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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지난 2007년 6월 14일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는 10개 손해보험사업

자의 요율담합 혐의와 관련하여 도합 5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고, 

목하 생명보험업계에 대해서도 담합혐의와 관련하여 현재 절차가 진행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돌이켜 보면, 보험시장에 대한 공정거

래법의 집행은 한 두 사건이 아니고 그 기간도 한두해에 걸친 것이 아

니다. 최근 들어 공정위는 일반경쟁법의 집행당국으로서 다른 규제산업

과 더불어 보험시장 특유의 관행에 각별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 연구는 보험시장과 보험사업자의 행태에 대한 공정거래법의 적용

현황과 그 법리를 살펴 보고, 보험시장에 대한 경쟁정책의 문제점과 그 

대안을 현시점에서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의 주된 내용은 

우리나라 보험시장의 구조적 특색, 보험시장에 대한 공정거래법의 적용

강화의 과정과 현황 분석, 보험시장에 대한 적용면제 법리, 보험관련 주

요 공정거래법 적용사건의 분석, 그리고 맺음말 등의 순으로 되어 있다.

이 연구는 2006년 10월부터 1년간 본원의 객원연구위원으로 재직하였

던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정호열 교수에 의하여 진행되었으며 이 저서

가 보험시장에 대한 공정거래법의 적용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향후의 대

안을 모색하는데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을 소망하며, 이 책의 집필과정에 

진지한 자문과 조언을 해 주신 전문가들에게 깊은 감사를 표한다. 물론 

이 책에 담긴 내용은 정호열 교수의 개인적 연구의 결과이며, 본원의 

공식적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2008년 3월 

보 험 연 구 원

원 장 나 동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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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Ⅰ. 한국 보험시장의 구조와 현황

1. 머리말

□ 보험시장을 둘러싼 법적 환경이 크게 변화하는 가운데, 보험산업에 대한 

공정거래법의 집행에 대해 여전히 상반된 주장이 대립하고 있음.

○ 과거 보험업계에 대한 공정거래법의 집행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측

은 보험업계의 법 집행에 대한 무관심과 연구의 결여에 기인하는 것

으로 평가함.

○ 보험업계 측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보험시장 특유의 구조와 경영관행

에 대한 이해 부족을 주장하면서 공정위 개입은 옥상옥의 규제라는 

주장을 제기함.

□ 이 연구는 보험시장과 행태에 대한 공정거래법의 적용 현황가 그 법리

를 살펴보고, 현 시점에서 보험시장에 대한 경쟁정책의 문제점과 그 대

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보험시장의 사업자와 소유구조

□ 보험시장 사업자는 내자계, 내외자 합작사, 외자계, 외국사의 국내지점, 

전업사 및 보증보험 또는 재보험을 다루는 보험사 등으로 구분되나, 분

류기준의 이론적 정합성은 존재하지 않음.

□ 소유구조 면에서는 은행업과 비은행업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음.

○ 은행업은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대규모 공적자금 투입과 함께 외국자

본이 대거 유입되어 외국인 지분율이 약 70%에 이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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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업은 대한생명을 제외하고 공적자금의 투입이 없었고, 주요 생

보사와 손보사는 내국자본이 지배하고 있음.

3. 생명보험시장의 점유율 분포와 시장집중도

□ 민영생명보험시장 외에 생명보험을 다루는 우체국보험, 농협공제, 새마을 

공제를 포함할 때, 생명보험회사 대형 3사의 시장점유율은  공정거래법 

소정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추정요건인 75%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음.

○ 대형 3사의 시장점유율은 FY2005 수입보험료 기준 65.9%를 보이고 

있으며, 그 외에 우체국보험이나 농협공제가 생명보험시장에서 주요 

사업자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음.

4. 손해보험의 시장구조와 점유율 분포

□ 손해보험 시장구조 및 점유율을 보면, 대형 4개사의 시장점유율이 약 

70%를 차지하는 과점적 구조이지만, 공정거래법 소정의 시장지배적 사

업자로 추정되는 것은 아님.

○ 손해보험에 있어서도 농협공제, 새마을공제, 신협공제 등이 대체재인 

각종 공제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특히 농협은 메이저 손보사의 지

위를 가지고 있음.

Ⅱ. 보험산업에 대한 공정거래법의 적용

1. 보험시장의 특수성

□ 보험시장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보험시장은 소위 자연독점 분야의 하나

이며 보험산업은 시장과 경쟁에 관한 일반적 규율이 아니라 특유의 전

문적 규제의 대상이 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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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사업은 위험의 대량적 집적을 통한 위험의 분산에 의하고 있어 

개별 보험사업자에게 사고발생률을 안정시킬 수 있는 정도의 보험

시장의 확보가 필요한 사업임.

□ 보험시장의 불완전성 등 구조적 특징으로 인하여 경쟁법의 적용이 배제

되거나 제한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음.

○ 즉, 보험상품은 약관이나 감독행정을 통해 규격화되어 있어 타 상품

에 비해 동질성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며, 약관의 명시설명의 의무 

등으로 보험소비자들이 거래내용을 이해하기 어렵지 않음.

○ 또한, 수요자의 정보 확보면에 있어서도 보험소비자가 열위에 있다

는 증거가 없고, 보험사업자의 이윤극대화 제한, 자산운용규제 등은 

개방된 시장에서 자유로운 가격경쟁을 행한다는 전제에서 벗어나는 

부분임.

2. 보험상품의 특수성과 규제 

□ 보험사업의 특수성과 1990년대 말 이후의 경쟁 촉진 환경에도 불구하고 

전문규제당국에 의한 감독행정을 통해 보험요율 및 상품개발 경쟁이 억

제될 수 있는 규범적 환경이 잔존하고 있음.

○ 보험상품은 단체적으로 구성되나 개별적으로 공급되는 상품이며, 보

험거래는 규격화된 거래이고, 보험업은 소비자법 적용에서 특수성이 

인정된다는 특징이 있음.

○ 금융감독원장은 신고 또는 제출한 보험상품에 대해 신고의 수리를 

거부하거나 변경을 권고할 수 있고 나아가 보험상품의 변경 또는 판

매의 중지를 명할 수 있음.

○ 기초서류에 대한 규제에 있어서도 종전의 인가제를 폐지하고 신고 

혹은 보고제로 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인가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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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될 수 있음.

□ 향후 보험시장에 대한 감독과 경쟁정책은 거래조건의 규격화나 요율경

쟁에 대한 제한요인을 제거하는 것보다 경쟁촉진적 방향으로 조율되어

야 함.

3. 보험시장에 대한 공정거래법의 일반적 적용

□ 보험사업에 대한 독점규제법의 적용여부에 대해서는 1999년 법개정을 

분기점으로 고전적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제도가 보험시장과 보험사

업자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주로 경제력 집중억제와 관

련된 제도만이 예외가 인정되고 있음.

○ 경쟁력 집중억제 제도와 관련하여 보험시장 혹은 보험회사가 예외를 

누리는 사항으로는 상호출자규제나 출자총액 규제의 적용 유보를 받

는 것과,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 금지하는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에 대한 공

시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임.

□ 한편, 보험업법에 의거한 전문규제와 공정거래법에 의거한 공정거래위원

회의 규제 적용의 문제가 아직도 논의되고 있으나, 이러한 논의보다는 

보험산업에 대한 적용면제와 관련된 비교법적 논의와 우리나라의 향후 

입법정책이 의미가 있음.

Ⅲ. 공정거래법 적용면제 법리와 보험시장

1. 개관

□ 여러 나라의 경우를 보면 강력한 주무감독관청을 갖는 금융보험산업, 특

히 보험업은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제외받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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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경우 공정거래법의 적용면제는 크게 두가지로 첫째, 공

정거래법 그 자체의 명문규정에 의하는 적용면제의 유형임.

○ 둘째, 공정거래법과 대등한 효력을 가지는 별개의 단행법률에서 공

정거래법의 적용을 전면적으로 혹은 일부조항에 대해 명시적으로 그 

적용을 유보하거나 혹은 공정거래법과 충돌되는 조항을 규정함으로

써 해석상 공정거래법 적용이 면제되는 경우가 있음.

2. 미국

2.1 적용면제 법리 일반

□ 첫째, 제정법에 의한 적용면제로 일부 산업, 보험업이나 신문업, 농수산

업에 관한 각종 제정법에 의해 사적 독점을 금지하는 법규인 연방독금

법의 적용을 제한하고 있음.

○ 보험업의 적용유보는 McCarran-Ferguson법에 따른 것으로 주법에서 

‘보험사업(insurance business)'으로 규제하는 활동에 대해 연방독금

법의 적용이 유보되나 합병 등은 여기의 보험산업에 해당하지 않음.

□ 둘째, 판례법에 의한 적용면제의 유형으로 다음의 세가지 유형이 있음.

○ 첫째, 미국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적법한 행위, 이들이 소유, 관리하

는 부분에 의한 행위에 대해서는 연방 독금법의 적용이 면제됨.

○ 둘째, 묵시적 적용면제 법리가 있는 바, 이는 연방의회가 전면적 규

제를 정하는 규제법을 제정하여 당해 사항에 대하여 연방 독점금지

법을 시행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의 적용면제임.

○ 셋째, 청원행위 혹은 노어면제(Noerr Exemption)로 국가기관의 결정, 

입법 등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에 대해서는 그 의도와 결과가 경쟁

제한성이 있어도 독점금지법 적용을 면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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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McCarran-Ferguson법에 의한 적용면제

□ 1946년 제정된 McCarran-Ferguson법에 의해 보험사업은 연방독점금지

법의 적용을 제한적으로 면제받는 적용상의 특례를 받음.

○ 이 법의 취지는 경쟁을 배제하고자 하는 보험자들의 약탈적인 행위

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공동의 요율체계에 의한 엄정한 위

험인수를 가능케 한다는데 있음.

3. 우리나라의 적용면제 법리

3.1 공정거래법의 제도

□ 공정거래법은 동 법 명문조항에서 일반적 적용유보의 예를 법률에 따른 

정당한 행위(동법 제58조), 지적재산권의 정당한 행사(동법 제59조), 일

정한 조합의 행위(동법 제60조) 등으로 두고 있음.

○ 보험산업에 대한 적용면제와 관련이 있고 그 법리가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것이 법률에 따른 정당한 행위임.

○ 법률에 따른 정당한 행위는 크게 법률 그 자체의 규정에 직접 의거

한 사업자들의 행위와 법률에 근거하여 행정관청이 행한 명령에 따

라 행하는 사업자들의 행위임.

3.2 보험업법 제125조

□ 보험업법에 의하면 보험업법 소정의 요건을 갖춘 보험회사 사이의 상호

협정에 대해서는 부당 공동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의 적용이 유보되며, 

이들 상호협정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제58조 소정의 법률에 따른 정당

한 행위로 평가하는 것이 보통임.

○ 요건을 갖춘 보험회사의 공동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 적용을 유보하

는 이 조항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님.

