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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특별이익 규제 개선 관련 쟁점 및 검토

본장에서는 특별이익 제공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보험업법 제98조를 해석하고 적용함에 

있어서 불명확하거나 이견이 발생할 수 있는 사항, 향후 규제 개선을 위해 고려할 사항 등

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특별이익의 유형 관련

가. 경제적 가치 있는 서비스 등의 제공 문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보험업법 제98조에서는 특별이익에 해당하는 유형을 열거하고 

있다. ① 금품(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품을 제외한다), ② 기초서

류에서 정한 사유에 근거하지 아니한 보험료의 할인 또는 수수료의 지급, ③ 기초서류에

서 정한 보험금액보다 많은 보험금액의 지급 약속, ④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를 위한 

보험료의 대납, 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당해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의 대납, ⑥ 보험료로 받은 수표 또는 어음에 대한 이자 상당액의 대납, ⑦ 상법 제682

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에 대한 청구권 대위행사의 포기가 그것인데, 만약 보험회사나 모

집종사자가 보험계약의 체결･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위 7가지 유형

에 명시적으로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경제적 이익이나 혜택을 제공한 경우에 보험업법 

제98조가 적용되는 것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보험업법 제98조 제1호의 ‘금품’은 현금과 물품을 의미하는 것인데,88) 현금

이나 물품에는 해당하지 않는 경제적 가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라면(예컨대, 건

강검진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 등) 어떻게 봐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는 것이다.

88)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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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존 판례 및 유권해석의 입장

기존 판례에서 법원은, 보험회사의 임원이 보험계약 유치를 위하여 보험계약자가 발행한 

회사채의 매입 지원 등을 통해 보험계약자에게 경제적 혜택을 준 사안 등에서 이는 실질

적으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를 할인하여 주는 것과 동일하므로 특별이익 제공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89) 

다만,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해당 판례들은 2003년 개정 전 보험업법이 적용된 사안이

었다. 즉, 보험업법에서 특별이익에 대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특별한 이

익의 제공을 약속하거나 보험료의 할인 기타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라고 포괄적으

로만 규정하고 별도로 특별이익의 유형을 열거하지는 않았던 구 보험업법하에서, 회사채 

매입 등을 통해 보험계약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경우에는 “보험료의 할인 기타 특

별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 후 2003년 보험업법 전면 개정을 통해서 보험업법에서는 특별이익의 유형을 위에서 

살펴본 7가지로 한정적으로 열거하게 되었는데, 그와 같은 규정 방식의 보험업법하에서

도 법원이 위와 같은 경우에 실질적인 보험료 할인으로서 특별이익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할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아 보인다.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경제적 이익이나 혜

택이 주어지는 경우라면 모두 넓게 보아서 ‘실질적인 보험료 할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

을 것인데, 그와 같이 본다면 보험업법에서 특별이익의 유형을 7가지로 열거한 취지가 퇴

색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감독당국은 경제적 가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특별이익 제공 행위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취하여 왔다. Ⅲ장의 유권해석 사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금융위원

회는 보험업법 제98조 제1호의 ‘금품’에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용역도 포함된다고 보았

다.90) 또한 보험계약자에 대한 콘도나 연수원 무상 지원 등에 대해서 이는 유･무형의 이

익 제공으로서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보험업법 제98조에 위반될 수 

있다고 해석한 바 있고,91) 신용생명보험을 판매한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 그와 관련하여 

당해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 취급하는 대출금리를 인하한 경우 그 혜택 금액에 대해 금품

89) 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4다34929 판결 등

90) 현장건의과제에 대한 금융위원회 회신(2016. 12. 5)

91) 금융위원회 법령해석 회신문(12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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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마찬가지로 취급하였다.92)

2) 검토 및 제안

특별이익 제공 행위를 금지하는 규제의 취지를 고려한다면, 경제적 가치 있는 서비스 등

을 제공하는 경우를 금품 제공의 경우와 달리 취급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보험업법에서 

특별이익 제공 행위를 금지하는 취지는, 보험계약자 평등 대우의 원칙에 반하고 특별이익

의 제공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키거나 나아가 보험계

약자의 보험료로 전가될 수 있으며 보험회사나 모집종사자 간의 과열 경쟁을 유발하여 모

집질서를 혼란하게 할 수 있다는 점 등이다. 이러한 입법 취지에 의한다면, 보험회사나 모

집종사자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① 금전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경우와 ② 금전적

으로 가치가 있는 서비스나 용역 등을 제공하는 경우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으며, 금전

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이익이 제공되는 경우라면 특별이익의 유형에 포함시켜서 동일하

게 규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다만, 현행법의 문언에 충실하게 해석하면 현재 보험업법 제9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

이익의 7가지 유형에는 경제적 가치 있는 서비스 등이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면이 있

으며, 따라서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이를 명확히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보험업법 제98조 제1호의 ‘금품’이란 금전과 물품을 의미하는 것

으로서 여기에 서비스나 용역 등이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고, 동조 제2호의 ‘보

험료의 할인’이나 제4호의 ‘보험료의 대납’의 경우에도 여기에 일체의 경제적 이익이나 혜

택이 포함된다고 넓게 해석하는 경우에는 보험업법에서 특별이익의 유형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보험업법 제98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데, 죄형법정주의의 원

칙상 법문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93) 또한, 대주주

92) 현장건의과제에 대한 금융위원회 회신(2017. 2. 8)

93) 일반적으로 형벌법규 이외의 법규범에서는 법문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거나 특정한 상황에 들어맞는 규율을 하고 

있는 것인지 모호할 경우에는, 입법목적이나 입법자의 의도를 합리적으로 추론하여 문언의 의미를 보충하여 확정

하는 체계적･합목적적 해석을 할 수도 있고, 유사한 규범이나 유사한 사례로부터 확대해석을 하거나 유추해석을 

하여 법의 흠결을 보충할 수도 있으며, 나아가 법률의 문언 그대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경우에 오히려 부당한 

결론에 도달하게 되고 입법자가 그러한 결과를 의도하였을 리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문언을 일정부분 수정

하여 해석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음. 그러나 형벌조항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헌법상 규정된 죄형법정주의 원칙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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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47조의2(정당의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수수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제공
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할 수 없다.(하략)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금품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
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利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표 Ⅳ-1> 경제적 가치 있는 서비스 또는 경제적 이익 관련 입법례

와의 거래 제한에 관한 보험업법 제111조와 관련하여 최근 법원이 해당 조문의 문언, 내

용, 취지와 체계 등을 종합할 때 그 규제 대상은 보험회사와 대주주 간의 모든 거래가 아

니라 법령에 구체적으로 열거된 유형의 거래로 제한되는 것이며 해당 조항에서 ‘자산의 

매매’란 유가증권･부동산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재산을 매매하는 경우만을 의

미하는 것이고 자산의 이전 없는 순수한 용역의 거래는 금지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를 함께 고려하면,94) 현행 보험업법 제98조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경제적 가

치 있는 서비스나 용역 등은 법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한 특별이익의 유형에 포함되지 않는

다고 해석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할 것이다.

