 있다. FOS는 조직 내 클레임관리 옴부

즈만(Claim Management Ombudsman: 이하, ‘CMO’라 함)을 별도로 두어 처리하고 있다. 

FOS는 운영에 있어서 감독기관과 금융기관들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다. FOS 예산

은 FCA 및 의회의 승인을 요하며 FCA가 이사회 의장 및 이사의 임명권을 갖지만, 개별 사

안 및 전반적 운영에 대해서는 독립성이 부여된다. FOS 예산은 금융회사가 일반부담금인 

연간회비(group account fee)와186) 민원제기 건수에 비례하는 부담금(standard case fee) 

등으로 구성되며, 전자는 2018년 수입의 54%, 후자는 34%를 차지한다. 소비자에게 민원

처리 비용을 징수하지 않기 때문에 금융기관으로부터 재정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금융

기관들에게서 재원을 확보하는 것과 관련해서 FCA의 도움을 받고 있다. 피감기업을 대상

으로 제기된 모든 민원 건이 FCA에 보고되며, FCA는 이를 감독에 활용한다.

나. 운영

FCA가 공개한 민원을 금융부문별로 살펴보면, 계약 건수 1,000건당 민원 건수는 2019년 

하반기 기준 보험 및 순수보장부문이 17.6건으로 가장 높고, 가계금융 8.4건, 은행 및 신

용카드 4.2건, 투자 2.3건, 연금 1.4건 순으로 높게 나타난다(<표 Ⅴ-6> 참조). 관찰기간 동

안 보험 및 순수보장 부문의 민원 발생률이 비교적 높게 나타난다. 

구분 2017H1 2017H2 2018H1 2018H2 2019H1 2019H2

은행 및 신용카드 4.6 4.6 4.6 4.6 4.2 4.2

연금 및 인출 1.3 1.2 1.4 1.4 1.4 1.4

가계금융 9.5 9.6 9.6 9.6 8.7 8.4

보험 및 순수보장 6.9 8.3 9.6 9.6 11.0 17.6

투자 2.5 2.6 2.1 2.1 2.1 2.3

주: 1,000계좌당 민원 건수임

자료: FCA, Aggregate complaints data, Complaints Data Analysis

<표 Ⅴ-6> 영국 금융상품별 환산 민원
(단위: 건)

186) Lloyds, Barclays, HSBC, RBS, Nationwide, Santander, Aviva, Direct Line 등 8개 금융그룹에 부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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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신규접수 민원

처리민원
옴부즈만 

결정건수

구성비

보험
(PPI 제외)

PPI
은행 및 
신용카드

투자 및 연금

2011년 264,375 10.4 59.7 24.3 5.6 222,333 -

2012년 508,881 6.5 74.4 15.2 3.9 223,229 -

2013년 512,167 6.1 78.1 12.7 3.1 518,778 -

2014년 329,509 9.1 62.2 24.2 4.5 448,387 43,185

2015년 340,899 9.2 55.4 31.2 4.3 438,802 39,872

2016년 321,283 11.9 52.5 31.1 4.5 336,381 38,619

2017년 339,967 10.8 54.8 30.7 3.7 400,658 32,780

2018년 388,392 10.9 46.5 38.6 4.0 376,352 36,954

주: 2018년은 2018년 4월부터 2019년 3월까지의 자료임

자료: FOS, “Annual Review”, 각 연도

<표 Ⅴ-7> 영국 FOS 민원: 금융상품별
(단위: %, 건)

보험의 경우 보상과 관련된 민원이 2017년 기준 60%로 가장 높고, 행정 21%, 판매 12% 

순이다(<표 Ⅴ-8> 참조). PPI의 경우 판매에 대한 민원이 90%로 동 상품과 관련된 불완전

판매 문제를 보여준다.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보험
(PPI제외)

보상 59 58 58 60

행정 22 24 24 21

판매 19 14 14 12

기타 0 3 3 7

PPI
판매 99 87 87 90

기타(보상) 1 13 13 10

주: 2017년은 2017년 4월부터 2018년 3월까지를 의미함

자료: FOS, “Annual Review”, 각 연도

<표 Ⅴ-8> 영국 보험민원 내용
(단위: %)

심판관의 합의권고 단계에서 해결되지 않아 옴부즈만에 의해 처리된 건은 2018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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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954건으로 동 기간 FOS가 해결한 민원건의 약 9.8%를 차지한다. 동 기간 옴부즈만 처

리건의 구성을 상품별로 살펴보면, PPI가 43%로 가장 높고, 보험 17%, 소비자신용 10%, 

은행 9%, 모기지 5% 순이다(<표 Ⅴ-9> 참조). 또한 금융상품별 옴부즈만에 의해 처리된 비

중을 살펴보면, 2018년 기준 PPI는 7%에 의해 불과하나 보험은 17%를 차지한다. 보험분

쟁의 경우 대체로 조기합의 도출의 비율이 낮지 않다. 

