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Ⅲ . 國內 및 外國의 契約審査制度

제Ⅱ장에서는 생명보험 계약심사의 의의 및 역사적 발달과정을 살펴

보고 계약심사 의사결정의 조건과 계약심사절차를 살펴 보았다. 이러한

기본적 내용들을 바탕으로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각국에서 적용하고

있는 계약심사제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우리나 라의 계 약심사 제도

현재 우리나라의 계약선택과정은 모집인에 의한 선택, 진단의에 의한

선택, 계약심사자에 의한 선택 등 세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리고,

계약자정보 교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 각각에 대한 내용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16)

가 . 모집인에 의한 선택(1차 선택)

보험상품은 소비자의 자발적 수요환기에 의한 청약을 기대하기 어려

운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험계약의 체결을 촉진할 수 있는 여러

제도를 필요로 한다. 이 제도 중에는 보험 모집인을 이용한 판매기법이

있다. 보험모집인은 고객의 수요를 환기하는 과정에서 보험가입자의 건강

상태나 제반환경에 대하여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그리고

보험모집인과 보험계약자 사이에 일어나는 상품에 대한 설명, 고지, 보험

료 수령 및 사무처리가 정확히 이행되지 않은 계약은 도덕적 해이나 역

선택의 위험을 수반하게 되고 보험분쟁의 주요 원인이 된다.

16) 김원호, 생명보험계약 및 보전업무 변천 , 『생협』, 생명보험협회, 1999.4

(통권 제243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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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모집인이 계약에 관한 주요사항 설명과 피보험자의 고지에 관

한 사항으로서 청약전에 회사의 정관·약관·특약 및 회사 내규상의 취

급등을 정확히 설명하고 청약서상에 상세한 기재란 및 고지란을 설정하

여 가입자 본인의 서명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모집인이 보험모집과

정에서 부실고지 묵인과 유도 등의 행위를 못하도록 보험업법에 규정하

고 있다.17)

나 . 진단의에 의한 선택(2차 선택)

약관상 유진단으로 되어 있는 보험계약의 피보험자는 반드시 회사전

속의 査醫 또는 지정의의 진단을 받도록 하여 공정한 위험측정과 함께

역선택을 방지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진단방법으로는 사의, 지정의 이

외에 방문진단, 서류진단에 의한 방법이 있다.

다 . 계약심사자에 의한 선택(3차 선택)

계약심사에 전문적으로 종사하는 계약심사자(underw riter)는 가장 엄

격한 의미에서 위험을 선택하고 분류하여 평가하며 또한 인수기준과 처

리절차를 결정하게 된다. 이러한 선택과정에 따라 계약심사자는 보험계약

내용, 보험료, 보험금액을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1) 표준사망률, 보험금액 가입한도

보험계약의 청약은 계약심사자에 의해 승낙되기 이전에 일정한 한도

내에서 선택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것은 그 회사의 마케팅정책과 경영이

념에 의해 결정되지만 보험산업의 공익성, 가입자 보호측면에서 엄격하게

17) 이 내용은 보험업법 제56조(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 행위)에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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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된다. 예를 들면 직종별 위험등급은 업계공동의 경험사망률을 측정하

여 결정되지만 위험등급별 가입한도는 각 회사별로 정하되 청약서상에

명시하도록 상품관리규정18)에 명시되어 있다. 한편, 보험금액의 경우

1972년에는 1인당 최고 가입한도가 2천만원 이었으나 소득수준 상승으로

계속 확대되어 현재는 가입한도가 없어졌다.

2) 청약서 및 신계약 사무처리

청약서상에 고지의무사항을 알리는 문구 및 양식은 각 생보사들이 동

일한 형태를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각 보험상품의 약관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또는 가입자의 고지의무 등의 조항이 포

함되어 있어19) 보험계약자 등의 도덕적 해이나 역선택 등을 방지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신계약 사무처리에서 생명보험사들은 온라인망을 이용한

전산심사를 도입하고 있다.

3) 표준 계약사정기준집의 활용

생명보험협회 주관으로 표준 계약사정기준집 이 발간되어 각 생명보

험사들은 이를 의학적 계약심사업무에 활용하고 있다. 개별 회사차원이

아닌 생명보험업계 공동의 계약사정기준집을 활용함으로써 보장범위의

확대와 보장금액의 고액화 현실에서 복잡한 계약심사업무에 이용하고 있

다.

4) 계약적부 확인(생존조사)에 의한 심사

보험계약이 청약된 후 계약심사자는 청약서상 내용의 적부확인을 하

게 된다. 이는 보험청약서상의 고지사항이 실제내용인지의 적부상태를 확

18) 금융감독원, 『생명보험상품관리규정』, 제13조(위험직종과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1999.4
19) 「생명보험상품관리규정」 (금융감독원刊)내의 표준약관 제53조 및 제55조에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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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기 위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계약적부 확인조사는 보험금액이

크거나 피보험자의 잠재적 위험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강화되는

경향을 가진다.

5) 사망조사에 의한 선택

사망조사에 의한 선택은 보험가입자가 보험회사에 대하여 계약이 승

낙된 후 계약상 보장된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보험사고를 입어 청구된 계

약 중에 고지의무와 관련하여 의심스러운 계약에 대해 실시하는 최종 계

약심사절차이다. 그 목적은 역선택에 의한 보험금지급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단계에서는 계약의 모집에서부터 유지과정을 거치며

누적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모두 노출되고 금전에 관한 이해관계가 개입

되어 복잡한 절차를 수반한다.