○ 그러나, 상호협정의 내용과 관련하여 법문은 ‘업무에 관한 공동행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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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하고 있을 뿐(보험업법 제125조 제1항), 보험회사의 업무가 무엇

인지에 대해서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서 구체화하고 있지 않음.

○ 현재 뚜렷한 해석론이나 판례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므로 국내외의 

법제와 사법적 해석을 참조하여 이를 보다 구체화하는 입법이 필요함.

Ⅳ. 결론

□ 우리나라 보험시장의 구조나 보험상품의 특성을 살펴보거나 비교법적 

차원 또는 다른 분야의 규제와 비교할 때 공정거래법 등의 적용 면제나 

전문규제에 일임하자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음.

□ 그러나, 미국 McCarran-Ferguson법의 제정경과에서 보듯이 필요최소한

의 부분에 대해 비교법적 검토를 바탕으로 보험업법 내의 상호협정 규

정을 포함한 입법정책적 논의로 이어져야 할 것임.

○ 공동의 요율표 사용이라든가 공동의 조사연구 등의 보험사업자 상호

간의 공동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의 적용에 대해 입법정책적 배려가 

필요할 수 있을 것임.

□ 공정거래법 제58조에 의해 공정거래법 적용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보험

업법 제125조 소정의 ‘업무’에 대한 법원의 구체적 해석이 필요하며, ‘정

당한 행위‘에 대한 정확한 범위가 필요함.

○ 공정거래법 제568조에서는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 공정

거래법의 적용을 면제하고 있으며, 대표적 사례가 보험업법 제125조

의 금감위의 인가를 받은 보험사업자 사이의 상호협정임.

○ 보험업법 제125조의 상호협정의 인가제도는 내각총리대신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일본 보험업법의 상호협정에 대한 규제와 비교할 때 인

가의 요건이나 대상 등에 대해 보다 구체적 규정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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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거래 혹은 보험산업에 대한 공정거래법의 적용에 있어서 가장 큰 

정서적 문제는 보험업법에 의거한 보험감독관청의 감독권과 공정거래법

에 의거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병행적 규제라고 할 것임.

○ 여기서 동일 혹은 유사사안에 대한 공정거래법과 보험업법의 이중적 

규율상태에 대한 입법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며, 지난 11월 금감위와 

공정위간에 체결된 업무협약을 통해 보험업법과 공정거래법의 이중

규제의 문제를 해소하는 관행이 형성되어야 함.

□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보험산업에 관한 규제와 감독정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보험업법에 의한 전문규제당국의 지나친 규제와 

간섭이라 하겠음.

○ 보험업법을 배경으로 한 감독관청의 인위적 간섭과 통제로 보험사업

자 사이의 자유로운 경쟁이 제한되어 보험소비자의 후생이 근본적으

로 침해되지 않아야 할 것임.



Ⅰ. 한국 보험시장의 구조와 현황

1. 머리말

지난 6월 1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원회의의 의결을 통하여 손해보험업계

의 요율담합 혐의와 관련하여 국내 10개 손해보험회사들에 대하여 도합 508

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공정위 심사보고서는 2006.6.2자 직권인지를 

사건의 단서로 기록하고 있으나1)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래 전부터 금융보험, 

통신, 에너지 등의 규제산업에 대한 경쟁정책의 강화를 핵심적 관심사의 하나

로 하고 있었고, 이러한 흐름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에서 

주된 혐의사실은 10개 손해보험사들이 2000년부터 2006년까지 매년 2-3월경 

수리부서장 등이 수차례의 회합을 통하여 일반화재, 공장화재, 근로자재해보

상, 조립, 적하, 건설공사, 배상책임, 동산종합 등 8개 보험종목의 부가율, 순

율 및 SRP폭을 합의결정하여 각 보험회사의 영업보험료 및 실제 적용보험료

가 일정한 범위내에서 유지되도록 한 것이다. 이 사건을 통하여 종래 선단적 

감독행정 하에서 통용되었던 획일적 요율체제와 상품개발제한 등 각종 경쟁

제한적 규제가 보험업계 내에서 관행의 모습으로 남아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 

사건의 핵심사실 또한 여전한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폭넓은 규제와 

감독, 특히 사실상의 행정지도와 전혀 무관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인식도 

있고, 또한 보험회사들이 보험개발원과 보험협회를 통하여 각종 정보와 자료

를 공유하며 협의의 채널을 유지하는 상황, 그리고 이러한 상황 하에서 일부 

보험사(이 사건의 경우 3개 보험사)가 공정거래법 소정의 리니언시 제도를 활

용하는 것이 업계내의 영업윤리와 부합하는 것인가 하는 논란도 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와 더불어 공정위는 생명보험업계에 대한 카르텔조사도 

목하 진행 중에 있으며 일각에서는 그 규모가 손보업계의 경우보다 클 것으

로 예측하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을 통하여 몇 가지 정책적 그리고 해석학적 

문제를 적시할 수 있다. 첫째, 보험업계의 관심과 이해, 즉 공정거래위원회의 

1) 사건번호 2007서카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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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정책과 공정거래법에 대한 이해가 전반적으로 매우 미흡하다는 사실이다. 

아직도 상당수의 보험경영인들이 보험분야는 금감위와 금감원의 감독을 받는

데, 왜 공정위가 다시 끼어드는 것이냐, 이는 이중규제가 아닌가 하는 인식을 

보이는 것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것이다. 두 번째로, 금융보험분야에 대한 

경쟁법의 적용, 특히 적용면제 법리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확보되어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국제적 정합성이 있는 정책이 전개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일정한 상호협정을 정당화하는 보험업법 제125조 그리고 공정거래법 

제58조의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 등에 관하여 합리적 입법정책과 해석학적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로 유형재화의 거래분야와 비교할 때, 보험시장과 보험

상품에 대한 광범하고도 깊숙한 전문규제가 존재하며, 그 결과 전문규제와 일

반적 경쟁정책의 조율문제가 대두된다. 경위야 여하튼 간에 수범자들은 전문

규제당국과 일반적 경쟁당국을 구별하지 않고, 공권력에 의한 동일한 차원의 

시장개입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여기에서 가능한 한 양자의 개입을 합리

적으로 조율하고 차별화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민영보험 분야는 

시장기능에 맡겨져 있고 반독점의 법리가 통용되어 왔다. 즉, 보험방식에 의

한 위험관리(risk management)는 이를 시장기능에 맡기고, 산재보험이나 의

료보험 등 사회보험으로 불리우는 특수한 위험관리 분야에 한해 정부가 직접 

관장하거나 특수공법인에게 공적 독점을 허용하고 있을 따름이다. 그러나 민

영 보험산업은 일반 제조업에 비해서는 물론이고, 금융업 중에서도 특히 엄격

한 전문감독관청의 규제를 받는다. 여기에서 보험시장에 대한 공정거래법의 

적용상황, 보험시장과 보험상품에 대한 공정거래법의 적용면제, 주무감독관청

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와 일반적 경쟁당국으로서 공정위의 역할과 규제권의 

배분문제 등이 향후의 과제로 떠오르는 것이다.

이 글은 규제산업, 특히 보험시장에 대한 공정거래법의 적용과 관련하여 

논의하는 일련의 글의 첫 편이다. 즉 이번의 한국보험시장의 구조에 관한 논

의를 출발점으로 삼아, 보험산업에 대한 공정거래법의 적용과 그 강화, 보험

산업에 대한 공정거래법의 적용면제, 전문규제당국과 공정위의 규제정책의 조

율, 행정지도에 따른 담합 등 보험관련 주요 사건을 분석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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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융보험 관련법제의 주요 동향

가.  구조조정과 직접규제의 완화

외환위기 이래 금융산업에 대한 광범한 구조조정이 이루어진 바 있으나, 

금융보험산업의 구조개편은 여전히 남아 있는 중대한 정책적 과제이다. 경

제위기 직후에는 은행이나 일부 보험회사 등 부실금융기관의 정리와 중복적 

영업부문의 제거가 현안이었다면, 이제는 내국 금융산업의 효율성을 제고하

여 금융소비자의 후생을 증대시키는 것이 그 목표가 되었다. 이를 위해 금융

산업의 법적환경을 소위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과

정이 수반됨은 물론이다. 특히 종전에는 금융시스템의 안정과 소비자보호를 

명목으로 각종 인허가제도를 통하여 엄격한 규제를 가하였으나, 이것이 금

융보험시장내의 경쟁을 제한하여 자금의 효율적 배분을 방해하고 내국 금융

산업을 낙후케 하는 요인이 되었다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범세계적으로 진

입제한이나 상품운용 등에 대한 직접적 규제는 완화하고 건전성 규제 등 간

접적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반적으로 금융보험시장의 구

조가 친경쟁적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나.  금융회사의 겸업화와 대형화, 시장과 상품의 통합

90년대 후반 이래 주요국의 금융 관련 법제는 대대적인 개편을 겪었다. 대

표적으로 미국에서 클린턴정부 말기에 금융서비스현대화법이 제정되면서, 글

라스-스티걸법 이래 강고하던 할거주의가 실질적으로 완화되기에 이르렀다. 

비슷한 시기에 일본이나 우리나라에서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

가 해금 또는 대폭 완화되었고, 금융지주회사법의 제정, 그리고 신규 자금의 

투입없이 100% 모자관계를 설정할 수 있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 이전제도가 

회사법에서 일반화 되었다. 현실적으로 일본에서 지주회사를 중심으로 한 금

융기관들의 결합과 몸집키우기가 활발하게 전개되었고,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분야를 커버하는 일반지주회사가 등장하고 우리지주나 신한지주 등 

지주회사를 통한 금융그룹이 계속 성장하고 있다2). 또 금융지주회사를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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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한 결합기업체가 이종 다수의 금융업을 영위하게 된 것이다. 이 밖에 은

행법이나 보험업법 등이 정하던 엄격한 겸업금지 혹은 전업주의 조항도 상당

히 완화되고 있고, 방카슈랑스 등을 통해 금융상품 판매채널의 통합도 진행되

고 있다. 전반적으로 금융시장, 금융기관의 조직, 금융상품 판매채널 등에 대

한 규제가 급속하게 완화되고 있고, 투자적 요소를 지닌 보험상품, 예컨대 변

액보험과 같이 보험과 투자를 겸하는 상품이나 복합금융상품도 등장하고 있

다. 이러한 변화는 정보화와 인터넷의 발전과도 연계되어 있다. 인터넷뱅킹3)

은 물론 홈베이스 비지니스가 등장하고, 이동통신이나 인터넷 포털 등 다른 

업종에 속하는 사업자들이 속속 보험 기타 금융시장에 진출하고 있는 바4), 

이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금융환경의 변모라고 할 것이다. 요컨대 

각국의 입법전통이나 감독전통에 따라 부분적인 편차를 보이고 있으나, 금융

통합의 큰 물결이 시장과 상품은 물론 금융감독 측면에서도 급격하게 진전되

고 있는 것이다.