이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경제적 가치 있는 서비스나 용역 등의 경우에도 특별이익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도록 보험업법 제98조를 개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이 경우, 향후에는 현재로서 예상하기 어려운 새로운 방식이나 구조의 이익 제공도 등장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다양한 유형의 이익들까지 포섭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규정할 필요

가 있어 보이며,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입법례들을 참고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문에 입법목적이나 입법자의 의도를 감안하는 확대해석이나 유추해석은 일체 금지되고 형벌조항의 문언의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함(헌법재판소 2012. 5. 31. 선고 2009헌바123 결정, 헌법재판소 2012. 12. 27. 선고 

2011헌바 117 결정 등)

94) 서울고등법원 2021. 1. 14. 선고 2020누38159 판결, 대법원 2021. 5. 13. 선고 2021두33067 판결로 심리

불속행 확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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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5조(특별한 이익의 구체적 내용) 
① 법 제33조 제4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이익”이란 다음 각 호의 이익을 말한다.

1. 계약 체결을 유도하거나 계약을 유지하기 위한 금품의 제공
2. 약관에 근거하지 않은 수수료의 할인
3. 가입자 또는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의 부담
4. 가입자 또는 사용자가 해당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받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의 대납(代納)
5. 약관에 근거하지 않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부대서비스의 제공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이익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제적 

이익
② 제1항 각 호의 이익의 구체적 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퇴직연금감독규정 제16조(특별한 이익)
①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6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제적 이익”이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지불하여야 할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의 부담 
2. 금전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재산 또는 경제적 편익 제공 
3. 여･수신금리 우대 등 퇴직연금 이외의 거래에 있어 통상의 거래조건보다 유리한 거래조건의 제공 
4. 퇴직연금계약 이외의 다른 거래실적을 반영한 퇴직연금 상품의 금리 우대 
5. 퇴직연금 가입을 이유로 사용자 또는 사용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재화･용역을 구매해 달라는 

사용자의 요구에 응하는 행위
 

구 경품류 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 고시95) 제4조(경제상 이익)
① 제2조(경품류의 정의)에서 경제상 이익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물품, 금전, 할인권, 상품권 기타 유가증권 
2. 연예, 영화, 운동경기 또는 여행등에의 초대권 
3. 편익 등의 용역 
4. 기타 고객을 유인하는 수단으로 인정되는 경제상의 이익 

<표 Ⅳ-1> 계속

나. 특별이익의 유형을 단순화하는 방안

한편, 특별이익의 유형과 관련하여 현행 보험업법에서는 7개의 유형으로 한정적으로 열

거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이를 단순화하여 규정하는 방식으로 보험업법을 개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기타 검토 과제 부분(뒤의 6

항)에서 별도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95)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로, 다만 해당 고시는 2016년에 폐지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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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별이익 규제의 예외: 기초서류에 근거한 경우 

가. 기초서류에 근거한 금품 또는 서비스의 제공

현행 보험업법상 ‘보험료의 할인’의 경우에는 기초서류에서 정한 사유에 근거한 경우 명

시적으로 특별이익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보험업법 제98조 제2호), ‘금

품’의 경우에는 기초서류에 반영한 경우를 명시적 예외 사유로 정하고 있지 않다(보험업

법 제98조 제1호). 

그러다보니 보험회사나 모집종사자가 기초서류에 근거한 금품을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에게 제공하는 경우 보험업법 제98조 위반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보험회사가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에 가입하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건강관리 노력

을 측정･관리할 수 있는 건강관리기기를 제공하는 경우에, 그러한 건강관리기기 제공에 

관한 내용을 기초서류에 반영하여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기기의 가액이 최초 1년간 

납입보험료의 10%나 3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험업법 제98조에 위반되는 것은 아

닌지 문제될 수 있는 것이다(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감독당국이 행정지도로서 「건

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판매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그와 같은 건강관리기기의 제공을 

허용하고 있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지만, 법 해석상으로는 여전히 명확하지 않은 부분

이 남아있는 것이 사실이다).96) 

1) 기존 유권해석의 입장

앞서 살핀 바와 같이 과거 유권해석 사례에서는 제3자와 제휴계약을 통하여 제3자로 하

여금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금품을 제공하게 하는 경우에도 보험업법 제98조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회신하면서 “해당 금품의 내용을 기초서류에 반영한 경우에도 동일

하다”고 덧붙임으로써 금품의 경우에는 기초서류에 반영했다고 하더라도 예외가 인정되

지 않고 특별이익 제공 행위에 해당한다고 해석될 가능성도 있었지만,97) 이후 금융위원

회는 별도의 유권해석을 통하여 금품 또는 부가서비스의 제공이 기초서류에 반영되어 있

96) 이하에서는 위 1항에서 제안한 것처럼 서비스도 특별이익의 유형에 포함되도록 보험업법을 개정하는 경우를 전제

하고 살펴보도록 함

97) 금융위원회 법령해석 회신문(10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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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우98) 특별이익 제공 행위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새롭게 제시하였다. 

즉, ① 보험상품의 기초서류에 반영되어 있어 모든 보험계약자에 대해 차별 없이 제공되

고, ② 그 금품 또는 서비스의 제공이 단순한 보험 모집에 대한 대가 또는 단순히 보험 유

치를 위한 이익의 제공이 아닌 것으로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보험사고 발생 위험 

등 보험계약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③ 보험회사는 그 금품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통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보험사고 발생 위험을 체계적으로 측정･관리할 수 있

어 보험사고 발생위험의 변화에 따라 보험료의 할인･할증, 보험금의 지급 등의 조건이 보

험상품의 기초서류 등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④ 금품 또는 서비스의 제공이 보험

회사의 재무건전성, 유동성, 수익성 등에 반하지 않고 모집질서 문란 등 공공성을 과도하

게 해치지 않는 경우에는 보험업법 제98조에서 금지하는 특별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개연성이 있다는 것인데, 다만 이 경우에도 보험업법 제98조 위반 여부는 금품 또는 서

비스의 제공이 보험상품의 기초서류에 반영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모든 경우에 대해 일의

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기초서류에 명시된 구체적인 내용, 금품 또는 서비스의 구체

적 수준, 보험계약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개별 사안별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

았다.99)

2) 검토 및 제안

위에서 본 것처럼 금융위원회가 유권해석을 통하여 일정한 기준을 제시해주고는 있지만, 

결국에는 일률적인 판단은 어렵고 기초서류에 명시된 내용, 금품 또는 서비스의 구체적 

수준, 보험계약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 사안별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어

서, 수범자 입장에서는 기초서류에 근거한 금품 또는 서비스의 제공이 특별이익 제공 행

위에 해당하는지 해당하지 않는지를 실제로 예측하고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제공하는 금품이나 서비스의 내용 및 기

준에 대해서 기초서류에 명확하게 반영하고 그에 근거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특별이익 

제공 금지 규제의 예외로서 명시적으로 인정해주는 것이 타당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98) 앞서 살펴본 대로, 금융위원회는 서비스도 금품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고 넓게 해석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금품 

또는 서비스의 제공이 기초서류에 반영되어 있는 경우의 문제로 다루고 있음

99) 금융위원회 법령해석 회신문(170205)



Ⅳ. 특별이익 규제 개선 관련 쟁점 및 검토 49

기초서류에서 정한 사유에 근거하여 사전에 정해진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것이고, 또한 그러한 이익의 제공과 관련된 비용이 예

정사업비에 포함되어 보험료에도 적정히 반영되어 있음이 전제되는 것이므로, 특별이익 

제공 금지 규제의 취지에 크게 반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보험상품의 기

초서류에 반영되고 그에 따라 제공되는 이익이라면, 보험계약의 내용을 구성하는 거래조

건의 하나가 되는 것이지 보험계약의 체결을 유인하는 대가로서 지급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소지도 있을 것이다.