라 . 계약정보 교환제도

60년대 이후 국민소득의 향상으로 보험가입금액이 커지고 이에 따라

이를 사취하려는 도덕적 해이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요구되었다. 또한 다수의 보험회사가 신설되어 경쟁이 가열되면서

불량보험 계약인수의 위험도 높아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보험경영의 안정

성 도모와 다수의 선의 계약자 보호 및 보험범죄 방지 등을 위하여 계약

자 정보교환장치나 계약선택기능을 점차 강화하게 되었다.

1) 고액보험 가입자 명단 교환

일반적으로 보험회사의 경영효율 측면을 고려하면 고액보험이 소액보

험보다 경비면에서 더 효율적이다. 그러나 고액보험계약이 증대되면 역선

택의 가능성 또한 증대되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보험진단의

확보, 계약심사기술 향상, 모집인 자질 향상, 고액보험 가입자에 대한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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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간의 상호정보교환, 재보험을 통한 위험분산 등의 방안이 요구된다.

이중 고액보험가입자에 대한 회사간의 상호정보교환이 생명보험협회

주관으로 실시되고 있다. 현재 한달에 2회 각 생보사는 1억 이상의 고액

보험 가입자 명단을 생명보험협회에 제출하고 일정기간 경과 후 협회는

각 생보사가 제출한 자료를 집적·관리하여 3개이상 생보사에 중복가입

하였거나, 2개이상의 생보사에 중복가입한 합계보험금액이 7억이상인 계

약자의 명단을 각 생보사에 통보하고 있다. 고액보험 가입자 명단교환제

도의 변천내용은 다음 <표 Ⅲ-1>과 같으며, 점차 교환의 기준이 완화되어

교환대상 계약의 범위가 확대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표 Ⅲ-1> 고액보험 정보교환 변천내용

구 분 97년 10월 98년 1월 99년 1월

교환대상

재해사망보험금 1억이

상 이고, 주계약 3천만

이상인 보장성보험계약

재해사망보험금 1억 5
천만이상인 계약

재해사망보험금 1억이

상인 계약

협회제공

대상

3개사이상 중복가입 또

는 합계보험금 10억이

상 가입자

3개사이상 중복가입 또

는 합계보험금 10억이

상 가입자

3개사이상 중복가입 또

는 합계보험금 7억이상

가입자

2) 상해보험 중복가입 정보교환

생·손보사간 공동영역인 제3분야 보험이 본격적으로 판매된 이후 생

보사의 상해보험 판매가 활발해지고 있다. 상해보험은 고액 재해사망보험

금 뿐만 아니라 생존시 장해급부금이 사망보험금보다 더 큰 형태로 개발

되었기 때문에 보험금 사취를 노린 보험범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였

다. 특히 IMF 구제금융 이후 생계형 보험범죄가 증가하여 대책마련이 요

망되었다. 이에 따라 생명보험협회에서는 기존의 고액보험 정보교환시스

템을 활용하여 상해보험 고액 및 중복가입정보를 교환하기로 하고 98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 <표 Ⅲ-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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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2> 상해보험 중복가입 정보교환 변천내역

구분 98년 1월 99년 1월

교환대상
주계약 1,500만이상 또는 장해1급

급여금 현가 3억이상인 계약

주계약 1,500만이상 또는 장해1급

급여금 현가 3억이상인 계약

협회제공

대상

3개사이상 중복가입하고 장해1급

급여금 10억이상 가입자

2개사이상 중복가입하고 장해 1급

급여금 7억이상 가입자

주 : 교환대상은 상해를 주로 보장하는 보험으로서 재해장해1급 급여금의 현가
가 재해사망보험금의 2배를 초과하는 보험임.

3) 입원급부금 특약정보교환

99년 1월부터 기존의 정보교환 시스템을 활용하여 입원급부금 과다가

입자에 대한 정보교환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 <표 Ⅲ-3>과

같다.

<표 Ⅲ-3> 입원급부금 정보교환 내용

회사입력자료 - 1일 입원급여금이 2만원을 초과하는 계약

협회제공자료 - 3개사 이상인 계약

4) 사고보험금 지급정보 교환

위에서 살펴 본 고액보험, 상해보험 및 입원급부 특약 등의 중복가입

조회는 보험계약의 청약시에 이루어지는 정보교환이다. 이들과 달리 보험

사고 발생 후에도 보험금 지급정보를 교환하고 있다. 특히 최근들어 도덕

적 해이가 의심되는 사고의 빈발(발목 절단사고, 손가락 절단사고 등)로

인해 사고보험금 지급정보교환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 시스템

은 사망·상해·입원 급부금의 청구자료와 사고보험금의 지급여부를 조

회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 <표 Ⅲ-4>와 같다.