다.  내국 금융법제의 친경쟁적 개편

지난  수년간 이루어진 우리나라의 금융관련 법제개편을 요약하면, 각종 금융감

독기구의 통합(금융감독기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 금융지주회사의 도입(지

2) 금융지주회사는 겸업화 및 대형화를 위한 중요한 법적수단으로 인식되고 있고, 또 

실제도 그러하다. 2006년 중 국내금융지주회사로는 우리, 신한, 하나(2005.12 신설) 

등 3개의 은행지주회사와 한국투자금융지주 등 4개 그룹으로, 이들에게 속한 금

융회사의 총수는 2006년 기준 66개사(자회사 28개, 손회사 38개사. 일반지주회사

의 경우는 사업관련손자회사만 허용됨)에 이르고 연결총자산도 515.3조원으로 

2005년 대비 20.7%가 증가하였다.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정보 제2007-16호
(2007.4.16-4.26), 7-9면.

3) 다른 금융거래에 비하여 인터넷 보험거래는 그 비중이 0.1% 선에 머물고 있는 바, 

이는 보험상품의 특성상 여행보험이나 자동차보험 등 체약과정이 정형화된 보험

상품에 국한되기 때문이다. 앞의 금융감독정보, 40면. 
4) 대표적 토종 인터넷 포털업자인 다음은 이미 2003년부터 온라인 자동차보험시장

에 진입하여 영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LGT, KTF 그리고 SKT 등의 이동통신사업

자들은 계좌이체 등의 모바일뱅킹, IC칩을 부착한 휴대전화기의 신용카드 기능 

부여, 소액결제 등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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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회사 규제를 완화하여 이를 부분적으로 해금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률의 개정, 금융지주회사 도입에 관한 법률의 제정), 전업주의조항 내지 겸영금지조

항의 완화(보험업법, 은행법 등의 개정), 진입장벽의 완화(보험업법, 은행법, 증권거

래법 등의 개정), 금융기관보험대리점, 즉 방카슈랑스의 도입(보험업법과 동 시행령

의 개정), 그리고 금년 7월에 이루어진 자본시장통합법의 제정 등이 이루어지고 있

다. 이와 같은 법제도의 개편은 높은 진입장벽과 강고한 할거주의 하에서 분할

되었던 금융보험시장이 보다 큰 단위로 통합되어 기존의 이익상황을 흔들면서 

보다  친경쟁적인 조건을 만들어낸다. 보험시장에 대한 경쟁정책의 강화도 바로 

이러한 흐름과 결부될 수 있다.

3.  우리나라 보험시장의 구조

가.  보험업법의 구획과 관련시장의 획정

2003년 개정 보험업법은 생명보험업, 손해보험업, 그리고 제3보험으로 나눈

다(업법 제2조 1,2,3호). 그런데 생명보험업이나 손해보험업 전부에 대해 허가

를 얻은 보험회사는 질병, 상해, 간병보험으로 구성되는 제3보험업에 대해서

도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바(업법 제4조 제2항), 그 결과 생명보험시

장과 손해보험시장으로의 이원화는 중복부분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생손보 

겸영금지는 기본적인 구획기준으로서(업법 제10조),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구분은 전통적일 뿐만 아니라 편의로운 점이 많다. 또한 영업허가나 보험업법

에 의거한 제반 감독체계에 있어서 이 분류가 기준이 됨은 물론이다. 그러나 

생명보험, 손해보험, 제3보험 등의 구분은 공정거래법 운영을 위한 기축적 선

결쟁점인 관련시장의 획정(definition of relevant market)과는 다르다. 독점금

지법상의 관련시장은 당해 상품을 둘러싼 수요공급의 대체가능성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상품, 거래단계, 지리적 권역을 고려하여 획정되는 것이다. 그러

므로 개별 보험회사 혹은 보험회사들의 구체적 행태에 대한 경쟁제한성 심사

와 관련해서는 생명보험, 손해보험, 혹은 제3보험의 개괄적 업종분류에 따라 

시장을 획정할 수 없고, 매 케이스마다 개별 보험상품을 제일차적인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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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적, 구체적으로 관련시장이 획정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손해보험이나 생명보험의 모든 유형들을 취급하는 것이 아

니라 자동차보험이나 연금보험 혹은 건강보험 등 특정 보험상품에 집중하는 

보험회사들 그리고 판매방법 면에서 통신판매나 홈쇼핑에 주력하는 업체가 

등장하는 사정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경쟁제한성 심사의 전제로서 

관련시장의 획정에 있어서는, 생명보험에서는 보험사고를 기준으로 생존보험

과 사망보험, 그리고 피보험자를 기준으로 개인보험과 단체보험, 보장성을 기

준으로는 저축성보험과 보장성보험 등의 분류는 물론 연금보험, 변액보험, 퇴

직보험 등의 상품유형을 고려하여 관련시장이 획정될 필요가 있다. 한편 손해

보험의 경우에는 육상운송보험, 도난보험, 화재보험, 적하보험, 선박보험, 항공

보험, 자동차보험(차량, 대물 및 대인배상, 자손 등의 분류와 개인, 업무 및 

영업용 등의 분류), 보증보험과 기술보험, 각종 책임보험, 다양한 특종보험 등 

수 많은 손해보험 종목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정한 종목에 집중하는 보험회

사, 예컨대 교보자동차, 교원나라, 다음 등의 등장으로 인하여 매우 섬세한 구

획이 필요할 것이다. 

그 다음으로 민영시장의 보험사업자, 즉 영리보험회사 이외에 소위 공영보

험으로 분류되는 우체국보험,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중 우체국보험

은 생명보험의 대부분의 종목을 취급할 뿐만 아니라 시장점유율도 매우 높다

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또한 각종 공제사업, 즉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중앙회, 새마을금고연합회, 건설공제조합, 한국해운조합, 전국버스

운송사업조합연합회공제조합,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자조합연합회공제조합, 전

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공제조합,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자조합연합회공제조

합, 한국교직원공제회 등이 영리보험회사와 사실상 동일한 분야에서 경쟁하고 

있다5). 이 중 생명공제(연금공제, 보장성공제, 양로공제 등)나 손해공제(화재, 

신원 및 채무이행보증, 가축공제, 도난 등) 사업을 수행하는 농협은 대규모 

인보험사업자로서의 비중을 가지며, 버스공제조합이나 개인택시공제조합 그리

고 화물자동차공제조합 등의 자동차공제사업도 그 비중이 매우 크며 교직원

5) 이들의 유형과 사업에 관해서는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연감 2005년도, 491면 이하 

및 587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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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회는 각종 생명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이들 공영보험자나 공제조합 등에 

대해서는 민영보험사업자와는 달리 보험업법의 적용이 없고, 규제기관이 되는 

주무감독관청도 상이하다. 경쟁질서의 측면에서는 이들을 포괄하여 관련시장

을 획정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동일한 경쟁법적 척도가 적용되어야 함은 물

론이다.

마지막으로 손해보험회사와 생명보험회사가 사실상 많은 부분에서 경쟁사

업을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또한 고려하여야 한다. 즉 손해보험사들이 판매

하는 장기저축성손해보험과 개인연금보험 그리고 퇴직보험은 인보험사업자들 

또한 취급해 온 상품일 뿐만 아니라, 이 부분에서 손해보험사들이 거두어 들

이는 보험료는 전체 보험료에서 51.2%를 차지한다(장기 45.3%, 개인연금 

2.8%, 퇴직보험 3.1%)6). 본격적인 생손보겸영화와 교차모집의 도입에 앞서 이

러한 경향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손해보험사들은 적자요인을 안고 있

는 자동차보험 등 전통적인 손해보험 종목을 기피하고, 수익률이 높은 이들 

종목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나.  민영보험시장의 전반적 모습과 소유구조

2005년 말 현재 생명보험회사는 22개사에 이른다. 이 수치는 1996년의 33

개사에서 97년 말 외환위기 이후 대규모의 구조조정을 거친 결과이다. 1980년

대 중반까지 생명보험회사는 6개사에 불과하였으나 보험시장의 개방을 전후

하여 대폭 그 수가 늘어났던 것이다. 보험감독관청과 보험개발원의 통계자료

들은 이들 생보사를 삼성, 대한, 흥국, 교보 등의 전통적인 4개 회사, 녹십자, 

신한 등의 신설 내자계 7개 생보사, 동양이나 ING 등 3개 내외자 합작사, 그

리고 푸르덴셜, 알리안츠, 메트라이프 등 7개 외자계 생보사로 분류하고 있다. 

반대로 손해보험회사는 1996년도의 17개사에서 2000년도 23개사, 그리고 2005

년 말에는 29개사로 늘어나고 있다. 이들 손해보험사들은 제반 종목을 전반적

으로 취급하는 삼성, 현대, 엘아이지, 동부 등 10개사, 그리고 AHA, Ace 

American 등 외국사의 국내지점 6개, 교보자동차와 다음 그리고 교원나라와 

6)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통계연보 2006, I. 도표 3. 보험종목별 보험료구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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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특정 종목에 집중하는 3개사, 그리고 서울보증이나 코리안리와 같은 특

수한 종목을 다루는 보험사 등으로 분류되고 있으나, 이들 분류기준의 이론적 

정합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외자계 6개사의 비중은 AHA를 제외하고는 대체

로 미미하다7). 소유구조 면에 있어서는 은행업과 비은행업에 있어서 큰 차이

가 있다. 은행업의 경우에는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대규모 공적자금이 투입되

면서 구조조정과 더불어 외국자본의 대거 유입되었고, 현재 외국인 지분율이 

약 70%에 이르고 있다. 이에 비하여 보험업의 경우에는 대한생명을 제외하고 

공적자금의 투입이 없었고,  앞의 언급에서 보듯이 주요 생보사와 손보사는 

내국자본이 지배하고 있다. 그리고 2005년 3월 기준으로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에 대한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비율은 각각 75.7%와 47.6%를 기록하여8), 산

업자본, 특히 재벌의 보험업 진출이 현저함을 알 수 있다. 외자계 자본의 생

명보험산업의 지배는 총자산 대비 15% 정도의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또한 내국 생명보험회사의 경우 지금까지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하였으나, 

지난 6월말 상장을 위한 법적 장애가 모두 해소되었다.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공히 외자계의 경우 지주회사 체제에 속한 경우가 많고, 이들의 경우에는 내

국 자본시장 상장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 외국자본의 금융산업 진입에 대해서

는 대체로 이를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즉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각

종 금융회사의 소유 및 지배구조를 선진화하는데 도움이 되고, 주주자본주의

를 실현하는데 기여하며 경영투명성 제고와 금융제도의 국제적 정합성 그리

고 국내금융산업의 대외신인도를 제고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경제를 지탱

하는 금융산업이 전면적으로 외국자본의 지배로 넘어가는 것은 장기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면이 있고, 이들 외국자본이 주주자본주의를 내세워 단기이

익 실현에 매달리거나 과도한 배당이나 유상감자 등을 통하여 투하원본을 무

리하게 회수할 위험성, 서민금융이나 중소기업금융의 위축 등 각종 사회정책

적 혹은 산업정책적 목표실현에 저해요인을 만들 수 있다. 여기에서 외자계진

7)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연보 2005, 290-291.
8) 하나금융연구소/금융감독원, 국내 금융산업의 확대 균형발전 방향, 2006.12, 19. 그

러나 비율산정의 구체적 기준은 미상이다. 한편 전체금융산업에서 보험산업이 점

하는 비중은 총자산 기준으로는 2006년 말 현재 15.1%(은행 64.2%), 그리고 매출

액 기준으로는 2005년도 중 36.4%(은행 46.6%)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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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의 위험성을 상쇄하는 방편으로 산업자본의 은행업 진출을 허용하여야 한

다는 주장도 제기된다9).  