이에 보험업법 제98조 개정을 통해 “기초서류에서 정한 사유에 근거한 금품 또는 서비스

의 제공”의 경우에는 특별이익의 범위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도록 규정하는 방안을 제안

한다.

참고로 일본 보험업법에서도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

보험자에게 보험료 할인, 환급 기타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다만 기초서류에 근거하여 하는 경우에는 동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100) 또한 미국 NAIC의 불공정거래관행 모델법에서도 리베이트에 대해 규제하면서 

리베이트 제공에 대해 보험증권상 명시되지 않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다.101)

100) 일본 보험업법 제300조 제1항 제5호 및 동조 제2항. 이는 우리나라의 2003년 개정 전 보험업법 조항과 유사한 

규정 방식임

第三百条 保険会社等若しくは外国保険会社等、これらの役員（保険募集人である者を除く。）

保険募集人又は保険仲立人若しくはその役員若しくは使用人は、保険契約の締結、保険募集又は自らが締結した

若しくは保険募集を行った団体保険に係る保険契約に加入することを勧誘する行為その他の当該保険契約に加

入させるための行為に関して、次に掲げる行為（自らが締結した又は保険募集を行った団体保険に係る保険契

約に加入することを勧誘する行為その他の当該保険契約に加入させるための行為に関しては第一号に掲げる行

為（被保険者に対するものに限る。）に限り、次条に規定する特定保険契約の締結又はその代理若しくは媒介に

関しては同号に規定する保険契約の契約条項のうち保険契約者又は被保険者の判断に影響を及ぼすこととなる

重要な事項を告げない行為及び第九号に掲げる行為を除く。）をしてはならない。ただし、第二百九十四条第一項

ただし書に規定する保険契約者等の保護に欠けるおそれがないものとして内閣府令で定める場合における第一号
に規定する保険契約の契約条項のうち保険契約者又は被保険者の判断に影響を及ぼすこととなる重要な事項を

告げない行為については、この限りでない。 

五  保険契約者又は被保険者に対して、保険料の割引、割戻しその他特別の利益の提供を約し、又は提供する行為 
２ 前項第五号の規定は、保険会社等又は外国保険会社等が第四条第二項各号、第百八十七条第三項各号又は第

二百七十二条の二第二項各号に掲げる書類に基づいて行う場合には、適用しない。 

101) NAIC 불공정거래관행 모델법 Section 4. H. (1)

H. Rebates

(1) Except as otherwise expressly provided by law, knowingly permitting or offering to make or 

making any life insurance policy or annuity, or accident and health insurance or other 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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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기초서류에 근거하여 금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그 요건이나 제

공 방식 등에 대해 일정한 제한이 필요하다면(예를 들면, 해당 금품 또는 서비스가 보험사

고 발생 위험 등 보험계약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을 것, 해당 금품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통해 보험사고 발생 위험을 체계적으로 측정･관리하고 보험사고 발생위험의 변화에 따라 

보험료의 할인･할증, 보험금의 지급 등의 조건을 기초서류 등에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 해

당 금품 또는 서비스의 가액이 과도하게 높지 않을 것 등), 해당 내용을 기초서류 작성･변
경 원칙(보험업법 제128조의3)에 포함시켜서 기초서류에 대한 규제로서 규율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나. 기초서류에 근거한 보험료의 할인

보험업법에서는 “기초서류에서 정한 사유에 근거하지 아니한 보험료의 할인”을 금지하는 

것이므로(보험업법 제98조 제2호) 기초서류에서 정한 사유에 근거하여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경우에는 특별이익 제공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기존 유권해석 사례에 의하면 기초서류에 반영하였더라도 예컨대, 보험료가 대폭 

할인된 경우 등에는 보험업법 제98조에 위반된다고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 이하에서 항을 

바꾸어 살펴보겠다.

1) 기존 유권해석의 입장 

대고객 감사 이벤트로 특정 연도에 태어난 신생아에 대해 기초서류에 근거하여 보험료가 

대폭 할인된 어린이보험을 판매하는 것이 특별이익에 해당하는지 질의한 사안에서 금융

위원회는 이 경우 보험업법 제98조에 위반될 수 있다고 보았다. 특정 보험료(예: 1,004원, 

or agreement as to such contract other than as plainly expressed in the policy issued thereon, 

or paying or allowing, or giving or offering to pay, allow, or give, directly or indirectly, as 

inducement to such policy, any rebate of premiums payable on the policy, or any special favor 

or advantage in the dividends or other benefits thereon, or any valuable consideration or 

inducement whatever not specified in the policy; or giving, or selling, or purchasing or offering 

to give, sell, or purchase as inducement to such policy or annuity or in connection therewith, any 

stocks, bonds or other securities of any company or other corporation, association or partnership, 

or any dividends or profits accrued thereon, or anything of value whatsoever not specified in the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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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원)를 맞추기 위해서 보험요율 산출 원칙이나 기초서류 작성 원칙 등을 위배하여 기

초서류에 과도한 보험료 할인을 반영하는 경우에는 보험업법 제98조 제4호에서 금지하는 

보험료 대납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102) 

그 외에도, 보험회사가 특정 기간(예: 경기 시즌)에 가입한 보험계약자에 한해서 보험료 

할인 혜택을 부여하거나 자사 스포츠단의 성적에 따라 우대금리나 보험료 할인을 적용하

는 저축성보험을 판매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도 금융위원회는, ① 특정 기간에 

가입한 계약자에 한하거나, ② 보험사고 발생 위험과 무관한 스포츠단 성적에 따라 우대

금리, 보험료 할인 등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 모집 질서 및 고객 간 형평성 저해 등의 우려

가 있는 만큼 특별이익에 해당할 소지가 높다고 판단하였다.103)

2) 검토 및 제안

위 유권해석 사례들에 의하면, 기초서류에 근거한 보험료 할인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할