- 25 -



<표 Ⅲ-4> 사고보험금 지급정보 교환

구 분 내 용

정보교환대상계약
교통사고(사망,장해,입원급부금)·척추관련(요추,경추염좌)

입원급부금 청구 및 지급계약

회사입력자료

회사코드, 주민번호, 성명, 계약연월일, 보험종류, 보험사고

일, 사고보험종류, 청구일, 청구금액, 지급구분, 지급일, 지급

금액

협회제공자료

회사코드, 주민번호, 성명, 계약연월일, 보험종류, 보험사고

일, 사고원인, 사고보험금 종류, 청구일, 청구금액, 지급구분,

지급일, 지급금액

D/ B유지기간 시스템 운영일로부터 2년

2. 미국의 계약심 사제도

미국의 계약심사제도를 보면 우리나라의 형태와 비슷하지만 피보험자

에 대한 정보의 원천이 상당히 다양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피보험자에 대한 계약심사가 그만큼 정교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

다. 또한 의료정보 교환국(MIB : Medical Insurance Bureau)과 같이 피보

험자의 의료정보를 통합하여 관리하는 기관이 있는 점이 특이하다.20)

가 . 계약심사부서 및 조직

미국내 대부분의 보험사들은 보험종류에 따라서 개인보험, 개인건강보

험, 단체보험, 단체건강보험 등으로 계약심사부서를 조직한다. 이러한 조

직은 보험종류에 따른 계약심사과정의 기본적인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계약심사 부서는 위험을 평가하는 스탭을 가질 뿐만 아니라 대개 재보험

협약을 개발하고 관리하는데 도움을 주는 과(section)를 가지고 있다.

20) 김원호 (1999) 및 F rank N ardi, T he F orm ation of M odern MIB, A cad em y

of L if e Und erwr iting , A LU , 1997 (v ol.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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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어떤 보험사는 계약심사부서내에 보험증권 발급부서를 두기도

한다. 대부분의 보험사들은 풀타임(fu ll-time)이나 파트타임(part-tim e)으로

일하는 의사들을 고용하고 있다. 큰 회사는 1명의 의무담당 임원 밑에

6∼7명의 의사와 간호사를 스텝으로 두고 있다. 의무담당 임원하의 스탭

은 의적 계약심사기준을 마련하고 개정하며 비정상적인 청약 및 회귀사

례 심사, 그리고 청약피보험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계약심사기준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연구는 대개 계약심사 계리인

(underwriting actu aries)이라고 불리는 계리인과 의무담당임원의 스텝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계약심사계리인은 특별한 건강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사망률과 같은 통계정보를 수집하고 평가한다.

반면에 의무담당임원의 스텝은 최근의 의학적 최신정보를 제공한다.

계약심사계리인은 계약심사 스텝이나 계리스텝의 임원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들의 임무는 계약심사자가 위험을 심사하는데 사용하는 계약심

사 기준을 위한 수학적 기초를 제공하는 것이다.

나 . 위험선택을 위한 정보원천(information source)

계약심사를 위한 기본적인 정보원천은 보험계약 청약서이다. 청약서는

크게 두가지 부분으로 나뉘어 진다. 제1부(Part Ⅰ)는 계약자 및 피보험자

의 인적사항에 관한 것들이다. 예를 들면 이름, 현재 및 과거의 주소, 직

장주소, 직업, 성별, 출생일, 수익자와의 관계, 배우자 유무, 취미, 오락,

청약중인 보험의 종류와 보험금액, 이미 가입한 보험금액, 운전기록, 과거

에 수정 또는 거절된 계약여부, 과거 또는 현재의 비행활동, 부업, 외국여

행 또는 거주계획, 및 청약한 보험계약이 과거에 기존에 유지되고 있는

계약을 대체하려는 것인지의 여부등이 질문되며 회사는 이에 대하여 청

약자의 서명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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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Part Ⅱ)는 피보험자의 과거 및 현재의 건강상태에 관한 질문(고

지사항)으로 이루어진다. 이것은 다음과 같이 4가지로 구별할 수 있는데

반드시 답변해야 할 사항이다. 이들 4가지는 피보험자의 신장 및 체중,

과거 및 현재의 건강상 문제, 최근에 의사를 방문한 사실, 의사를 방문한

이유 등이다.

대부분의 회사들은 특정연령 및 일정 보험가입금액 이하일 경우 무진

단 청약(nonm edical application)을 이용하고 있는데 대개 가입연령은 45

세 또는 50세 이하이고 가입금액은 5만 달러 또는 10만 달러 이하인 경

우에 해당하며 무진단이며 많은 회사들이 35세이하의 젊은 피보험자에게

는 25만 달러까지 무진단청약을 허용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조건을 초

과하거나 고지사항 해당항목이 있을 경우 또는 심각한 건강이상이 있을

때는 진단청약(m edical application)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과거에는 보험회사에 의한 신체검사만이 유일한 건강진단이었으나 최

근에는 이러한 광범위한 검사가 언제나 필요하지는 않다는 사실이 밝혀

짐에 따라 의사의 검진이 아닌 의료기사, 간호사 등에 의한 실험실 검사

결과만으로 의사의 진단을 대신할 수 있는 이른바 간이진단(p aram edical

examination)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간이진단의 이점은 첫째, 경비면에서

정상적인 건강진단보다 50% 정도 경비가 절감된다는 것이고 둘째, 대부

분 고객의 집이나 사무실에서 간호사나 의료기사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훨씬 편리하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청약서상의 정보만으로는 계약인수여부의 결정이 어려울 때

계약심사자의 요청들에 의해 제공되는 여러가지 정보원이 있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다.