 

다. 생명보험시장의 점유율분포와 시장집중도

우리나라 최초의 생명보험회사는 1921년에 설립된 조선생명주식회사로 기

록된다. 그러나 시장경제의 미발달로 인한 리스크 관리개념의 부재 그리고 만

성적인 인플레이션 등으로 인하여 생명보험업이 본격적으로 발전하게 된 것

은 1970년대 중반 이후이며, 또 이 때부터 생보회사가 손보회사의 규모를 능

가하기 시작하였다. 생명보험시장에의 진입은 극도로 통제되어 1980년대 중반

까지 6개사 체제를 유지하였고, 보험요율이나 상품면의 경쟁도 선단적 감독행

정 아래에서 엄격하게 제한되었다. 1980년대 중반 들어 내국 보험시장이 개방

되었고, 이 때부터 내자계와 외자계 보험회사 그리고 지방에 본점을 두는 회

사 등이 대거 신설되어 한 때 그 수는 33개사에 이르렀다. 심화된 경쟁과정에

서 부실화한 생보사들은 1997년 외환위기를 맞아 제일생명의 알리안츠 인수 

등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거치게 된다. 즉 1998년의 1차 구조조정에서 국제, 

BYC, 태평양, 고려생명 등 4개사, 1999년의 2차 구조조정에서 대한, 두원, 동

아, 국민, 태평양, 한덕, 조선 등 7개사가 퇴출되고, 이후 한국화약의 대한생명 

인수, 녹십자의 대신생명 인수, 미래에셋의 SK생명 인수 등이 있었다. 2006년

말 현재 내국자본이 11개사, 내외합작자본이 4개사, 순수외자계가 7개사 등 

총 22개사에 이른다. 2005 회계연도 중 생명보험 부분 시장참가자는 22개 사

업자의 수입보험료 총액은 약 61조원을 상회한다10). 2005회계연도의 초회보

험료 기준 시장점유율은 삼성 32.3%, 대한 14.7%, 그리고 교보 17.4% 등으

로 3사의 점유율 누계치는 63.4% 정도이다. 그러나 우체국보험과 농협공제, 

새마을공제, 신협공제 등도 대체재를 공급하며, 생보만을 취급하는 우체국보

험이나 생손보를 모두 다루는 농협공제는 생명보험시장에서 주요 사업자의 

지위를 점한다. 삼성, 대한, 교보 등 소위 대형 3사의 전체 수입보험료 기준 

9) 하나금융연구소/금융감독원, 앞의 보고서, 20.
10)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2006.5,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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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점유율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계속 증가하여 2000년에 80.9%를 

기록한 후, 대폭 감소하여 2005년도에는 65.9%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

다. 외국계 자본의 시장점유율은 1997년 1.5%에 불과하였으나 2005년

의 경우 18.3%에 이르고 있으며11), 방카슈랑스나 교차모집, 겸업화의 

확대 등으로 인하여 이들의 점유율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러

나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우체국보험, 농협공제, 새마을공제를 포

함하면, 점유율 상위 3개사는 공정거래법 소정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추정요건인 75%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동법 제4조). 예금보험공사와 

금융감독원의 자료에 의존하여 하나금융연구소와 금융감독원이 공동으

로 작성한 보고서는 총자산 기준 생명보험산업의 시장집중도를 분석하

고 있다12). 이에 의하면, HHI는  2001년 2,734의 최고치를 기록한 후 

2005년 2,334를 보이고 있고, CR3 방식에 의하면 1999년 81.6의 최고치

에서 2005년에는 74.7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이 분석은 우체국이나 농

협 등을 제외하고 민영보험회사만의 총자산을 기준으로 한 것인 데다

가, 관련시장의 획정에서 제일 중요한 기준이 되는 보험상품을 대상으

로 한 섬세한 분석이 아니며,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가 장기저축

성 보험 등 중요부문에서 서로 경쟁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는 등의 

한계가 있다. 그러나 이 분석과는 상관없이 민영생보시장은 1970년대 

이래 선두 3개사로 집중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당해 분야에서 과

점적 시장구조가 굳어져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라.  손해보험의 시장구조와 점유율분포 

외환위기가 닥친 1997년 말 이후 대대적 구조조정이 진행되어 사업자의 수

가 현저하게 줄어든 생명보험 분야와는 달리, 손해보험사의 수는 외국계 재보

11) 하나금융연구소/금감원, 앞의 보고서, 52. 이 보고서 59면은 주요국 생명보험산

업의 집중도를 또한 비교하고 있다. 즉 HHI 기준으로 미국은 364(2002 기준), 일

본 1,116(2003.3 기준), 영국은 665(1999 기준), 그리고 CR3방식으로는 미국 29.1, 
일본 52.7, 영국 45,9이다.

12) 동 보고서,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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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사의 지점등록과 신규 시장진입 등으로 인하여 그 수가 늘어 1997년 말 17

개사에서 2006년 말 현재 29개사에 이르고 있다. 보험실무 및 감독행정상 손

해보험은 화재, 해상, 자동차, 보증, 특종, 장기, 개인연금 등 크게 7개 분야로 

나뉘어 지는 바13) 이 중 장기 원수보험료 기준으로 약 45.1%(2005년) 그리고 

자동차가 35.2%를 점하여 양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자동보험의 경우 

온라인판매의 성장으로 인한 경쟁심화와 보험료인하 등으로 인하여 손해율이 

급등하면서 그 비중이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반면, 장기의 비중이 커지고 있

다. 또한 교보자동차, 교원나라, 다음 등 오로지 자동차보험만을 판매하거나 

직접판매 만을 행하는 회사 등 영업정책에 큰 차이를 보이는 회사들이 출현

하여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다14). 온라인자동차보험사는 2001년 교보자

동차, 교원나라, 다음다이렉트, 하이카다이렉트 등 4개 온라인 전업사들이 자

동차보험시장에서 치열하게 경합하여 그 비중이 2005년의 경우 10.3%에 이르

렀으며, 2003년 보험업법과 부속법령의 개정을 통하여 은행이나 증권회사 등 

금융기관들이 보험회사 대리점의 자격으로 보험판매를 하는 방카슈랑스의 대

두도 매우 괄목할 현상이다. 직판이나 방카의 경우 판매채널의 다양화를 통하

여 경쟁을 촉진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2005 회계연도 기준 원수

손해보험의 경우 21개 보험사가 약 25조원의 수입보험료를 놓고 경쟁하고 있

다. 2005회계연도의 경우 삼성화재 29.8%, 현대해상화재 14.5%, LIG손보 

14.0%, 동부화재 13.9%의 순이었다15). 손해보험의 경우에도 농협공제, 새마을

공제, 신협공제 등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대체재인 각종 공제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특히 농협은 메이저 손보사의 지위를 가진다. 손해보험시장의 점유율 

분포를 요약하면, 삼성화재를 필두로 하여 현대해상화재, LIG손보, 동부화재 

13) 이 밖에 권원, 해외원수보험. 외국수재 등의 분류가 있다. 보험개발원, 보험통계

연감 2005년도, 284.
14) 손해보험의 판매채널은 크게 보험사의 임직원에 의한 직접판매, 보험설계사, 대

리점, 중개인, 공동인수, 통신판매(전화 및 사이버), 방카슈랑스 등으로 나뉘어지

는 바, 대리점(약 47%)과 설계사(약 35%)가 압도적인 비중을 점하고 있다. 앞의 

2005년도 보험통계연감은 2004년 이전과 달리 2005년부터 통신판매를 임직원 채

널로 분류하고 있다(386면). 
15) 앞의 통계월보,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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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2위 그룹을 형성하면서 소위 대형사로 분류되고 있다. 이들 대형사들의 

점유율은 큰 변화가 없는 반면, 재무건전성이 낮은 중소형사, 즉 자산규모 1

조원 미만의 영세한 회사들(전체 29개 손보사 중 19개사)의 점유율은 지속적

으로 하락하고 있다16).

4.  일본의 경우

가.  전반적 동향

보험시장과 사업자에 대한 규제나 법적환경 그리고 영업조직이나 그 행태 

면에서 우리나라와 일본은 서로 유사할 뿐만 아니라, 특히 영미나 독일과 비

교할 때 양국의 시장구조나 감독환경은 상대적으로 더욱 닮았다. 여기에서 보

험시장의 구조분석이나 관련시장의 확정, 사업자들의 경쟁제한적 행태에 대한 

분석 등에 있어 이웃 일본의 예를 경쟁정책 차원에서 살펴 보는 것은 적지 

않은 의미가 있다.

2004년 12월 일본 금융청이 발표한 ‘금융개혁 프로그램 - 금융서비스 입국

에의 도전’에 의하면17), 일본도 우리나라와 같이 금융입국을 목적으로 하되 

은행 저축 중심의 간접금융을 투자, 즉 직접금융 시스템으로 개편하는 것을 

단기적 정책목표로 삼고 있다. 금융상품의 판매채널의 다양화를 통하여 특정 

금융업종과 소비자의 관계를 유동화, 경쟁화 시킨다. 특히 금융산업 전반에 

있어서 제조와 판매의 분리 그리고 아웃 소싱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편하는 

조치가 진행되고 있다18). 보험부분에 있어서도 소비자 억세스의 보장, 판매채

널의 다양화, 경쟁촉진 등의 흐름은 기본적으로 동일하다19). 즉 선단행정을 

16) ‘총자산' 기준 손해보험산업의 집중도를 살펴 보면, HHI의 경우는 2003년 1,631 
그리고 2005년 1,661이고 CR3는 2003년 56.2 그리고 2005년 57.3이다(하나금융경

영연구소/금감원, 앞의 보고서, 66). 일반적으로 HHI가 1,000에서 1,800 사이를 

‘다소 집중된 시장’(moderately concentrated)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동 보고서의 

관련분석이 한계가 있음은 이미 지적한 바와 같다.
17) www.fsa.go.jp/news/newsj/16/f-2004/224-6a.pdf.
18) 이홍무, 일본의 금융개혁목표와 은행대리점, 생명보험 2005.10, 72-3면.
19) 금융개혁프로그램 ‘공정표’의 포인트(www.fsa.go.jp/news/newsj/16/f-2004/224-6a.pdf.)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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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양하고, 보험상품의 다양화와 가격의 탄력화를 통하여 보험시장을 보다 경

쟁적으로 개편하고자 하는 것이다. 