구분
옴부즈만 결정의 상품별 구성 옴부즈만에 의한 처리 비중 

2017년 2018년 2017년 2018년

PPI 30 43 3 7

보험 24 17 19 17

소비자신용 15 10 17 9

은행 13 9 16 14

모기지 7 5 22 20

기타 11 16 23 33

주: 2018년은 2018년 4월부터 2019년 3월까지의 현황임 

자료: FOS, “Annual Review”, 각 연도

<표 Ⅴ-9> 영국 FOS의 옴부즈만 최종판결
(단위: %)

민원인정 비율은 금융부문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다만, 민원인정 비율이 대부분

의 경우 50%를 상회하고 있어, 금융회사의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에 충분한 근거가 

있고 서비스 개선의 필요성을 시사한다(<표 Ⅴ-10> 참조). 

구분 보험(PPI 제외) PPI 은행 및 신용카드 투자 및 연금

2011년 40~49 82 28~54 28~57

2012년 29~48 65 26~50 23~49

2013년 31~53 65 30~48 21~51

2014년 32~46 62 32~47 22~45

2015년 29~48 66 18~48 21~42

2016년 31 52 30 30

2017년 30 36 31 28

2018년 31 21 41 33

주: 1) 2018년은 2018년 4월부터 2019년 3월까지를 의미함

2) 2011~2015년 기간 동안에는 금융상품을 세분화하여 인정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 

자료: FOS, “Annual Review”, 각 연도

<표 Ⅴ-10> 영국 FOS의 처리민원 인정률: 금융상품별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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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C에 대한 민원을 살펴보면, 2007년부터 2017년 기간 동안 CMC 관련 민원은 94,000건

에 달하였다. 2015년 LeO가 분쟁처리를 담당하던 첫 6개월 동안 접수된 민원의 94%가 금

융상품에 대한 것이었다. PPI 불완전판매 클레임을 담당하는 CMC에 대한 민원이 88%로 

압도적으로 높은 가운데, 모기지·투자·이자율 스왑 등의 불완전판매 클레임을 담당하는 

CMC에 대한 민원도 있었다. 민원 내용은 CMC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의 불투명성, 클레임 

진행경과에 대한 공유 부재 및 지연, 정보비대칭에 따른 부실한 서비스, 부실광고, 불필요

한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투기적 또는 사기적 클레임 등 부적절한 클레임 진행 등이다

(Brady 2016).

전술한 바와 같이 CMC에 대한 민원은 2019년 4월부터 FOS내 CMO에서 별도로 처리, 집

계하고 있다. 공개된 CMC 민원 통계상으로는 2019년 4분기 동안 PPI 클레임을 담당하는 

CMC에 대한 민원이 전체의 75%로 가장 많고, 옴부즈만에 회부된 건의 42%가 인정되었다

(<표 Ⅴ-11> 참조).

구분 접수 건 신규 건 옴부즈만 이첩 인정률

PPI 관련 585 306 42 42%

사고관리 80 69 16 41%

기타 115 32 11 59%

합계 780 407 69 44%

주: 2019년 10월부터 12월까지의 자료임 

자료: Claim Management Ombudsman

<표 Ⅴ-11> 영국 CMC에 대한 FOS 결정
(단위: 건)

FOS의 민원 및 분쟁 처리에 대한 민원인과 금융기관의 만족도를 살펴보면, 모든 평가항목

에 대해 긍정적인 응답이 50%를 상회한다(<표 Ⅴ-12> 참조). 민원인과 금융기관 응답자의 

50% 이상이 FOS의 분쟁처리가 명확하고, 합리적이며, 신중하다는 데 동의하였으며, 민원

인보다는 금융기관의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금융기관 관리자의 50%가 

FOS의 판결이 공정하고 일관적이며 신뢰할 만하다고 응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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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항목

민원인

금융기관
민원담당자

조사항목
금융기관
관리자초기해결

추가조사, 
옴부즈만 

결정

명확 64(11) 67(19) 81(6) 판결 신뢰 64(25)

합리적 62(12) 58(27) 79(10) 가치 인정 58(17)

신중, 배려 70(10) 63(25) 76(8) 판결 공정 59(19)

판결 일관적 54(25)

분쟁처리 능숙 66(17)

주: 1) 2018년 4월부터 2019년 3월까지의 자료임

2) 표 안 숫자는 각 조사항목에 동의하는 응답자의 비율, 괄호 안은 부동의 응답자의 비율임

자료: FOS(2018, 2019), “Annual Review” 

<표 Ⅴ-12> 금융민원 당사자의 FOS에 대한 만족도
(단위: %)

5. 소결

공정한 손해사정을 위한 영국의 제도적 접근은 보험회사의 부당한 보험금지급 지체에 대

한 손해배상책임, 당사자 간 자율분쟁해결, 그리고 재판외적 분쟁해결에 방점을 찍는다. 