① 주치의 진단서(Attending Physician's Statem ent)

② 적부조사보고서(Insp ection Reports and Telephone Interview s)21) ③

21) 최근에는 경비문제 때문에 소비자보고기관 (Con sum er Reporting A genci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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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검사, 뇨검사 등의 실험실 검사결과(Laboratory Testing)

④ 의료정보 교환국(Medical Information Bureau)

⑤ 보험모집인 보고서(Agent' s Report)

⑥ 자동차량보고서(Motor Vehicle Reports)

위의 6가지 정보원천중 우리나라의 현실로 비추어 볼 때 도입의 필요

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의료정보 교환국(Medical Information Bureau)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다 . 계약심사자의 직무권한

계약심사자는 몇 단계로 분류된다. 그 내용은 첫째, 초급심사자(junior

underw riter/ underwriting trainees), 둘째, 중급심사자(underwriter), 셋

째, 고급심사자(senior underw riter)등인데 이들은 모두 주임 계약심사자

(chief underwriter) 또는 계약심사 담당임원(underw riting officer)에 의해

관리된다. 계약심사자에게 허용된 권한수준은 정상청약을 승인할 수 있는

권한수준, 보다 경험있는 상급 계약심사자의 검토나 승인없이 거절하거나

평점을 낼 수 있는 권한수준 등이 있다. 이들 권한수준은 계약심사자의

경험과 교육수준을 반영하고 있다.

라 . 기타 계약심사 관련 사항

1) 청약서 작성과 사전검토

청약서는 본사 또는 영업국 및 영업소에서 수령하며, 고유번호가 부여

되어 있다. 이 번호는 처음에는 관리통제용으로 사용되고 후에는 증권번

의 소비자보고서를 주로 이용함. 이는 「공정신용보고법 (F air Credit

Report ing A ct )」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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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로 사용된다. 청약서가 접수되면 영업소 내근직원(processing clerk)은

청약서와 부속서류가 완전한지를 확인한다. 그리고 상품별로 가입연령과

해당 모집인의 판매자격(license)을 확인하며 피보험자에 관하여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다른 정보기록을 검토한다. 만일 피보험자가 이미 건강보

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금 지급부서에 지급기록을 조회한다. 이러한

사전검토의 과정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전산처리하게 된다.

2) 조건부 영수증(conditiona l rece ipt)

모집인은 제1회 보험료 수령시 반환조건부 영수증을 자주 발행하는데

이것은 청약이 정상적으로 승인되면 영수증을 발행한 날부터 보장이 유

효하며 만일 청약이 거절되면 아무런 보장이 없고 보험회사는 수령한 보

험료를 반환한다. 이 방법은 피보험자에게 두 가지 이점이 있다. 하나는

중간에 보험연령이 바뀌어도 최초의 젊은 나이로 보험료를 적용받는 것

이고 다른 하나는 가수증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보험회사 또한 청약자로부터 보다 효과적인 서약을 받는 이점을 가지며

대개 초기의 실효율이 감소된다.

마 . 의료정보 교환국을 통한 정보수집 교환제도

의료정보 교환국(MIB)은 미국 생명보험사의 계약심사 부문에 있어 고

지의무 위반과 관련되는 도덕적 해이 방지제도의 요체로서 매우 유용하

게 활용되고 있다. 예를 들면 Equitable 사에서는 신계약사무가 지사 사

무센터를 중심으로 한 온라인 분산처리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 이 시스템

과 의료정보 교환국이 온라인으로 직접 연결되어 있다. 각 지방의 지사에

서는 신계약의 사무담당자가 고지서 취급계약의 취급요령과 고지 해당사

항이 없거나 또는 있더라도 사망률에 영향이 없는 가벼운 정도일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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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그 내용을 전산에 입력하기만 하면 자동으로 의료정보 교환국에 대한

검색을 하고 의료정보 교환국에 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자동성립되는 시

스템으로 되어 있다.

만약 의료정보 교환국에 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본사 사무센터에 회부

하고 그곳에서 인수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모든 청약계약에 대해 반

드시 의료정보 교환국에 대한 정보검색을 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의료

정보 교환국에서는 회원보험사의 등록정보를 관리하는 동시에 회원 보험

사에서 도덕적 해이 가능성을 지닌 계약을 배제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의

료정보 교환국 스스로의 정보관리의 효율화·신속화에 대해 연구하고 시

스템 개선을 도모하고 있다.

예를 들면 과거에 에이즈 감염자가 몇 개사에 집중계약하는 경우가

있었을 때, 피보험자 이름으로 가입자 명부를 만들고 집중가입을 체크하

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정보를 제공한 바 있다. 또한 사망률이나 질병발생

율등의 연구를 하고 계속적으로 보고서를 발행하여 정보관계자나 의학

관계자들에게 위험분류나 조사연구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하

고 있다.

1) 조직

의료정보 교환국은 1902년에 약 15개 생명보험회사의 의무실장이었던

의사들에 의해 최초 발기되었으며 Boston에 위치하고 있다. 1978년에 법

인조직을 갖춘 후 비영리단체로 운영되고 있다. 1997년 현재 600개사가

넘는 생명보험사가 가입되어 있으며 이들 생명보험사들의 계약점유율은

98%에 달하고 있어 거의 전 생명보험업계를 다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업무의 목적

생명보험 및 건강보험의 계약심사나 보험금 지급심사시에 발생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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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부정이나 사기를 파악하고 방지하는 것이다. 이 결과 다음의 4가지

점에서 생명보험 사업에 공헌하고 있다. 첫째, 생명보험사업에서 사기의

발생가능성을 감소시켜 보험산업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준다. 둘째, 위험

을 정당하게 평가함으로써 생명보험 업계전체가 이익을 공유하는 것이

가능해 생명보험산업의 건전성에 공헌하고 있다. 셋째, 각 계약자의 보험

료가 공평하게 결정되고 있다는 신뢰성을 높여주고 있다. 넷째, 보험회사

의 경비절감으로 보험료의 인하와 배당금의 증액이 가능하다.