나.  시장의 기본구획

일본 보험업법20)은 여전히 생명보험업, 손해보험업을 기본적 구획으로 삼

고 있다(업법 제2조 1,2,3호). 즉 보험업은 총리대신의 면허를 얻어 이를 영위

할 수 있는 바, 그 면허는 생명보험업 면허와 손해보험업 면허의 두 종류로 

하며, 동일인이 생명보험업과 손해보험업의 면허를 더불어 받을 수 없다(동법 

제3조 제1항, 제2항). 물론 보험업 이외의 다른 영업의 영위는 원칙적으로 금

지된다(동법 제100조). 

그러나 질병보험, 상해를 원인으로 하는 질병이나 사망보험, 또는 이들의 

치료나 간병비를 전보하는 보험 등은 생명보험사업자나 손해보험사업자가 모

두 영위할 수 있으며(동법 제4항 제2호, 동조 제5항 제2호), 보증보험은 손해

보험의 범주 안에 편입된다(동조 제6항). 우리나라와 크게 다른 점은 금융시

장의 할거구도가 매우 완화되어 보험회사가 매우 다양한 유형의 금융업 혹은 

이의 대리나 중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점이다. 즉 보험회사가 보험면허에 

따른 위험의 인수, 보험료 기타 자산의 운용이라는 본연의 업무에 부수하여 

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업무의 범위가 상당히 넓고 그 내용이 매우 구체적

으로 법률에 명기되어 있는 점이다. 즉 타보험회사 기타 금융업자의 업무의 

대리 또는 사무의 대행, 채무의 보증, 국채나 지방채의 인수와 이의 모집, 양

도성예금증서 등 금전채권의 취득 또는 양도, 특정사채의 인수와 그 모집, 단

기사채의 취득 또는 양도, 유가증권 사모(私募)취급, 거래소 금융선물거래와 

동 거래의 수탁, 지방채 또는 사채 기타 채권의 모집 또는 관리의 수탁, 생보

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신탁업무 등을 행할 수 있다(보험업법 제98조, 제99조).

다.  최근의 변화

잃어버린 10년으로 지칭되는 지난 10여년간 일본 보험시장도 큰 변화를 

20)  2005년 7월 26일 법률 제87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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겪었다. 보험시장, 특히 생명보험시장의 보험계약 보유고는 약 4분의 3 정

도로 줄었고, 약 4할 정도의 비중을 점했던 저축성보험은 거의 사라지고 

보장성보험의 비율이 대부분을 점할 정도로 보험회사 포트폴리오가 변하

였다. 시장위축과 경쟁심화로 인한 보험회사의 통폐합, 지주회사 등으로의 

그룹화, 우체국보험의 민영화 등의 큰 변화가 있었다. 2005년 6월말 기준 

일본의 생명보험회사는 총 39개사 이다21). 

이 중 외국사는 4개사로서 모두 지점 형태로 일본에서 영업을 영위한

다. 국내사를 살펴 보면, 내자계 국내사는 13개사(6개사는 상호회사), 외국

자본 50% 이상의 외자계 회사는 12개사, 손해보험회사가 지분의 50% 이상

을 보유하는 손보계자회사가 10개사 이다. 한편 보험지주회사는 악사자판

홀딩주식회사(악사생명, 악사그룹라이프생명, 악사손보 등), 주식회사T&D

홀딩스(태양생명, 대동생명, 티안도티피낸셜생명), 소니파이낸셜홀딩스(소니

생명, 소니손보, 소니은행) 등의 3개사가 있다. 한편 손해보험사는 총 48개

사로, 이 중 국내사는 27개사이다. 국내사 중 18개사는 내자계이고, 외자 

50% 이상의 외자계가 4개사, 생명보험회사가 지분의 50% 이상의 보유하는 

생보계자회사가 2개사, 그리고 재보험전업회사가 3개사이다. 한편 손보계 

보험지주회사는 주식회사 미레아홀딩스 1개사가 있다. 

21개의 외국손해보험회사는 모두 지점형태로 영위되고 있는 바, 미국이 

5개사, 영국 3개사, 독일, 프랑스, 스위스 각 2개사, 이탈리아, 노르웨이, 인

도, 필리핀, 버뮤다, 네덜란드와 한국(현대해상화재보험)이 각 1개사이다. 

2005년 6월 기준 직전 5년간의 생명보험시장의 구조변화를 살펴 보면22), 먼저 

회사의 면허가 폐지되고 당해 회사의 보험계약이 포괄이전된 사례가 3건이 

있었고, 8건의 합병이 있었으며, 신규면허는 2001년에 두 건이 있었다. 한편 

2002의 경우 전체 생보사의 보험료수입과 자산운용수익 등 전체수익은 10.2% 

그리고 2003년의 경우에는 1.5%가 각각 감소하였으나, 16년도 결산에서는 

0.1%의 증가가 있었다. 이 기간 동안 일본의 손해보험시장에서는 총 10건의 

합병이 진행되었다23). 내자계 손보사의 신규면허는 3건이고 영업폐지는 1건 

21) 일본 금융청 백서, 평성 17년, 자료 13-4-1. 이하 같음.
22) 앞의 일본 금융청 백서, 자료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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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데 비하여, 외자계 손보사의 신규면허는 4건이었고 영업폐지는 11건에 이르

러 퇴출하는 외자계 회사가 매우 많았다. 한편 평성 2002년과 2003년의 기간

에 대한 정미수입보험료는 각각 7.1%와 2.4%가 늘어났으나 2004년의 경우에

는 전년 대비 0.1%가 감소하였다. 

라.  가벼운 비교

수입보험료 등을 기준으로 거칠게 말할 경우 일본 보험시장의 규모는 한국

에 비해 대체로 6배 정도의 규모를 가진 것으로 이해되고 있는 바, 이는 양국

의 경제규모에 대체로 비례하는 것이다. 보험회사의 수는 생보사의 경우 39개

사로 우리나라의 2배 정도이고, 손해보험사는 48개사로서 우리나라의 2배에 

미치지 못한다. 보험시장의 전체 규모를 고려할 때, 한국의 보험회사의 수는 

일본에 비해 약 3배가 많은 셈이며 그 만큼 과당경쟁의 소지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주요 보험회사들이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인 것처럼, 일본

에서도 생명보험회사가 주요 기업집단의 연결고리가 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 보험업법과 부속법령 등 법제의 명문 근거하에 보험지

주회사의 설립이 상대적으로 용이하고 또 상당수의 보험지주회사가 실제 운

용되고 있는 점은 우리와 크게 다르다. 특히 주목할 변화는 지주회사 규제와 

경제력집중억제 제도가 완화되면서, 서로 다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보험회사나 

은행들이 합병이나 지주회사 체제를 통하여 결합함으로써 기업집단 상호간의 

결부를 만들어내는 양상이다.

한편 판매채널의 변화, 예컨대 텔레마케팅, 홈쇼핑, 사이버몰 등을 통한 직

판이나 방카슈랑스 등의 비중은 우리나라에 비해 낮고, 보험회사들의 영업방

식과 행태, 그리고 이들의 가변성도 우리나라 보험사사업자들과 다른 면모로 

간취된다. 그러나 양국의 보험시장은 상품생산 단계는 물론 판매 단계에 걸쳐 

수평적으로 또 수직적으로 구조적 변화요인을 안고 있고, 제조자 차원 그리고 

판매채널 차원의 경쟁을 촉발하고 이에 따른 구조조정과 시장재편이 예견될 

수 있다24). 여기에는 전반적인 금융통합을 겨냥하는 법적, 제도적 여건의 변

23) 앞의 백서, 자료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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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가 중요한 배경이 되고 있는 셈이다.

5. 소결론

우리나라의 경우 생명보험(3개사)과 손해보험(4개사) 모두 소수의 회사가 

시장을 선도하는 과점적 구조가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고, 점유율 1위 회사와 

나머지 선두권 회사의 격차가 상당한 큰 특색을 보인다. 여기에 보험업법의 

통제 밖에 있는 우체국과 농협 등을 선도적 사업자 군에 편입시킬 경우에도 

생손보 공히 ‘상당히 집중된’(moderately concentrated)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단일 혹은 상위 3개사에 대한 시장집중은 지금까지 공정거

래법 소정의 시장지배적 지위 추정요건을 충족시키는 상황은 아니다.

한편 내국 보험시장은 생손보를 막론하고 상당한 정도의 해외경쟁이 도입

되어 각각 20여개 이상의 사업자들이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여기에 홈쇼핑, 

텔레마케팅, 인터넷 판매 등 직판이 대두하고 방카슈랑스를 통해 판매채널간

의 경쟁도 촉진되고 있다25). 낮은 시장점유율 하에서 부실한 재무구조를 보이

는 보험회사들이 생손보사 공히 다수 간 존재하고 있으며, 방카슈랑스와 직판

의 부상을 통하여 보험설계사나 대리점의 수가 급속하게 줄어들고 있다26). 또

한 제도적 진입장벽과 겸업금지 조항은 잔존하고 있으나, 80년대 이래의 시장

개방 그리고 보험업법의 거듭된 개정을 통하여 상당히 낮아지고 있다.

24) 예컨대 방카슈랑스 등 직판채널에 대해 한국의 보험소비자들의 반응은 전반적으

로 긍정적이며, 특히 화이트칼라 계층에서 방카슈랑스 등 직판채널에 대한 선호

도가 높다. 정세창/유효성, 소비자특성별 채널선호분석 및 손해보험 상품별 판매

전략, 보험개발연구 제17권 제1호(2006.3), 35.
25)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2006.5, 120면의 보집형태별 및 방법별 원수보험료 현

황표 참조.
26) 2006년 6월 30일 현재 손보의 보험설계사 총수는 74,721명 그리고 대리점 총

수는 45,493개, 금융기관보험대리점 총수는 256개이다(보험개발원, 보험통계

월보 2006.5, 129면). 한편 생보의 경우에는 2005년 말 현재 보험설계사 총수

는 123,850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대리점의 총수는 2004년 

6,671개소에서 2005년 10,290개소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보험개발원, 2005년 

통계연감, 207-216).



Ⅱ. 보험산업에 대한 공정거래법의 적용

1.  총설

나라에 따라 편차가 존재하지만, 보험시장과 보험상품은 독점금지법이나 

소비자법의 적용에 있어 특수한 위치를 점하여 왔다. 유형재화 시장에 대해서

는 원칙적으로 정부의 간섭이나 통제가 없는 반면, 당해 시장의 구조나 사업

자의 영업행태가 독점금지법에 의한 보편적 통제를 받는다. 보험산업은 규제

당국의 전문적 규제의 대상이 되면서, 공정거래법의 그간의 운용에 있어서는 

상당한 적용면제를 누려온 분야인 것이다.