인율이 과도한 것은 아닌지, 보험계약자 간 형평성을 저해하는 것은 아닌지, 보험사고 발

생 위험과 무관한 것은 아닌지 등 개별 사안에서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게 되는 것인데, 이처럼 기초서류에 정한 보험료 할인의 경우에도 특별이익 해당 여부

를 개별 사안별로 따져 봐야 한다면 수범자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이 크고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최근 4세대 실손의료보험으로의 전환을 독려하기 위해서 보험회사들이 제도

성 특약(실손의료비보장 계약전환 할인 특별약관)을 마련하여 전환 대상 계약 중 2022년 

1월 1일에서 2022년 6월 30일 사이에 4세대 실손의료보험으로 전환하는 보험계약에 대

해서 1년간 보험료를 50% 할인해주었는데, 이는 기초서류에서 정한 사유에 근거한 보험

료의 할인이므로 원칙적으로 허용될 것이다. 그러나 기존 유권해석 사례들에 의하면, 특

정 기간 동안 4세대 실손의료보험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만 보험료 할인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보험계약자 간 부당한 차별에 해당하지는 않는지, 50%라는 할인율 수준이 보험요율 

산출 원칙 등에 위반한 과도한 보험료 할인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 등을 별도로 따져서 

특별이익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다.

102) 금융위원회 법령해석 회신문(190021)

103) 금융위원회 법령해석 회신문(200231); 다만 해당 사안에서는 보험료 할인 혜택을 기초서류에 근거하여 제공하

는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명시되어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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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기초서류에 근거한 금품 또는 서비스의 제공 문제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기초서류

에 근거하여 보험료 할인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정해놓은 일정한 기준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보험계약자들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고 보험계약의 거래조건의 일부를 

이루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특별이익 제공 행위로 규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기초서류에 근거한 보험료 할인의 경우에는 (그 보험료 할인의 수준 등을 개별 사

안별로 따져서 보험업법 제98조 위반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특별이익 제공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즉 보험업법 제98조에는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다만 보험료 

할인의 정도나 내용이 보험요율 산출 원칙(보험업법 제129조)이나 기초서류 작성･변경 

원칙(보험업법 제128조의3)에 위반될 정도라면 그러한 보험요율 산출 원칙이나 기초서류 

작성･변경 원칙 위반의 문제로 별도로 규율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제도성 특약 등 기초서류에 근거한 보험료 할인이라고 하더라도, 보험사고 발생 위

험과는 아무 관련 없이 이벤트나 캠페인성으로 보험료 할인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는 어

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할 수 있다. 

순전히 고객 감사 이벤트나 프로모션 차원에서 보험회사가 일정 기간 동안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보험료 할인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위 유권해석 사례

처럼 보험회사의 계열회사인 스포츠단이 우승한 경우에 한시적으로 보험료 할인을 제공

하고자 한다거나, 예를 들어, 코로나 백신 접종에 대한 인센티브 차원에서 백신 접종자에

게 보험료 할인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등).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보험사고 발생 위험

과 무관한 스포츠단 성적 등에 따라 보험료 할인 등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특별이익

에 해당할 소지가 높다는 입장인데, 이와 같이 보험사고 발생 위험과 무관하게 이익을 제

공한다는 것만으로 특별이익 제공으로 엄격하게 금지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의 다양한 

마케팅을 제한하고 다른 금융기관들에 비하여 보험회사의 경쟁력이 떨어지게 될 수 있으

며 이는 오히려 보험소비자의 편익을 저해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실제로 은행 등

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 우리나라 대표팀의 월드컵 성적이나 특정 야구단의 성적에 따라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예･적금 상품, 코로나 백신 접종자에 대해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예･
적금 상품 등을 고객에게 제공한 사례도 많은 것이다.

이에, 보험사고 발생 위험과 무관한 보험료 할인이라고 하더라도 사전에 기초서류 등을 

통해 그 기준을 명확히 정해놓고 그에 따라 운영하는 경우라면 특별이익으로는 규제하지 

않고, 다만 대수의 법칙이나 보험계약자 평등 원칙의 취지를 고려해서 순보험료가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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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보험료의 범위(또는 부가보험료의 일정 비율) 내에서만 할인을 허용하거나 또는 그러

한 보험료 할인분을 보험회사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즉, 실질적으로는 보험료 할인이 

아니라 보험회사의 보험료 대납으로 운영하는 방법)을 기초서류 작성･변경 원칙(보험업

법 제128조의3)에 포함시켜서 기초서류 규제로서 규율하는 방안에 대해서 고려해볼 필요

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 기초서류에 근거한 무료 보험의 제공

보험회사가 무료 보험을 제공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는 이를 보험업법 제98조 

제4호의 ‘보험료의 대납’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다. 대고객 감사 이벤트로 특정 연도에 태

어난 신생아에 대해 무료 어린이보험을 제공하는 것이 특별이익에 해당하는지 질의한 사

안에서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가 마케팅 목적으로 무료 보험을 제공하는 것은 보험업법 

제98조 제4호에서 금지하는 보험료 대납에 해당하므로 보험업법 제98조에 위반될 수 있

다고 회신한 것이다.104) 

그러나 이 경우에도, 위 기초서류에 근거한 금품･서비스 제공이나 보험료 할인 부분에서 

살펴본 것과 마찬가지로, 무료 보험의 제공 대상과 조건, 기준 등에 대해 사전에 기초서류

에서 일정하게 정하여 놓고 그에 근거하여 제공하는 것이라면 특별이익으로 규제할 필요

성이 떨어질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기초서류에 근거한 무료 보험의 제공” 또는 “기초

서류에 근거한 보험료의 대납”을 특별이익의 범위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다만 그러한 

무료 보험의 제공 정도에 대해 일정한 제한을 하고자 한다면(예컨대, 무료 보험 제공을 위

해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금액에 대해 일정한 제한을 부과) 기초서류 작성･변경 원칙(보험

업법 제128조의3)에 포함시켜서 기초서류에 대한 규제로서 규율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그림 Ⅳ–1> 기초서류에 근거한 이익 제공에 대한 규율

104) 금융위원회 법령해석 회신문(19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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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별이익 규제의 예외: 허용되는 금액의 한도 

보험업법은 동법 시행령 제46조에서 정한 일정한 금액(보험계약 체결 시부터 최초 1년간 

납입되는 보험료의 10%와 3만 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품을 제공하는 경우에

는 특별이익으로 규율하지 않고 있다. 특별이익의 제공이 보험회사나 모집종사자 사이에

서의 정당한 경쟁을 유도하여 오히려 보험소비자에게 혜택을 주는 측면이 있을 수 있으므

로, 공정한 경쟁 질서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소액의 특별이익 제공은 허용하는 취

지에서다.