3) 업무내용 및 기능

① 정보등록

회원사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청약보험계약의 계약심사시에 판명된

의료정보등을 등록한다. 하지만 회원사는 생명보험이나 건강보험, 고도장

해보험에서의 보험금지급시에 얻은 정보에 대해서는 의료정보 교환국에

정보를 제공하거나 입력해서는 안되도록 되어 있다.

등록정보는 의료정보와 비의료정보로 구분된다. 비의료정보는 5종류의

코드로 구성되며 무모한 운전경력이나 위험한 스포츠 활동, 및 항공기의

조종경력 등이 포함된다. 의료정보는 230여 종류의 코드로 구성되며 병

명, 수술유무, 병후의 기간 등이 포함된다.

위의 정보가 담긴 코드자료의 보존기간은 7년으로 되어있으며 이 기

간이 경과하면 각종 코드 정보는 자동으로 삭제된다. 정보파일에는 본

인성명, 생년월일, 출신지, 직업, 의료정보 교환국의 각종코드 등이 포함

된다.

② 정보교환

정보교환 시스템의 유형은 다음의 2 종류가 있다. 첫째는 MIB-TERM

이고 둘째는 MIB-COMM이다. MIB-TERM은 회원사간의 전용단말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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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정보처리를 하는 것이며 단말기는 MIB로부터 제공되고 있다. 접속

회수의 수가 많기 때문에 정보관리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소프트웨

어는 MIB에서 마련하고 있다. 한편, MIB-COMM은 대형 컴퓨터(main

fram e)와 연결하고 온라인으로 정보처리를 하는 것이다.

위와 같은 정보교환 시스템에 의해 집적되는 정보에 대한 검색은 성

명을 키(key)로 하고 이것과의 일치여부로 체크하고 있다. 회답은 Hit

and Try "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Hit "은 자료가 완전히 일치하는 경우이

다. Try "는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 경우로서 예를 들면 생년월일은 일치

하지 않지만 그 이외의 사항은 맞을 경우 주석부분에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사회보장번호는 관리되고 있지만 사용되지는 않고 있다. 이것은 사

회보장번호가 중복되어 있거나 고객이 번호를 틀리게 알고 있어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보교환에 있어 응답에 소요되

는 시간은 약 2분 정도이다.

③ 교환정보의 활용

회원사는 의료정보 교환국의 정보를 피보험자에 대해 심도있는 추가

조사가 필요한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로서만 사용한다. 따라서 의료정

보 교환국의 보고서에 따라 생명보험 청약에 관해 직접적인 조치가 취해

지는 일은 없다. 예를 들면 의료정보 보고서에 의거하여 계약이 체결 혹

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증액부과되는 일은 없다.

④ 기타기능

의료정보 교환국에는 생명보험산업을 위해 사망률 및 질병발생률 등

에 대한 연구기능이 있다. 이들의 연구결과와 최신정보는 생보사업자, 의

학관계자, 및 일반대중이 위험의 분류나 조사연구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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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운영관련 기타사항

① 유지비용과 회원사의 부담방법

의료정보 교환국은 정보를 서비스함으로써 얻는 수입을 이익금으로

계상한다. 이 서비스 수입은 회원사에게는 수수료 성격의 비용이 된다.

이를 각 회원사가 부담하는 방법은 다음과 세 가지이다. 첫째, 기본요금

(base charge)로서 데이터 베이스의 유지관리에 사용되는데 총수입의

50% 정도를 점유하며 회원사의 보유계약고에 의해 분담되고 있다. 둘째,

조회수수료(checking service charge)로서 건당 25센트이다. 셋째, 유지비

(assessm ent)로서 조직유지경비, 소비자 대책, 전화연락 등의 유지비용으

로 회원사의 보유계약고에 따라서 분담되고 있다.

② 개인정보와 사생활의 보호

의료정보 교환국의 활동은 1965년이래 연방 및 주의 입법·행정 양자

로부터 폭넓게 감독되고 있다. 이 감독은 의료정보 교환국이 개인의 사적

정보와 사생활에 대한 침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와 보험자가 보험사기

등 도덕적 해이 가능성이나 역선택을 사전 배제하려는 노력사이에서 합

리적인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것이다. 생명보험의 청약절차

에 있어 고객의 사생활 보호대책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ⅰ) 의료정보 교환국에 관한 설명서

고객은 생명보험 청약절차의 과정으로 의료정보 교환국에 관한 설명

서를 받는다. 이 설명서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다.

1. 정보는 비밀이 보장된다.

2. 의료정보 교환국으로 정보가 보고되는 경우가 있다.

3. 의료정보 교환국의 회원사에 생명보험 및 건강보험의 청약을 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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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보험금 급부금의 청구시 의료정보 교환국은 요청에 의해 회원

사에 정보를 제공한다.

4 . 청약자로부터 요청이 있으면 의료정보 교환국은 파일에 있는 청약자

의 모든 정보를 공개한다. 이 경우 의료정보에 관해서는 주치의에게

만 공개한다.