보험회사의 묵시적 보험금지급의무를 법에 명문화하고 위반 시, 별도의 손해배상금 청구

가 가능하도록 하며 FCA 핸드북에서도 이를 명확히 하고 있다. 그리고 손해사정사 및 클

레임서비스제도를 두어 보험금 청구 및 민원제기 등이 용이하도록 하였다. 재판외적 분쟁

처리기구인 FOS의 결정에 편면적 구속력을 부여할 뿐만 아니라 보험회사의 부당행위로 

인한 간접손해에 대해서도 FOS를 통해 구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보험회사에 대한 엄

격한 처벌을 통해 부당행위를 사전 억제하며, 보험금 청구 및 민원제기의 접근성을 높임

으로써 시장 내 견제 및 균형이 작동하도록 하고, 재판외적 분쟁처리기구를 활성화하여 

‘정당한 보험소비자의 권리는 반드시 구제된다’는 신호를 시장에 보냄으로써 보험산업에 

대한 신뢰를 보호한다.

영국의 접근방식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잘 만들어진 재판외적 분쟁처리기구를 누구나 활

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보험소비자 누구라도 보험회사의 부당행위를 보다 대등한 위치에

서 견제할 수 있도록, CMC를 통해 숨어 있는 보험금 청구 건 그리고 민원제기 건을 적극

적으로 발굴한다는 것이다. 또한 영국은 보험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여러 제도적 장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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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CMC를 제도화하였는데, CMC의 제도화와 CMC에 대한 높

은 의존도는 기존의 전통적인 장치들만으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구제가 충분치 않음을 

방증한다. 사회적 병폐로 지적된 보상문화가 만연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CMC를 제도화한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영국의 금융기관이 금융 옴부즈만이나 클레임서비스제도와 같은, 일견 불리한 제도를 수

용하고 지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소비자 신뢰 회복과 법정 비용 감소 때문이다. 금융상

품 및 서비스, 특히 보험상품은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보장’이라는 무

형의 서비스가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유형화되기까지는 시간차가 존재한다. 장래 계약에 

약정된 사고 발생 시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할 것이라는 확신이 없다면 보험 

구입을 꺼리게 된다. 바꿔 말하면, 보험거래에서 무엇이 잘못되었을 때 이를 바로 잡을 수 

있는 시스템이 존재한다면 안심하고 보험을 구입할 것이다. 이 시스템의 존재가 바로 소

비자 신뢰를 형성하고 보험거래를 촉진한다. 영국의 금융기관은 상거래에서 만약 무엇이 

잘못되었을 경우, 이를 바로 잡을 수 있다는 소비자 신뢰가 산업의 성장을 이끌며, 이를 

위해서는 최소한, 중립적으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물어볼 수 있는 제3자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영국의 보험소비자는 약관을 읽어보면서, “이해하기 어렵지만, 문제발생 시 손해

사정사나 CMC에 문의해보면 되고, 분쟁이 발생하면, 옴부즈만이 있으니 누가 옳고 그른

지 잘 판단해 주겠지”라고 생각하며, 보험을 구입할 것이다. 이는 영국 감독당국의 기본 

철학과도 일치한다. FCA 업무의 기본 목표는 영국 금융시스템에 대한 신뢰 보호 및 제고

(to protect and enhance confidence in the UK financial system)이다(FSA 2012 Part 1A, 

Chapter 1C-E). 다음으로, 옴부즈만 제도는 금융기관의 법정비용을 줄여준다. 법정 소송보

다 격식이 없고 빠르기 때문에 소비자와 업계 모두 비용부담이 줄어든다. 옴부즈만은 건당 

수수료가 550파운드이지만, 법정에 갈 경우 5,000파운드 가량 소요된다. 뿐만 아니라, 업

체당 초기 25건에 대해서는 무료로 제공하여 소규모 사업체에 대해 배려하고 있다. 

<그림 Ⅴ-7> 영국의 손해사정 및 분쟁해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