가. 한도 금액의 상향 조정 

그런데 위 ‘3만 원’이라는 금액 한도는 2003년 보험업법 전면 개정 시에 설정된 것으로, 

그 동안의 물가상승률을 감안할 때 비합리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105)

금융위원회는 이에 대해, 3만 원이라는 한도가 현실적으로 낮은 금액이기는 하지만 특별

이익 제공 금지의 취지를 고려할 때 양질의 사은품 제공보다는 그 비용으로 보험소비자에

게 양질의 보험상품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3만 원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것은 어

렵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106) 

이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이익의 제공이 보험회사나 모집종사자 사이에서의 정당한 경쟁

을 유도하여 오히려 보험소비자에게 혜택을 주는 측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공정한 경

쟁 질서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소액의 특별이익의 제공은 허용하는 취지라면, ‘공

정한 경쟁 질서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소액’의 기준은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며 실제로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가치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므로,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금액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

로 생각된다. 

참고로, 최근 개정된 미국 NAIC 불공정거래관행 모델법에서는 보험회사나 모집종사자가 

일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수준에서 보험계약의 마케팅이나 판매 등과 관련하여 고객

에게 현금이 아닌 선물, 서비스 등을 제공하거나 추첨 행사를 하는 것을 허용하면서 그러

105) 성대규･안종민(2015)

106) 현장건의과제에 대한 금융위원회 회신(2015.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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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금액 한도로서 “현재 또는 예상 보험료의 5% 또는 250달러 중 적은 금액(The lesser of 

5% of the current or projected policyholder premium or $250)”을 적절한 수준으로 제

안하고 있다.107) 다만, 이는 제공되는 이익의 금액이 위 한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개

념으로서, 즉 우리 보험업법처럼 해당 한도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바로 규제의 예

외로서 허용해주는 것은 아니며 해당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익 제

공이 허용되기 위해서는 별도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여야 한다(부당하게 차별적인 방

법으로 이익이 제공되어서는 안 되며, 고객은 그러한 이익을 받는 대가로 보험 가입, 유

지, 갱신 등이 강제되어서는 안 됨). 또한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NAIC 모델법상 위 조항은 

현금이 아닌 선물, 서비스의 제공이나 추첨 등의 경우에 대한 것이다. 이처럼 NAIC 모델

법에서 권장하고 있는 금액의 한도는 우리 보험업법상의 금액 한도와는 그 의미나 역할이 

다르므로 그 금액을 그대로 사용하기는 어렵겠지만, 일응 그 수준을 참고로 해 볼 수는 있

을 것이다. 

나. 보험료 대비 금액 기준으로 일원화

한편, 시장 상황에 맞게 수시로 한도 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어렵다면, 보험업법 시행령 제

46조에서 한도 금액을 규정함에 있어서 절대적인 금액 기준은 폐지하고 보험료에 비례한 

금액 기준(현재는 “보험계약 체결 시부터 최초 1년간 납입되는 보험료의 10%”)으로만 정

해 놓는 방법도 대안으로서 생각해 볼 수 있겠다.108) 

나아가 보험료에 비례한 금액 기준을 정함에 있어서도 현행처럼 ‘최초 1년간 납입되는 보

험료’의 일정 비율로 정하는 대신 ‘총 납입 예정 보험료’ 또는 ‘총 납입 예정 보험료를 보

험기간으로 나눈 금액’의 일정 비율을 기준으로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최초 1년간 납입되는 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험료 납입 방식 등에 

따라 불합리한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있을 수 있으므로(예를 들어서, 모집종사자가 단기

납을 유도하는 상황), 실제로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총액 수준에 상응하여 그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이익의 제공은 허용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107) NAIC 불공정거래관행 모델법 Section 4. H. (2)(f)의 Drafting note. 해당 조문에 대해서는 부록을 참조 바람

108) 여신전문금융업법상으로는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하여 그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절대적인 금액 기

준이 아닌 연회비의 일정 비율 기준으로만 규정하고 있음(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4항 제3호 및 동법 시행

령 제6조의7 제5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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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보험사고 발생 위험과 관련된 물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한도 금액 상향 조정

만약 일률적으로 허용 금액의 한도를 상향 조정하거나 보험료 대비 금액 기준으로 일원화

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보험사고 발생 위험과 관련된 물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만이라

도 우선적으로 한도 금액을 높이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109) 

소비자는 그러한 물품이나 서비스를 통해서 보험사고 위험을 관리하고 이를 통해 위험이 

개선되면 그에 따른 효과를 다시 소비자에게 보험료 할인 혜택 등으로 제공하는 등 선순

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보험상품의 개발 및 활성화의 필요성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앞서 살펴본 대로 특별이익 제공 금지 조항과 관련하여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3

건의 사례가 모두 소비자의 건강 상태나 건강관리 노력, 안전운전 습관 등에 따라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소비자의 위험 관리 등과 관련된 혜택 제공에 대

해서는 특별이익 규제를 좀 더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감독당국의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판매 가이드라인」에서도 이미 ‘계약자별 초년도 

부가보험료의 50%와 20만 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건강관리기기의 제공을 허

용하고 있는바, 이러한 취지를 법에도 명시적으로 반영하고 운영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위 가이드라인에서는 건강증진형 보험상품과 관련된 건강관리기기의 제

공을 허용하고 있는 것인데, 건강관리기기 외에도 보험사고 발생 위험을 줄이거나 관리할 

수 있는 다양한 물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법상 규제를 완화해 줄 필요가 있을 것이다. 

위험 관리 목적의 물품이나 서비스 제공 등에 대해서는 좀 더 완화된 규제를 적용할 필요

가 있다는 점은 최근 미국 NAIC 불공정거래관행 모델법의 개정 내용에도 반영된 바 있다. 

서론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NAIC 불공정거래관행 모델법에서는 보험 가입 유도 목적으

로 보험증권에 기재되지 않은 이익을 고객에게 제공하는 것을 리베이트로서 금지하고 있

는데, 다만 해당 보험이 담보하는 위험과 관련이 있으면서 일정한 목적(건강 증진, 손실의 

완화 또는 관리, 위험의 모니터링 또는 평가, 건강을 개선하거나 사망･장애 위험을 감소시

키기 위한 행동 변화 유도 등)을 충족시키기 위해 설계된 물품이나 서비스 제공의 경우에

는 보험 증권에 기재되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를 무료 또는 할인된 비용으로 제공

하는 것을 허용하는 조항을 신설한 것이다.