5. 의료정보 교환국 파일의 정보정확성에 의문이 있을 때는 의료정보

교환국에 연락하고 「공정신용조사보고법」에 규정된 절차에 의해

정정할 수 있다.

ⅱ) 청약서에 의한 동의

위의 의료정보 교환국에 관한 설명서와 관련하여 고객은 청약절차의

일부로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동의서에 서명한다.

1. 의학적 정보제공에 대해

본인은 모든 의사, 병원, 검사자나 그 기관, 보험회사, 의료정보 교환

국이 본인의 건강 및 정신상태에 대한 진단내용, 치료경위, 예후등의

정보를 xx 생명보험회사 또는 그 법적 대리인에게 제공하는 것을 인

정한다.

2. 비의료정보 제공에 대해

본인은 의료정보 교환국이 직업, 취미, 자동차 운전기록 등의 정보를

xx 생명보험회사에 제공하는 것을 인정한다.

3. 정보의 이용 및 공표

본인이 승낙한 xx 생명보험회사에 제공된 정보는 xx 생명보험회사가

본인의 보험가입여부, 또는 해당보험에 제급부를 부가할 때의 적합성

을 판단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것으로 이해한다. 본인은 여기에 기술

한 정보교환의 모든 내용을 알 권리가 있음을 확인한다. 의학적 정보

는 의사를 통해서 확인한다.

이상에서 기술한 것처럼 고객은 생명보험 청약시 의료정보 교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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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서 비밀보장, 정보내용과 정보교환, 정보수정 등의 사항에 대해

이해하고 만약 이러한 사항들에 대하여 청약서상에 동의 승낙을 얻지 못

하면 의료정보 교환국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

다. 회원사와 의료정보 교환국은 협정서를 교환하여 비밀보장에 동의하고

매우 엄격하게 이에 따르고 있다. 더욱이 위의 정보교환 시스템에서 기술

한 대로 의료정보 교환국과 회원사와의 정보교환은 컴퓨터를 통해서 이

루어지지만 이 경우 비밀번호를 입력하지 않으면 이러한 정보를 얻을 수

없다. 의료정보 교환국의 회답도 코드번호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코드 북

(Code Book)을 사용하여 여러 가지 의미를 조사하고 이것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은 계약심사자 뿐이다.

③ 도덕적 해이(Mora l Haza rd)정보의 인수결정

미국에 있어 인수결정업무는 각 생명보험사가 독자적으로 충분하게

조사를 하고 다른 회사의 정보를 활용하여서는 안된다고 법률에 규정하

고 있는 州가 많다. 즉 보험회사 스스로 충분한 조사를 하지 않고 의료정

보 교환국의 정보만으로 보험계약의 인수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다는 것

이다.

조사를 해도 계약심사자가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만 다

른 회사에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에도 몇 가

지 필요한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이 정보는 의료정보 교환국을 통해

입수되는 것이 기본이고 조사의뢰서에 필요사항을 기입하고 의료정보 교

환국에 송부히야 한다. 의료정보 교환국에서는 조사의뢰서를 접수하면 그

것을 해당회사에 전송하도록 되어 있다. 그 이유는 요구되는 정보는 보통

그것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에서 의료정보 교환국에 보고하기 때문이다.

의료정보 교환국 정보를 입수하면 곧 그 정보에 근거하여 인수결정이 될

수 있지만 계약이 성립되는 경우도 있고 거절되는 경우도 있다. 거절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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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 청약자가 이의를 제기하는지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보험사가 얻은

정보가 틀리다는 것을 청약자가 증명하지 못하는 한 그 결정은 번복되지

않는다.

3 일 본의 계 약심사 제도

일본 계약심사제도의 특징으로는 피보험자를 방문·면접하여 고지사

항을 확인하고 신체적 건강상태를 관찰조사하는 면접사를 활용하고 있다

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생보 리서치센터라는 업계공동의 조사기관이

있어서 계약성립 전에는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등을 조사하고, 계약성립 후

에는 피보험자의 현재 및 과거 질병유무를 확인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

고 있다. 그리고 생명보험범죄 방지를 위하여 경찰과 연계된 생보 경찰연

락협의회라는 기구가 있는 등의 특징이 있다.22)

가 . 정보수집

일본에서는 계약심사의 첫단계인 피보험자에 대한 정보수집은 피보험

자의 고지 및 모집인에 의한 보고, 면접사에 의한 보고, 진단의에 의한

진단보고, 계약체결전 생존조사, 정보교환제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중

에서 피보험자의 고지 및 모집인 보고서에 관련된 사항들은 한국과 유사

하다. 계약체결전 생존조사도 조사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 등의 문제가 있

기 때문에 한국과 마찬가지로 특별히 조사를 요하는 계약에 대해서만 실

시한다. 여러 정보수집 원천중에서 면접조사, 진단의 및 정보교환제도 등

22) 정요섭, 선진국의 언더라이팅제도 : 일본의 생보언더라이팅 현황과 시사점,

『생협』, 생명보험협회, 1996.12 (통권 제214호) 및 日本 生命保險協會, 『歐

米各國における引受決定業務』, 1988.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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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면접사에 의한 정보수집

생명보험 면접사(검정조사사)는 의사는 아니지만 청약피보험자를 방

문·면접하여 청약자의 고지기재사항을 확인하고 청약자의 신장, 체중,

흉위, 복위, 안색, 자세, 정신상태, 언어, 기타 신체상의 특징 등을 관찰조

사하는 사람으로 1971년부터 도입 시행되고 있다. 면접사제도는 진단제도

를 대신하기 위한 제도로 신규 진단의 채용이 곤란하고 방문진단가능 의

사수가 부족하여 진단일정이 잘 소화되지 못하고 진단료가 매년 상승하

게 되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되었는데 진단의에 비해서는 진단

효과가 떨어지지만 생명보험 계약심사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면접사의 보고에 의하여 진단의에 의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진

단의에 의한 보다 정밀한 진단이 실시된다.