전문적 규제당국이 보험시장과 보험회사의 영업행태에 대하여 광범한 규제

를 가하는 것과 관련하여 보험사업의 성격에서 이 이유를 구하는 것이 보통

이다. 민영보험사업은 준공익사업으로서 사보험거래, 다른 상거래와는 달리 

공공적 혹은 사회적 속성을 지닌다는 것이다27). 여하튼 보험사업, 즉 보험사

업의 개시, 영위, 종료 전반에 대해 감독관청의 실질적 개입이 따르고, 그 법

적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 보험업법이다. 현행 보험업법 제1조는 동법의 목적

으로서, 보험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이념으로 하

면서 구체적인 목표로는 보험사업에 대한 효율적 지도감독, 보험계약자와 피

보험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권익보호를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보험업법의 근

본적 계기는 보험회사에 대한 감독에 있고, 이것이 궁극적으로 표적하는 바는 

보험소비자 보호인 것이다. 한편 민영보험사업자, 즉 보험회사는 보험상품을 

27) 그러나 민영 보험산업의 공익성 혹은 공공성에 관한 논의는 그 논리가 확실하지 

않고, 다른 규제산업과 이를 차별화할 근거를 찾기도 어렵다. 실제로 보험의 원류

인 영국에서도 1870년에 비로소 생명보험법의 제정으로 보험산업에 대한 규제가 

도입되었고, 규제의 내용도 1930년대에 이르기까지 법원에 일종의 담보금을 예탁

하도록 강제하는 것에 머물렀다(John Birds/Norma J. Hird, Bird's Modern 

Insurance Law, 6th Ed., Sweet & Maxwell, 2004, p.22). 민영 보험업 혹은 보험

거래는 기본적으로 영리사업이자 상행위라는 사실이 강조되어야 하고, 민영보험

업에 대한 어정쩡한 공공성 논리는 사보험을 사회보험과 혼동시키고 이에 관한 

정책적 혹은 해석적 논의를 어렵게 하는 면이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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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하여 이를 수요자 내지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것이 기본적 영업활동이고, 

이 행위는 상법 소정의 기본적 상행위를 구성하면서 상법 제4편 보험편의 규

율을 받게 된다. 민영 보험계약관계는 사적자치의 영역에 속하므로 보험계약

법은 기본적으로 임의법의 성격을 지닌다. 그런데 가계보험의 경우 보험소비

자 보호는 매우 중요한 입법적 과제가 된다. 그 결과 상법 보험편의 전체규정

이 1991년의 개정을 통해 상대적 강행법규로 되었고, 1976년 서독 약관규제법

(AGB Gesetz)의 예에 따른 1986년 약관법이 각종 사보험약관을 규범적으로 

통제하는 일반적 전거가 될 뿐만 아니라 약관법 관련 분쟁에서 보험분쟁은 

그 수나 법리적 측면에서 그 비중이 매우 크다. 또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행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소위 소비자법에 속하는 각종의 단행법, 예컨대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등이 계약관계에 대해 강행법적

으로 개입하고 있고, 이들 법규의 수효나 규제내용은 점증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거래에 대하여서는 이들 소비자법의 적용은 당해 법의 명시적 적용유보

조항에 의거하여 유보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하 경쟁법적용과 관련하여 보험

시장과 보험상품의 특수성을 살펴보고, 1980년 제정 이후 공정거래법의 보험

산업에 대한 적용강화의 흐름과 현황을 점검한다. 앞서 언급한 바 있으나, 보

험시장에 대한 독점규제는 범세계적으로 그 강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

이다.

2.  보험시장과 보험상품의 특수성

가. 경쟁법이 지향하는 시장

경쟁법은 사시장경제(private market economy)를 전제로 하지만, 경쟁법이 

구체적으로 지향하는 시장의 모습에 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다. 즉 상품이나 

서비스의 생산과 유통과 관련하여 이를 어디까지 또 어느 정도로 시장기능

(혹은 가격기능)에 맡길 것인가, 혹은 정부의 시장개입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

이며 그 수단과 절차는 어떠하여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신념들

이 이념적 경향성을 보이면서 대립한다. 현실적 측면에서도 개별 국민경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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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당해 시장경제의 성숙도, 시장참가자의 시장행태와 관행 그리고 문화적 

전통 등에 따라 서로 상이한 해법이 제기될 필요가 있음도 분명하다. 1980년

대 말 사회주의권의 붕락은 보수적 시장주의자의 입지를 강화시키고 탈규제

의 흐름을 촉발시키면서, 반독점정책의 면에 있어서도 시카고학파의 이론, 특

히 수직적 거래제한에 관한 주장이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전통적 독금법이론에서는 시장의 불완전성과 한계를 

시인하고 경쟁당국의 대국적인 개입을 통해 시장의 개방성과 사시장경제체제

의 원활한 작동을 보장하거나 도울 수 있다고 여전히 믿고 있다. 전통적인 독

금법론자들은 현실시장의 불완전성과 완전경쟁의 잠정성을 감안하여, 독점금

지법의 이상을 완전경쟁이 아니라 소위 유효경쟁의 확보와 유지에 두고 그 

분석틀로서 소위 관리가격이론(administered price theory)을 제시한다. 여기

서 유효경쟁이라 함은 경쟁이 가져오는 긍정적 기능을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정도의 경쟁을 말하고, 이러한 경쟁이 이루어지는 시장이 유효경쟁시장

이다. 그리고 이러한 전통적인 흐름을 반영하여 주요 정책결정자들, 즉 최고

재판소, 연방거래위원회 그리고 연방 법무성이 독과점을 규제해 온 경과를 살

펴 보더라도, 수많은 사업자가 시장에 참입하여 무한의 경쟁을 벌이는 완전경

쟁을 염두에 두는 것이 아니라 ‘중간 규모’의 ‘상당한 수’의 사업자가 경합하

는 시장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한편 시카고-UCLA학파가 사용하는 분석틀은 소위 응용가격이론(applied 

price theory)으로서, 그 암묵적 전제가 되는 것은 완전경쟁이다. 시카고학파

가 전통적 주장에 대해 경제학의 이론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하는 것이 이를 

반증한다. 시카고학파가 완전경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주장은 

현실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할 수 있고28), 또 시장에 대한 정태적 분석을 한다

는 점에서 시카고 이후 학파들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는 점은 하버드학파와 

같다. 1980년대 이후에는 Williamson 등의 거래비용론이나 기술혁신이 경쟁

촉진의 보다 큰 동인이 된다는 수정주의 이론이 등장하면서, 언제든지 잠재적 

참입자가 시장에 진입하여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장의 상황을 강조하는 

28) Sullivan/Jones, "Monopoly Conduct, Especially Leveraging Power", 

'Antitrust, Innovation, And Competitiveness'(Oxford, 1992), p.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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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합시장 혹은 가쟁시장(可爭市場) 이론이 크게 입지를 확보하고 있는 듯하

다. 가쟁시장론(contestability doctrine)은 시장에서의 현실적 경쟁의 존재나 

사업자의 수 보다는 시장진입에 대한 장벽의 존재 여부를 중시하고, 독점금지

정책의 목표는 완벽하게 다툴 수 있는 시장의 확보이어야 한다고 본다. 그러

나 가쟁시장론도 결국 완전경쟁의 비현실성 내지 경과적 성격을 감안하고 있

는 점에서는 유효경쟁론과 다를 바 없다.

나. 경쟁정책적 관점의 보험시장

 1) 자연독점과 생산적 효율성론

보험소비자의 입장에서 바라 볼 때, 보험은 스스로 안고 있는 위험을 금전

지급을 대가로 하여 보험단체에 전가함으로써 위험을 관리하는 수단이다. 한

편 보험사업자는 개별 보험가입자가 안고 있는 위험, 즉 불확실성을 대규모로 

집적함으로써(pooling of risks, law of large numbers) 우연성이 높은 위험을 

평준화하고 사고발생률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바로 이 차이가 

보험사업의 합리적인 영위의 출발점이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대수의 법칙을 

어느 정도 충족시킬 수 있는 최소한의 시장규모가 합리적인 보험사업의 합리

적 영위를 위해 요구된다.

즉 보험과 금융, 통신, 방송, 에너지, 공중여객운송 등의 분야는 자연독점 

이론이 주장된 대표적 규제산업으로서, 전문규제당국이 시장진입과 퇴출 그리

고 가격과 서비스품질 등에 대한 경제적 규제를 가함으로써 소위 생산적 효

율성(productive efficiency)을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상정하였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에는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에서 규제산업에 관한 정책이 

급속하게 변화하였다. 즉 규제산업에 대한 자연독점론은 그 이론적 설득력이 

약화된 것은 물론, 전통적 규제산업에 대한 구체적 산업정책, 예컨대 미국이

나 주요국가의 통신시장이나 전력시장 등의 민영화와 경쟁질서의 도입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연독점론을 배경으로 한 전문적규제는 그 정도나 내용면에

서 크게 후퇴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의 배후에는 급격한 기술발전, 글

로벌 마켓의 대두, 그리고 국민경제의 전반적 민영화와 규제완화의 큰 흐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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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여 있는 것이다. 오늘의 시점에서 보험사업이 자연독점 혹은 이에 준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주장은 비교법적으로 또 우리나라의 전반적 경쟁

질서의 현실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러나 수많은 사업자가 난립하면서 시

장과 수요자를 두고 무한의 다툼을 벌이는 완전경쟁시장의 모델은 특히 보험

시장에 대해서는 타당하지 않고, 어느 정도의 시장규모가 확보될 때 비로소 

보험사업의 합리적인 영위나 소비자의 후생확보가 가능한 분야이다. 바로 이

것이 보험시장의 진입장벽이 특히 높게 설정된 배경이기도 하며 보험업법에 

의한 광범위하고 실질적인 경제적 규제가 가해지는 이유이기도 하다29). 또 보

험은 금융상품 중에서도 단체성을 배경에 깔고 있는 특이한 거래로서, 판매방

법에 있어서도 은행상품처럼 점두판매로는 어렵고 보험자 측이 적극적으로 

수요자에게 접근할 필요가 있는 특수성이 있다.

 2) 보험시장의 특수성에 관한 논의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보험사업은 기본적으로 위험의 대량적 집적을 통

한 위험의 분산에 의하고 있어, 개별 보험사업자에게 사고발생률을 안정시킬 

수 있는 정도의 보험시장의 확보가 필요한 사업이다. 여기에서 보험시장은 소

위 자연독점 분야의 하나이며, 보험산업은 시장과 경쟁에 관한 일반적 규율이 

아니라 특유의 전문적 규제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입론이 이루어지는 것이

다. 일부의 논자에 의하면, 보험시장은 다른 시장에 비해 그 불완전성이 더욱 

현저하다고 주장되는 바 그 근거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적시된다30).