109) 필요하다면 일정한 제한(해당 물품이나 서비스를 통한 보험 위험의 감소 효과 등이 객관적으로 검증될 것, 피보

험자의 보험 위험 감소 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일 것 등)을 부과하여 운영하는 것도 가능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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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2> NAIC 모델법상 위험 감소 등과 관련된 물품 또는 서비스의 제공 관련

보험회사나 모집종사자는(직원, 계열사 또는 제3자를 통한 경우 포함) 부가 가치 있는 물품이나 서비스
(Value-added products or services)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물품이나 서비스가 보험
증권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를 제공할 수 있음

i. 해당 물품이나 서비스는 보험이 담보하는 위험(Insurance coverage)과 관련된 것이어야 함

ii. 해당 물품이나 서비스는 다음 중 하나 이상을 충족시키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계된 것이어야 함

(I) 손실의 완화 또는 관리(Loss mitigation or loss control)의 제공 
(II) 클레임 비용 또는 클레임 해결 비용의 감소
(III) 책임 위험 또는 인명이나 재산에 대한 손실 위험에 대한 교육의 제공
(IV) 위험의 모니터링 또는 평가, 위험 원인의 식별, 위험의 제거 또는 감소를 위한 전략의 개발
(V) 건강의 증진(Enhance health)
(VI) 교육 또는 재정 계획 서비스 등을 통한 재정건전성(Financial wellness)의 증진
(VII) 손실 후 서비스(Post-loss services)의 제공
(VIII) 고객의 건강을 개선하거나 사망 또는 장애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행동 변화에의 동기 부여
(IX) 직원 또는 퇴직자 혜택 보험의 보장 범위 관리 지원

iii. 보험회사나 모집종사자가 특정 고객에게 해당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비용은 해당 고객
의 보험료 또는 해당 보험 종목의 보장 범위와 비교하였을 때 합리적이어야 함

iv. 보험회사나 모집종사자가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고객이 해당 물품이나 서비스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고객에게 연락처 정보를 제공해야 함

v. 각 주에서 이 조항을 구현함에 있어서 각 주의 보험감독관(Commissioner)은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들을 채택할 수 있음(예를 들어, 개인정보 보호, 소비자 공시 및 불공정한 차별 관련 규제 등)

vi. 해당 물품이나 서비스의 제공 가능 여부는 문서화된 객관적 기준(Documented objective 
criteria)을 기반으로 해야 하고 또한 부당하게 차별적이지 않은 방식으로(In a manner that is 
not unfairly discriminatory) 제공되어야 함. 보험회사나 모집종사자는 그러한 문서화된 기준을 
보관해야 하며 보험감독당국(Department)의 요청 시 제출할 수 있어야 함

vii. 위 ii의 기준과 관련하여, 보험회사나 모집종사자가 충분한 증거는 없지만 해당 물품이나 서비스가 
해당 기준을 충족한다고 선의로 믿는 경우(Good-faith belief) 보험회사나 모집종사자는 파일럿 
또는 테스트 프로그램(기간은 1년 이하일 것)의 일부로서 부당하게 차별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제공
하는 것이 허용됨. 이 경우 보험회사나 모집종사자는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그러한 파일럿 또는 테
스트 프로그램에 대해서 사전에 보험감독당국에 통지해야 하며 보험감독당국이 통지 후 21일 이내
에 반대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음

자료: NAIC Unfair Trade Practices Act Section 4. H. (2)(e)

NAIC는 기존의 리베이트 규제가 소비자에게 제공될 수 있는 광범위한 혁신적인 서비스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문제의식하에 2021년에 모델법을 개정한 것으로서, 이러한 규제 개

선을 통해 소비자로 하여금 위험 감소를 위한 다양한 혁신적인 물품이나 서비스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보험회사 측면에서도 인슈어테크 등을 활용한 다양한 창조적인 마

케팅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소비자와 보험회사 양자 모두 위험 감소로 인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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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취지를 고려하여 우리 보험업법상 특별이익 제공 금지 규제에서도 보험사고 발

생 위험과 관련된 물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는 좀 더 유연하게 예외를 허용해주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4. 보험계약 체결･모집과의 관련성 및 이익 제공의 상대방

보험업법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특별이익

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와 관련하여, 가입 설계나 상담 등의 단계에서 가망고객에게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보험업법 제98조가 적용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다. 우선, ‘모집’의 범위는 상당히 넓어서 

보험계약의 체결을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행위가 모집에 해당할 수 있으며111) 따라서 가

입 설계나 상담 등의 단계라고 하더라도 ‘보험계약의 모집과 관련하여’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보험업법에서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가입 설계나 상

담 등의 단계에서 이익을 제공 받은 가망고객이 실제로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한 경우’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

는데, 이 경우 보험업법 제98조를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는 것이다.

가. 기존 유권해석의 입장

모집종사자가 보험계약 체결 전 단계인 상담 또는 보험설계 과정까지만 접촉한 고객에 대

해 특별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추후 보험계약 체결 시 특별이익 제공에 따른 벌칙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회신한 유권해석 사례가 있다(사례 ①).112)

한편,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모집 광고에서 전화 상담자 등을 대상으로 경품을 제공

하려는 경우에 대해 보험계약 체결 이전에도 해당 보험상품을 기준으로 금액 한도를 적용

110) Alexander Traum(2020. 12. 15); Joseph Holahan et al.(2021. 5. 10)

111) 백영화･손민숙(2018)

112) 금융위원회 법령해석 회신문(1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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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 경우 해당 보험상품에 가입 가능한 최저 보험료를 기준으로 한 연

간 납입금액으로 산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한 사례도 있다(사례 ②).113) 

또한 고객 DB를 보유한 업체가 자사 고객을 대상으로 보험상품 가입설계를 하도록 하는 

SMS 등을 발송하고 고객이 보험회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가입설계 동의 및 가입설계를 

진행하면 소정의 상품이나 포인트를 제공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이처럼 보험상품의 가입

설계를 유도하는 행위는 보험계약 체결 권유 행위로서 보험 모집 행위에 포함되며 가입설

계 동의 및 가입설계 진행을 전제로 상품이나 포인트를 제공하는 경우 보험업법 제98조 

제1호에 따른 금품에 해당한다고 보았다(사례 ③).114)

보험회사에게 고객 DB를 판매하는 쇼핑몰 등이 고객으로부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을 때 소정의 사은품을 지급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쇼핑몰 등이 “보험료 확

인” 등의 배너를 걸고 이 배너를 클릭할 경우 보험료를 확인하도록 하면서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는 것은 보험상품을 권유하는 행위로서 모집 행위에 해당할 가

능성이 높고 이 경우 모집 행위에 대한 대가로 소비자에게 사은품을 제공하는 것은 특별

이익 제공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 사례도 있다(사례 ④).115)

나. 검토 및 제안

위 유권해석 사례들을 검토해보면, 우선 사례 ②~④에서는 전화 상담, 가입설계 동의 및 

가입설계, 개인정보 제공 동의에 대한 대가로 제공하는 이익에 대해서도 특별이익 규정이 

적용된다고 본 것으로, 그렇다면 상담이나 보험설계 단계에서 가망고객에게 보험업법 시

행령상 한도 금액을 초과하는 금품이 제공된 경우에 그 자체만으로 (설사 금품을 제공받

은 고객이 그 후 실제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보험업법 제98조 위

반으로 제재나 처벌을 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될 소지도 있어 보인다. 그런데 현행 보험

업법은 특별이익을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실제로 보험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라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이익을 

제공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고, 따라서 상담이나 보험설계 단계에서 가망고객에게 이

익을 제공하였다는 것만으로 보험업법 제98조 위반을 문제 삼아 제재나 처벌을 하기는 어

113) 금융위원회 법령해석 회신문(150131)

114) 금융위원회 법령해석 회신문(150417)

115) 현장건의과제에 대한 금융위원회 회신(2015.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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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울 수 있다고 생각된다.