보험면접사의 양성에는 두 가지 방법이 쓰이고 있다. 하나는 외부의

인력을 면접사 양성목적으로 받아들여 생명보험 전반 위험선택, 의학지식

및 건강조사 실무에 대하여 교육과 훈련을 시킨 다음 생명보험협회에서

실시하는 시험을 치르게 하여 공인된 생명보험 면접사로서 활동하게 하

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생명보험회사의 내근직이나 모집인 중에서 생명

보험면접사를 희망하는 경우 전자와 동일한 교육훈련 및 시험을 통하여

활용하는 것이다. Kyoei 생명보험회사의 경우에는 간호사 자격(국가시험

자격)을 갖고 있는 보건면접사를 고용하여 그 의학 지식을 활용해서 청

약피보험자를 면접하게 하여 관찰 및 고지를 받게 함으로써 인정 생명보

험 면접사를 대신하고 있다.

근래에는 방문진단이나 면접을 요하지 않고 고지서만에 의한 평가로

체결되는 계약을 전면해지하고 대신 보험면접사에 의한 건강조사를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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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2) 진단의에 의한 정보수집

① 진단항목

의사에 의한 진단은 고지청취부분과 검진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자는 진단의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직업, 현증, 기왕증, 신체의 장해

상태 등에 대하여 문진하고 고지를 받는 부분이며 후자는 신체검사를 행

하고 의학적 소견을 구하는 부분으로 觀診, 체격의 계측, 신체상황 일반

의 진찰(청진, 타진, 촉진 등), 맥박측정, 혈압측정, 요검사 등을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 심전도검사, 혈액검사 X선 검사, 간기능 검사 등을 행할 때

도 있다.

② 진단의의 종류

진단의는 社醫와 촉탁의로 구분되는데 社醫는 회사에 의해 고용된 사

원으로 구미에서는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일본 특유의 것으로 생명

보험의 도입초기부터 시작하여 독자적인 발전을 해 왔다. 일본에서는 현

재 1,000명이 넘는 의사들이 민영보험회사에 고용되어 있다. 社醫는 보험

진단에 대한 경험이 많아 선택능력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

나 社醫의 경우 계약 1건당 및 보험금액 100만円당 진단비용은 촉탁의

보다 고액인데 이는 회사가 社醫에 대해 높은 급여를 지급하기 때문이다.

社醫는 주로 고액계약의 진단에 종사한다. 또한 社醫에 의한 진단은 보통

방문진단이다.

촉탁의는 대부분 개업의로 진단업무를 부업으로 수행한다. 촉탁의에

대한 수수료는 건당 약정금액만 지급되므로 비용면에서는 비교적 저렴하

지만 원칙적으로 청약자에게 개업하고 있는 촉탁의 병원까지 방문하게

한다. 또 임상경험의 차, 보험진단에 대한 이해도의 차에 의하여 진단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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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에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촉탁의 중에서 진단성적이 우수하면 선임촉

탁의로 지정하여 진단한도를 높게 하고 있다.

③ 진단효과

다음 <표 Ⅲ-5>는 Kyoei 생명의 1990∼1994년(5년간)의 선택방법별 사

망자수를 보여주고 있다. 이 표를 보면 진단효과 면에서 대용진단과 社醫

가 가장 양호하고 촉탁의가 그 다음이며 보건면접사가 가장 저조한 것으

로 나타났다.

<표 Ⅲ-5> 일본 선택방법별 사망지수 (1990∼1994)

구 분 사의 촉탁의 보건면접사 대용진단

건수

기준

남성 62 69 85 60
여성 56 65 74 53
계 60 69 83 58

금액

기준

남성 65 74 93 61
여성 60 67 83 52
계 64 73 91 59

주 : 사망지수 = (실제사망자수/ 예정사망자수) × 100

④ 진단기준

진단의별 진단기준은 보험가입금액과 청약피보험자의 연봉에 따라 달

라진다. Kyoei 생명의 경우 社醫가 취급할 수 있는 최고 보험금액은 3억

円, 선임촉탁의의 경우 1억円, 촉탁의의 경우 6천만円등으로 차등화되어

있다.

⑤ 진단의의 관리

고용된 社醫의 총회는 본사의 주최로 매년 개최되며 이 기회를 이용

하여 회사측은 경영방침이나 社醫에 대한 주의사항을 전달하고 동시에

社醫측에서도 자신들의 희망사항이나 일상의 진단활동 중의 문제점을 논

의한다. 이 총회는 보험경영에 이익을 가져오고 또한 진단정밀도의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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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기여한다. 일본의 많은 생명보험회사에서는 社醫가 입석하여 각 지

역의 촉탁의 모임을 자주 개최하고 있다. 이는 社醫에 의한 촉탁의 방문

이나 본사로부터의 문서에 의한 지도 등을 보충하는 것이며 본사와 각

촉탁의간의 연락을 긴밀하게 하여 양호한 진단효과를 유도하기 위한 것

이다.