첫째, 여러 보험자가 제공하는 보험상품은 질적인 면이나 인적인 면에서 

동질성이 결여되어 질적 차이가 현저할 수 있다. 둘째, 보험상품이 구체적인 

29) 우리나라 보험시장은 여러 겹의 진입장벽이 설정되어 있다. 행정상의 진입장벽인 

영업허가는 물론이고, 내국사업자의 법적 형태면에서 주식회사와 상호회사로 규

제되고 최저 납입자본금도 원칙적으로 30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보험업법 제4조, 
제6조 등). 

30) 독일의 저명한 보험학자 Dieter Farny가 대표적이며, 그의 주장은 국내 보험학계

에도 널리 소개되어 있다. 조해균, 보험시장의 특성에 관한 연구, 보험학회지 제

31집, 69면(Farny, Die Versicherungsm�rkte: Eine Studie �ber die 

Versicherungsmarkttheorie, S.26ff.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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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재화가 아니라 추상적인 상품이기 때문에 보험소비자들이 복잡하고 다양

한 보험급부의 내용과 조건을 충분히 이해하기 어려워서 완전시장의 전제가 

되는 시장통찰력이 결여되며31), 셋째 보험소비자나 보험사업자는 시장여건의 

변화에 따른 적응력이 결여되거나 제한되어 있고, 넷째 보험주식회사의 이윤

극대화가 법적으로 규제되고 보험소비자의 효용극대화도 제도적으로 통제되

어 있다는 점 등이다. 그러나 보험상품은 약관이나 감독행정을 통해 규격화되

어 있어 다른 상품에 비해 동질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보인

다. 그 다음 보험소비자들이 거래의 내용이나 조건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납득하기 어렵다. 약관의 명시설명의무가 비교적 가장 강조

되는 거래가 보험이며, 또 기업보험의 성격을 가지는 손해보험은 차치하고 생

명보험도 시장침투도가 매우 높고 대중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경쟁시

장의 기본전제라고 할 수요자의 정보확보면에 있어서도 보험소비자가 열위에 

있다는 일반적인 증거는 없다. 마지막으로 보험사업자의 영업활동 특히, 이윤

극대화가 제한되고 자산운용 등 운신의 폭이 엄격하게 제한된다는 점은 경쟁

법의 전제, 즉 개방된 시장에서 자유로운 가격경쟁을 행한다는 전제에서 상당 

부분 벗어나 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보험시장에 대한 보험감독관청의 엄격한 

개입을 보장하는 보험업법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지, 보험시장의 구조적 특성

으로 인한 것은 아니다. 요컨대 보험시장의 구조적 특성으로 인하여 경쟁법의 

적용이 일반적으로 배제되거나 제한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것

이다.  

다. 보험상품의 특수성

 1) 단체적으로 구성되나 개별적으로 공급되는 상품

보험은 동질적 위험에 처한 다수인이 위험단체를 구성하여 위험을 전가, 

평준화하는 위험관리기법(risk management)의 하나이며, 보험제도의 본질적 

특성은 바로 이 단체성에 있다. 그러나 상호보험과는 달리, 영리보험의 경우 

보험의 단체성은 제도적으로 은닉되어 있다. 

31) ‘신뢰적 속성’의 상품이라고도 한다. Eisen, ZVersWiss 1989, S. 157,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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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는 영리보험회사와 보험가입자 사이의 개별적인 채권계약의 모습으

로 보험상품이 판매되고 개별 보험계약자는 다른 보험계약자와 하등의 법적 

관련을 맺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영리보험의 경우 단체성은 개별 보험계약의 

배후로 잠복하게 된다. 

그러나 보험사업과 보험거래의 특성으로서 단체성을 부인하기는 어렵고, 

보험업법과 보험계약법(즉 상법 제4편)의 핵심적 규정들이 이와 직결되어 있

다. 보험사업의 기본전제가 되는 보험료율의 산출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통계자료를 기초로 대수의 법칙 및 통계신뢰도를 바탕으로 하여야 하며’(보

험업법 제129조 보험료율 산출의 원칙), 보험계약 체결 전후의 고지의무나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의무 등(상법 제651조에서 제653조)도 위험의 평준화와 

직결된다.  

재정적 위기에 처하여 관리를 받는 보험회사가 체결한 보험계약에서 감독

관청이 보험금의 삭감과 보험료의 증액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하는 구 보험업

법 제111조의 적용이 문제된 사안에서 법조실무도 보험의 단체성을 빌어 동

조가 사유재산권을 보장하는 헌법 정신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대법원 1966. 10. 21. 판결 66 다 1458)32). 

정상적인 보험회사의 거래에 대해서도 감독관청은 업무집행방법의 변경이

나 적립금의 보유, 보험약관 기타 기초서류에 대한 변경명령 또는 사용정지를 

명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보험약관 변경명령의 효력을 이미 체결된 보

험계약에 대해서도 미치게 할 수 있다(보험업법 제131조 제1항, 제2항). 감독

관청이 기업과 소비자 사이의 계약관계에 개입하여 그 내용의 변경을 강제한

다는 것은 사적자치가 지배하는 일반적인 거래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여기에서 보험의 단체성은 보험감독법은 물론이고, 보험거래법에 있어서도 반

32) 2003년 개정 보험업법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의 전부의 이전과 관련하여 이

전계약에서 계산의 기초변경, 보험금액의 삭감과 장래의 보험료의 감액 또는 

계약조항의 변경을 정할 수 있도록 한다(동법 제143조). 영국의 경우에도 2000

년의 금융서비스통합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서비스보상계획법인(Financial 
Services Compensation Scheme Ltd, 즉 FSCS)이 유사한 경우에 보험금삭감과 

지급시기 연장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Birds/Hird, op. cit., 

pp.2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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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되어 있는 셈이다.

 2) 규격화된 거래

거래객체의 규격화는 집단적, 대량적, 몰개성적인 거래를 신속하고 또 원

활하게 체결하는데 기여한다. 거래객체의 규격화 내지 표준화는 효율성제고

를 이념으로 삼는 상거래법의 일반적 특성의 하나이다. 보험거래의 경우 보

험의 단체성, 즉 구성원에 대한 평등대우의 관점에서 보험상품의 내용은 더

욱 정형화, 획일화되고 있고, 이 배후에는 감독행정이 있다.

보험상품의 규격화가 반드시 보험소비자의 편익에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보험사업의 특성과 문제점을 숙지하는 주무관청이 공익

적 견지에서 행하는 감독을 통해 보험거래가 합리화되고 약관에 대한 객관적, 

획일적 해석을 통해 보험소비자는 평등한 대우를 보장받고, 소비자에게 유리

한 약관의 소급적용(현행 보험업법 제131조 제2항)을 통해 소비자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기 때문이다.

 3) 소비자법 적용에서의 특수성

보험거래의 특수성은 소비자법의 적용에 있어서도 상당한 예외를 빚어낸

다. 우선 보험거래는 사적자치가 지배하는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상법 제4편 

전편의 규정이 상대적 강행규범으로 되어 있다(상법 제663조).

한편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은 보험거래에 전면적으로 적용되고, 그 결과 

보험약관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심사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공정위는 보험

약관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바로 내리는 것이 아니라 주무관청인 금융감독위

원회에 그 시정을 요청해 왔다. 그러나 이에 관한 법상황이 2003년 보험업법

의 개정으로 크게 바뀌었다. 즉 약관법에 의하면 관청인가약관의 경우에 공정

위가 주무관청에 문제의 약관조항에 대한 시정을 요청할 수 있으나(약관법 

제18조 제1항), 2003년 보험업법 개정에 따라 보험약관의 개정은 더 이상 금

감위의 인가를 요하지 않고 사전 혹은 사후의 신고로 바뀌었기 때문이다(보

험업법 제127조 제1항, 제2항). 보험약관에 대한 주무관청의 사전인가 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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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한 현 시점에서 공정위가 금감위에 대하여 약관조항의 시정을 계속 요청

하도록 풀이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정합성이 떨어지며, 이 문제는 앞으로 해석

학적 그리고 정책적 검토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우리나라 할부거

래에 관한 법률이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보험거래에 대한 적용은 전

면적으로 유보되고 있다(방판법 제3조 제3항, 할부거래법 시행령 제2조 제3호,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제3조 등). 이는 보험사업의 특수성과 보험업법에 의한 

감독관청의 실질적 감독이 존재한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써33), 다른 나라에

서도 보험거래에 대해서는 이들 소비자법의 적용을 면제하는 관행을 확인할 

수 있다. 예컨대 영국의 경우 소비자를 상대로 한 거래에 있어 불공정한 계약

조항을 통제하기 위한 ‘불공정계약조항법’(The Unfair Contract Terms Act)이 

1974년에 제정되었으나, 이 법은 보험거래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하였고 

영국 보험자협회가 이 법의 취지를 반영한 자율협정을 제정하여 사용해 왔

다.34). 한편 유럽연합의 일원으로서 영국은 특히 소비자계약상의 남용조항에 

관한 유럽지침을 자국에서 시행하기 위해 1994년에 ‘소비자계약상의 불공정조

항에 관한 규정’(The Unfair Terms in Consumer Contracts Regulations. 

UTCCR으로 약칭됨)을 제정한 후 1999년에 이를 다시 개정하였다35). 1999년 

UTCCR 제6조에 의하면, 가격의 적정성이나 계약의 주요 대상(major subject 

matter)을 정하는 계약조항이 쉽고 이해가능한 용어로 기재되어 있을 경우 이

를 규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 배제조항은 보험계약에 대해서만 적용되

는 것이 아니라 모든 종류의 소비자거래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동조가 

33) 예컨대 전문규제당국의 전반적 규제의 존재는 미국 연방독금법의 적용면제에 관

한 판례법, 예컨대 신고요금(filed rate)이나 묵시적 적용제외(implied exemption) 

법리가 전개되어 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호에서 상론한다.
34) Clarke, The Law of Insurance Contracts, 2nd Ed., 1994, p.483.
35) Council Directive 93/13/EEC of 5 April 1993(OJL95. 21.4.1993, p.29-34). 이 지

침은 영국이 이를 국내법으로 수용하여야 하였고, 그 결과 UTCCR 1994가 제정된 

후 다시 이를 보완한 UTCCR 1999가 시행 중에 있다. 한편 불공정계약조항법

(UCTA 1977과 UTCCR 1999는 그 효력면에서 우열관계에 있지 않고, 어느 하나

의 법에 따르면 부당한 계약조항으로서 무효가 되는 것이라면 고객은 이를 원용

할 수 있다. 한기정, 영국 약관규제법에 관한 소고, 이화여대 법학논집 2000.12., 

IV.3.(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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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TCCR 제6조가 보험거래의 특수성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할 필요는 없으나, 

여하튼 보험계약의 주된 목적을 정하거나 보험료와 보험금의 적절성과 관련

된 조항은 공정성 심사에서 배제되는 셈이다. 보험약관에 대한 지침의 부분적 

적용제외는 영국 특유의 현상이 아니다. 유럽연합지침이 제정되던 당시 유럽 

보험업계는 이 지침이 보험거래에 적용되는 것을 바라지 아니하였고, 그 결과 

보험약관의 중요한 부분을 불공정성 심사에서 배제시켰다. 즉 지침 전문 19항

은 계약상의 주된 급부 혹은 서비스를 포함한 공급품의 가격과 급부관계를 

설정하는 조항이 불공정한 것으로 평가될 수 없음을 정하고, 동항 단서는 우

선 보험계약에 관한 예를 들고 있다. 즉 ‘부보위험과 보험자의 책임을 명확하

게 정하거나 이를 제한하는 조항’은 그것이 소비자가 지급하는 보험료를 산정

함에 있어 고려되는 것인 한 불공정한 것으로 판단되지 아니한다.