한편, 사례 ①에서는 “추후 보험계약 체결 시 특별이익 제공에 따른 벌칙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어서, 만약 상담 또는 보험설계 단계에서 고객이 이익을 받

았지만 그 후 실제로 해당 고객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업법 제98조 

위반으로 제재나 처벌을 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읽힐 수 있고 이는 특별이익 제공의 상대

방을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법의 문언에 충실한 해석이라고 보여

진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나중에 고객이 보험계약을 체결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보험

업법 제98조 위반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결론인지에 대한 의

문도 제기된다. 가망고객에게 이익을 제공한 보험회사나 모집종사자의 행위는 동일한데, 

그러한 이익을 받은 가망고객이 나중에 보험계약을 체결했는지 체결하지 않았는지라는 

사정에 따라 보험회사나 모집종사자의 보험업법 위반 여부(그것도 위반 시 형사처벌 대상

에 해당하는)의 결론이 달라진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개선책은 두 가지 방향에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상담이나 보험설계 등의 단계에서 가망고객에게 상담 등의 대가로 이익을 제공하는 

것까지 넓게 금지하고자 한다면, 이익 제공의 상대방에 가망고객까지 포함되도록 보험업

법 제98조를 개정하는 것이다. 즉, 현행 보험업법 제98조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는 것만을 금지하고 있지만,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되려는 자’도 

이익 제공의 상대방에 추가하는 방법이다. 

두 번째는, 보험 모집과 관련하여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폭넓게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계약 체결의 대가로’ 또는 ‘보험계약의 체결을 조건으로 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

자에게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만을 금지하는 방법이다. 

<그림 Ⅳ-2> 체결･모집 관련성 요건 및 이익 제공 상대방 요건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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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견으로는, 두 번째 방법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첫 번째 방법처럼 모집과 

관련하여 가망고객에게 이익이 제공되는 경우를 모두 금지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나 모

집종사자의 마케팅이 지나치게 경직되고 보험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도 제한될 수 있

을 것이다. 

또한 소비자에게 상담이나 보험설계에 응하는 것,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에 대한 사

은품을 지급하는 것까지 엄격하게 금지할 이유가 있을지도 재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소비

자가 상담이나 보험설계에 응하거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에 대해 사은품을 지급하

는 것은 보험회사나 모집종사자 입장에서 ‘보험계약의 모집을 시도할 수 있는 기회를 확

보한 것’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으로서, 가망고객의 DB를 확보하는 경우와 실질적으

로 달리 볼 이유가 없다고 생각된다. 즉, 보험회사는 마케팅 대상이 되는 고객 DB를 확보

하기 위하여 DB 업체나 제휴업체 등에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고 DB를 구입하는 것이 통상

적인데, 그러한 대가를 DB 업체 등에 정보 수수료로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 주체인 

소비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금지할 이유가 있을지 의문이다. 

아울러, 보험 가입 여부와는 무관하게 지급하는 이익이라면 보험계약자 집단의 형평성을 

해한다거나 (제공되는 이익의 금액이 과하지 않다면) 그러한 이익 제공이 모집 질서 혼란

이나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악화를 야기한다고 보기도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며, 여기서 

제공되는 이익의 금액이 과한지에 대해서는 특별이익 규제보다는 사업비의 합리적 집행

의 문제로 다루는 것이 더 적절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보험업법상 특별이익 제공 행위를 금지함에 있어서는 ‘보험계약 체결의 대가로’ 

또는 ‘보험계약의 체결을 조건으로 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이익을 제공하는 경

우만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보험업법 제98조를 개정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이 경우 보험 가입 여부를 불문하고 가망고객이 상담만 받아도, 보험설계에만 참여를 해

도, 개인정보 제공에만 동의를 해도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보험계약 체결의 대가로 

또는 보험계약 체결을 조건으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특별이익 규제를 적용

하지 않는 것이다. 보험계약 유지 단계에서는, 실제로는 보험계약 체결에 대한 대가인데 

그 지급 시기만 보험계약 체결 이후로 하는 것이라면 특별이익 제공에 해당할 수 있을 것

이다. 또한 보험계약 갱신에 대한 대가로 이익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특별이익 제공에 해

당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순수하게 보험계약을 장기 유지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 사은품

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특별이익으로 규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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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3자에 의한 이익 제공

보험업법 제98조에서는 특별이익의 제공 주체가 보험회사나 모집종사자인 경우를 금지

한다. 그런데 보험회사나 모집종사자가 직접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이익을 제공하

는 것이 아니라 제3자와의 제휴를 통해서 제3자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이익을 제

공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업법상 특별이익 제공 금지 조항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

하는 자가 제3자와 제휴계약을 통하여 제3자로 하여금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금품

을 제공하게 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해당 금품에 상응하는 일정한 대가를 제3자에게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고 본 사례가 있다.116) 제3자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이익을 제공하고 보험회사나 

모집종사자는 그에 관한 아무런 비용을 부담하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 보험회사나 모집종

사자가 특별이익을 제공한 것과 마찬가지로 취급하겠다는 취지로 읽힐 수 있는 것이다. 

한편, 다른 유권해석 사례에서는, A통신회사와 B보험회사가 제휴하여 멤버십 카드를 출

시하고 고객이 A와 B에 동시에 가입하면 무료통화, 유류, 세차, 정비 등의 세부 항목에 일

정률의 할인을 적용받아 연간 평균 20만 원의 멤버십 카드 혜택을 제공 받는 경우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 체결을 조건으로 최초 1년간 납입되는 보험료의 

10%와 3만 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을 반대급부로 부담하는 경우에는 보험업법 제98조가 적

용될 수 있다”고 회신한 바 있으며,117) 이에 의하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제공된 

이익과 관련하여 실제로 보험회사가 부담한 금액을 기준으로 보험업법 제98조 위반 여부

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취했다고 볼 수도 있다.