진단의가 일부검진을 생략하거나 검진을 불철저하게 하는 경우, 진단

내용을 왜곡기재하는 경우, 고지수령을 철저하게 하지 않는 경우 등에 의

해 생명보험경영에 악영향을 끼치는 사례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진

단의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과실로 처리되어 해고위촉되며 손해배상의 청구는 행해지지 않는다.

3) 정보교환제도(계약내용 등록제도)

일본에서는 1974년 질병입원특약 판매이후 보험범죄자들이 여러 회사

에 중복으로 가입한 후 고의로 자동차에 부딪쳐 입원급부금을 노리는 자

해사건이 빈발하여 사회문제화 되었다. 입원급부금 사취를 방지하기 위하

여 생명보험협회는 1979년 6월 정보교환 특별위원회를 발족시키고 미국

의 의료정보 교환국(Medical Insurance Bureau)을 모방하여 1980년 10월

부터 정보교환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1983년 4월 국민생활심의회는

이 제도에 사생활침해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명칭을 계

약내용등록제도로 변경하고 사전에 청약자에게 본 제도 도입의 목적, 비

밀유지, 계약사정의 참고로 한다는 점, 열람이 가능하고 정보가 잘못된

경우에는 정정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리고 청약자로부터 정보교환에 대한

사전동의를 얻도록 하였다. 이러한 사항들은 청약서를 접수하였을 때 청

약자에게 교부하게 되어 있는 계약안내서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입원급부금 특약을 체결한 회사는 피보험자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입원급부금 종목(재해, 질병·성인병명), 입원일당 지급액, 가입년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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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등에 관한 자료를 월 2회 생명보험협회의 등록센터에 보내고 협회는

회원사들로부터 취합한 정보를 각 회사에 송부해 준다. 등록된 자료는 2

년간 보존된다. 그리고 회원사들은 각 회사로 송부된 정보를 계약심사시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추가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화연락에 의해 자세

한 정보를 요구할 수도 있다.

나 . 정보평가 및 계약심사 의사결정

다양한 정보원으로부터 수집된 정보는 수치평가 시스템(numerical

rating system)에 의해 표준체, 표준하체, 거절체 등으로 분류된다. 일본의

경우에도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표준체의 경계선은 사망지수 125 또는

130으로 하며 대부분의 회사들이 사망지수 300을 초과하는 피보험체는

거절체로 분류하고 있다. 어떠한 경우에도 사망지수 500을 초과하는 피보

험체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보험체의 위험은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른 변화양상에 따라서 항상

성 위험, 체증성 위험, 체감성 위험, 일시적 위험 등으로 구분하며 표준미

달체에 대한 인수조건으로 이들 위험의 종류를 고려하여 연증법(체증성

위험), 보험금삭감법(체감성 위험), 전기간 특별보험료 영수법(항상성, 체

증성 위험) 등을 이용한다. 이중 특정기간 특별보험료 영수법은 일본에서

는 별로 시행되고 있지 않다.

다 . 계약체결후 통제

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계약체결 전에 경비와 시간상의 제약 때문에

실시하지 못했던 생존조사를 할 경우도 있고 사망등의 보험사고 발생시

역선택이나 불량계약이 의심되는 계약에 대해 사망조사, 급부조사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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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된다.

1) 일본 생보리서치센터

일본의 경우 계약조사는 보통 외부조사 전문기관 또는 생명보험회사

소속 조사담당요원이 실시하는데 일본 생보리서치센터가 대표적인 조사

전문기관이다. 이 회사는 업계 공동조사 기관으로 계약 성립전의 경우 피

보험자의 건강, 직업 및 기타의 정보를 수집·확인하며 계약성립후의 경

우 피보험자의 기왕증, 합병증과 현증 등에 대한 불고지 유무 확인 및 관

련자료 수집활동을 한다. 또한 보험금 청구가 있을 때 사실확인 활동도

한다.

업무원의 채용은 주로 신문 구인광고에 의한 위탁계약형태의 채용(재

택근무)이며 평균 연령은 45∼50세가 대부분이다. 최근에는 여성(신규 채

용자의 40% 정도)도 많다. 업무원에 대한 교육 및 육성은 계약확인담당

의 경우 채용초기 3일간 초기연수 이후 연1회 연수(1박 2일)가 주어지며,

보험 급부금 확인 담당의 경우 채용초기 4박 5일의 초기교육, 채용 2개

월후 2박 3일의 보수교육이 주어진다.

2) 생보 경찰연락협의회

일본의 경우 생명보험범죄 방지를 위하여 경찰과 연계된 생보 경찰연

락협의회라는 기구가 있다. 이 기구는 1980년 보험금을 노린 살인이나 고

의·위장사고를 가장한 급부금 사취 등 생명보험범죄의 증가추세를 우려

한 검찰청측이 보험범죄 방지책을 협의하기 위하여 생명보험협회에 제의

하여 설치·운영되고 있다. 이 협의회는 검찰청과 생보협회 관계직원으로

구성되며 간담회 형식으로 필요한 경우 모임을 갖는다. 주요 기능은 생명

보험 범죄 방지대책 협의, 허용범위의 정보제공 및 생명보험범죄 공동조

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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