살피건대, 보험회사나 모집종사자는 아무런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제3자가 자신의 계산

으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이익을 제공한 경우에도 해당 보험회사나 모집종사자가 

특별이익을 제공한 것과 동일하게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수 있으며, 그보다는 ‘실질적

으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이익을 제공한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

이 보다 합리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여기서 실질적인 이익 제공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외견상 또는 형식상 

116) 금융위원회 법령해석 회신문(100231) 

117) 금융위원회 법령해석 회신문(090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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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 대한 관계에서 이익을 제공하는 자가 누구인지가 아니라, 보험

계약자나 피보험자에 대한 이익 제공에 관한 경제적 부담을 누가 하였는지, 누구의 사업

적 필요와 이익을 위해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그러한 이익 제공을 하였는지 등이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Ⅳ–3> 제3자에 의한 이익 제공 시 판단 기준

즉, 설사 외형상으로는 제3자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이익을 제공하는 구조라고 

하더라도 만약 보험회사나 모집종사자가 제3자에게 그러한 이익 제공을 위한 비용을 보

상하는 경우 등 제3자를 도구로 삼아 실질적으로는 보험회사나 모집종사자가 이익을 제

공하는 경우라면 보험업법 제98조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제3자가 자신의 비용 부담하에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이익을 

제공하는 것이고 제3자가 자신의 사업적 필요와 이익에 따라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이익을 제공하는 것이라면(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의 고객이기도 하지만 제3

자 자신의 고객일 수 있는 것임), 이 경우에는 보험회사나 모집종사자가 아니라 제3자가 

실질적으로 이익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보험업법 제98조가 적용되는 경우는 아니라고 보

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보험회사가 제3자와의 업무 제휴를 통해서 보험회사 및 제3자의 공

통된 고객에게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고 그 경우 보험회사 입장에서도 제3자

에게 업무 제휴에 따른 대가(예컨대, 광고비 등)를 지급하는 것이 통상적일 것이므로, 과

연 고객에게 제공하는 이익이나 혜택의 비용을 제3자가 부담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인지 보

험회사도 공통으로 부담했다고 보아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통상적인 

광고비 등의 수준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즉, 보험회사가 제

3자에게 지급한 광고비가 시장에서의 정상적인 가격 수준이라면 보험회사가 이익 제공에 

대한 비용을 부담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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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타 검토 과제

보험업법상 특별이익 제공 금지 규제와 관련하여, 장기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규

제를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가. 특별이익의 유형을 단순화하는 방안

현행 보험업법에서는 특별이익의 유형을 7가지로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장기적으

로는 그 유형을 좀 더 단순화하는 방식으로 보험업법을 개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이와 관련해서, 오히려 과거 보험업법에서는 특별이익에 대해 포괄적인 규정을 두고 있었

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에 특별이익에 해당하는지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는 문

제의식하에 2003년 보험업법 전면 개정을 통해 지금처럼 특별이익의 유형을 열거하게 된 

것이기는 하다. 

그렇지만 특별이익의 유형을 한정적으로 열거하는 경우에는 다양한 방식의 혜택이나 이

익을 모두 포섭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될 우려도 있을 수 있고, 근본적으로는 특별

이익 제공 행위를 규제함에 있어서 특별이익의 세부 유형별로 달리 취급할 이유가 있는지

에 대해서도 달리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우선, 보험회사에 최종적으로 납입되는 보험료의 금액이나 보험회사에서 최종적으로 지

급되는 보험금의 금액의 경우에는 위험단체의 책임재산과 직결된 것이므로 대수의 법칙, 

수지상등의 원칙, 보험계약자 평등의 원칙이 엄격하게 준수되어야 하며 또한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것으로서 기초서류에 따라 엄격하게 운영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외에 별도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의 경우라면, 보

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경우나, 경제적 가치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

는 경우나,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내야 할 금원을 대납해주는 경우나,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를 해 주는 경우나 그 실질적인 효과 측면에서는 달리 

취급할 필요가 크지 않아 보인다. 그럼에도 현행법에서는 예컨대 금품의 경우에는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특별이익 제공 금지 규제의 예외로 인정해주면서 보험료 대납 등의 경

우에는 그러한 소액 예외를 적용하지 않고 있는데, 이와 같이 실제로 보험계약자나 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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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자, 보험회사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나 효과 면에서는 크게 다를 바가 없음에도 불구

하고 특별이익의 유형별로 달리 취급할 이유가 있을지 재검토해 볼 필요도 있을 것이다.

이에 보다 장기적으로는, 특별이익의 유형을 예컨대 ① 기초서류에서 정한 사유에 근거하

지 아니한 보험료의 할인 또는 기초서류에서 정한 보험금액보다 많은 보험금액의 지급 약

속, ② 금품･유가증권이나 서비스의 제공, 보험료의 대납, 통상의 거래 조건보다 유리한 

거래 조건의 제공, 그 밖의 유･무형의 경제적 이익의 제공 등으로 단순화하고, ②에 대해

서는 예외 사유도(기초서류에 근거한 경우 또는 허용 금액 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

록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나.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특별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만을 금지하는 방안

특별이익 제공이 문제되는 가장 전형적이고 전통적인 사안이라고 하면 보험회사나 모집

종사자가 사전에 정해진 기준 없이 특정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만 차별적으로 특별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일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간 불평등이나 모집 질서 

문란 등의 소지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제공하는 이익과 관련하여 사전에 일정한 기준(제

공 대상의 기준이나 조건, 제공되는 이익의 내용, 제공 시기 등)을 정해놓고 그에 따라 운

영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해주고, 그와 같이 사전에 정해진 기준 없이 부당하게 차별적

으로 특정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만을 금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장기적으로는 고려해 볼 수 있겠다. 

사전에 객관적으로 일정한 기준을 정해놓고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이익을 제공

하는 경우에는 아무 기준 없이 특정인에게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보다는 보험계약자 간 불

평등이나 모집 질서 문란 등의 소지가 줄어들 수 있고 이익 제공을 위한 비용 등에 대해서

도 사전 기준을 통해 관리가 가능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보험회사가 이러한 사전 기준에 따라 일률적으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라 하면 대부분의 

경우 ‘기초서류에 정한 사유에 근거한 이익 제공’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그 

성질상 기초서류에 기재하기는 적절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예를 들어, 보험 위

험과 관계 없이 특정한 기간 동안 이벤트나 캠페인성으로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 반드시 

기초서류에 기재하지 않더라도 사전에 서면 등으로 객관적인 기준을 정해 놓고 해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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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부합하게 일률적으로 이익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해주는 것이다. 보험회사뿐만 아니라 

모집종사자의 경우에도 자체적인 프로모션 차원에서 사전에 서면 등으로 일정한 객관적 

기준을 정해 놓고 그에 따라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해주

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모집종사자가 제공하는 특별이익과 관련하여, 모집종사자 간 자유로운 경쟁을 허용

하고 이를 통해 소비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모집종사자가 지급받는 

모집수수료 범위 내에서 소비자에게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폭넓게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

도 있을 수 있다. 실제로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보험대리점의 수수료 범위 내에서 리베이

트를 지급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본 판례도 있다는 것이다.118) 이에 대해

서는, 물론 모집종사자가 지급받는 모집수수료 범위 내에서만 이익이 제공되는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이나 위험단체의 책임재산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볼 

소지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모집종사자가 그러한 이익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

받기 위해서 보험회사에 대해 더 높은 모집수수료를 요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보험료가 

인상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한 보험계약자･피보험자 사이의 차별 취급이나 모

집질서 문란 등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을 수 있다. 이에 모집수수료 범위 내에서의 특별

이익 제공을 제한 없이 허용하자는 주장은 아직은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고 생각되며, 그 

전 단계로서 모집수수료 범위 내에서 사전에 객관적인 기준을 정해 놓고 그에 따라 이익

을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장기 과제로서 고려해볼 수 있을 것으로 생

각된다.

118) 김선정(20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