라. 정리

보험감독법적 견지에서 보험상품이란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목적으로 

보험종목별 혹은 보장위험단위별 영위업무, 계약내용 및 보험료산출 등에 관

한 사항을 정한 소위 기초서류, 즉 사업방법서, 보험약관, 그리고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등으로 구체화된다(보험감독규정36) 제7-49조 제1항 제

1호). 우리나라의 경우 개별 사업자별로 보통거래약관을 사용함은 물론이고, 

보험회사들이 핵심적 내용에서 공통된 약관을 사용한다는 점이 큰 특징이다. 

우선 약관을 통해 개별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제시하는 거래조건이 통일되며, 

또 모든 보험사업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제시한 표준약관37)에 따르는 상품구

성을 하여야 상품의 신고와 판매가 가능하다. 표준약관 제도를 비판적으로 본

36) 보험감독에 관한 기본법은 보험업법인 바, 그 부속법령으로 동법 시행령, 시행규

칙이 있다. 보험감독규정(금감위 공고 제2003-44호)은 이들 법규의 소관에 속하는 

보험기관의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그 성격은 

기본적으로 법률보충적 법규명령이라고 할 것이다. 보험감독규정은 다시 보험업

감독업무시행세칙이라는 하위규정을 두고 있다.
37) 현재 표준약관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에 보험종목별로 수록되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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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 모든 보험사업자들이 가담하는 일종의 거래조건 카르텔이 보험감독행정

을 통해 성립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표준약관을 통해 상품심사가 쉬워지

는 점은 있으나, 표준약관 제도를 통하여 상품내용이 규격화된다는 것은 필연

적으로 경쟁제한적 결과를 빚어내게 된다. 표준약관 제도로 인하여 독창적이

고 소비자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는 보험상품의 개발이 제약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 선단적 보험감독이 이루어지던 시기에 표준약관의 운용은 보

험협회 등 사업자단체가 관장하였다는 사실도 여기에서 되새길 수 있다. 보험

료율에 관해서도 종래 동일하거나 비슷한 요율체계가 보험감독을 배경으로 

사실상 강제되어 왔으나, 1990년대 말 이후 상품개발과 요율면의 경쟁이 촉진

되고 있다. 

1998년 4월 개정의 손해보험요율관리규정은 보험상품을 신고상품, 보고상

품 그리고 자유상품으로 크게 나누고, 자유상품의 요율에 대해서는 신고 또는 

보고하지 아니하고 사용할 수 있고, 보고상품에 대해서는 요율을 산정 또는 

사용한 후에 금융감독원장에 보고하여야 하고, 신고상품의 요율에 대해서는 

이를 사용하기 전에 금융감독원장에게 사전신고하고 수리가 거부되지 않으면 

신고일로부터 20일이 지난 날에 인가된 것으로 하였다(구 손해보험상품요율

관리규정 제13조 1, 2, 3항). 이러한 상품 및 요율규제의 체계는 2003년 개정 

보험업법 하에서도 기본적으로 같다. 즉 시행예정일 30일 전에 미리 신고하여

야 하는 신고상품, 기초서류의 변경내용을 매분기별로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

함으로써 신고에 갈음할 수 있는 보고상품, 그리고 자유상품으로 나누어지고 

있는 것이다(보험업법 제127조). 

또한 보험상품 신고서나 보고서, 즉 제출서에는 선임계리사가 검증⦁확인

한 기초서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의 정확성과 예정위험율의 적정성에 

관한 보험료율산출기관, 즉 보험개발원의 확인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다(보

험업법 시행령 제71조 제5항)38). 그리고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이 겸하는 금

융감독원장은 보험회사가 신고 또는 제출한 보험상품, 즉 약관, 사업방법서, 

38) 보험업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관련 ‘기초서류 작성기준’은 보험업법 시행령 별

표 1에 담겨 있고, 다시 보험업감독규정 제8절(보험상품제출기준 등)과 제9절(보

험상품심사기준)이 상세하게 마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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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등에 대하여 일정한 경우 신고의 수리를 

거부하거나 변경을 권고할 수 있으며, 나아가서 보험상품의 변경 또는 판매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보험업감독규정 제7-82조). 특히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대하여는 예정위험률의 적절성, 예정사업비율의 합리성, 예정이

율 및 공시이율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고(감독규정 제7-85조), 금

융감독원장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의 별표 15에서 보험상품심사의 세부기

준을 제시하고 있다.  

요컨대 전문규제당국의 감독행정을 통하여 보험요율 및 상품개발 경쟁이 

억제될 수 있는 규범적 환경이 잔존하고 있으며, 전문규제당국의 소위 경제적 

규제가 가격경쟁을 비롯한 경쟁을 제한하는 관행과 결부되어 있는지 여부를 

비판적으로 검토할 여지가 적지 않다. 기초서류에 대한 규제에 있어서도 종전

의 인가제를 폐지하고 신고 혹은 보고제로 그 규제가 완화되었음에도 불구하

고, 신고제나 보고제의 실제의 운영이 사실상 인가제와 마찬가지일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여기에서 향후 보험시장에 대한 감독과 경쟁정책은 소

비자후생의 관점에서 거래조건의 규격화나 요율경쟁에 대한 제한요인을 제거

하는 등 보다 경쟁촉진적 방향으로 조율될 것으로 기대된다.

3. 보험시장에 대한 공정거래법의 적용확대

가. 연혁과 현황

 1) 1980년의 제정 공정거래법

우리나라가 제대로 된 독점금지법, 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것은 1980년이다. 보험사업에 대한 독점규제법의 적용 여부에 관해서는 

이 법 제정 당시부터 논란이 있었으나, 1984년 7월에 동법 시행령의 개정을 통

해 보험업도 동법의 규제대상에 포함시켰다(동령 제2조 제1항 제4호). 그러나 

동령 부칙 제2조는 보험사업에 대한 독점규제법의 적용은 동법 제15조 소정의 

불공정거래행위와 보험업법에 근거가 없는 공동행위에 한하도록 제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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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1990년 개정법

1990년에 전문 개정된 공정거래법 제2조 제1호 (바)는 보험이 금융, 부동산

사업 및 서비스사업과 더불어 동법의 규제대상임을 명시하였다. 이로써 보험

산업 내지 보험거래가 우리 독점규제법의 원칙적 적용대상임이 법률상으로 

선언되기에 이르렀다. 다만 보험사업자에 대하여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금지

에 관한 동법 제3조, 기업결합제한에 관한 동법 제7조, 기업결합신고에 관한 

동법 제12조의 적용이 전면적으로 유보되고, 출자총액의 제한에 관한 동법 제

10조,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에 관한 동법 제29조의 적용을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었다. 또한 공정거래법은 처음부터 개별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

가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에 대해 동법

의 적용을 일괄 배제하고 있었다. 요컨대 1992년 공정거래법은 보험산업에 대

한 적용면제에 있어서는 1990년 법의 체제를 기본적으로 유지하고 있었다.

 3) 1996년 개정법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의 제한과 관련해서도 종래 보험회사는 이 규제의 적

용을 면제받았다39). 그러나 1996년 12월의 법개정을 통해 금융, 보험사업자에 

대한 적용을 유보하는 법 제61조가 삭제되면서, 보험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

적으로 제한하는 보험사업자의 기업결합도 법의 통제를 받게 되었다. 그리고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1천억원 이하의 사업자가 행하는 일정한 기업결합에 

관한 기업결합신고에 대한 규제에 있어서도 보험사업자에 대한 적용유보조항

도 아울러 삭제되었다. 종래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금지는 보험시장에 적용되

지 아니하였으나, 1996년 말의 법개정을 통해 보험사업자의 관련 행위 또한 

재판가격유지금지에 관한 동법의 규제를 받게 되었다.

39) 금융기관의 인수합병에 관하여는 은행법, 보험업법 등에서 지주비율이 제한되어 

왔고 또 대주주에게 신고의무가 부과되었기 때문에, 기업결합에 대한 실체적 혹

은 절차적 규제의 실익이 크기 않았다. 김성태, “공정거래법의 적용제외”, [공정

거래법강의], (법문사, 1996), 39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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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1999년 개정법

첫째, 1999년 법은 동법의 적용대상을 한정적으로 열거하는 방식을 버리고, 

동법의 수범자인 사업자를 제조업, 서비스업, 기타 사업을 행하는 자로 규정

하고 있다. 즉 동법의 적용범위를 모든 사업자로 확대하였고, 보험사업자도 

당연히 적용의 대상이 되었다(법 제2조 제1호). 

둘째, 시장지배적 지위남용규제와 관련하여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사

전지정제도를 폐지함과 아울러 금융업과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에 대한 적

용제외도 폐지하였다(법 제2조 제7호). 즉 보험사업자도 동법 소정의 시장지

배적 사업자에 해당될 때 지위남용금지에 관한 공정거래법 제3조의 적용대상

이 된다. 다만 개정법은 사전지정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년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10억원 미만인 사업자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에서 

일률적으로 배제하여(법 제2조 제7호 제3문) 일종의 도피항을 도입하였다. 그 

결과 동법 소정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지는 보험사업자는 부당한 가격결정, 

부당한 공급조절,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대한 부당한 방해행위, 신규참입

자의 시장진입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동법 제3조의 

2 제1항). 

셋째, 경제력집중억제와 관련된 규제와 관련해서는 개정법은 지주회사설립

금지를 해제하였다. 사업자는 일반지주회사는 물론 금융지주회사의 설립 또는 

전환이 가능하다. 그러나 금융업과 비금융업을 망라하는 지주회사의 설립은 

여전히 금지된다(개정법 제8조의 2 제1항 제4호). 종래 출자총액에 대한 규제 

또한 보험사업자에 대해서는 적용이 배제되었으나, 1998년 2월의 법개정으로 

출자총액의 규제 제도 자체가 전면 폐지되었다40). 개정법은 계열사를 위한 신

규채무보증에 대해서는 이를 전면 금지하고 있으나, 금융업이나 보험업을 영

위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98년 2월 개정. 동법 제10

조의 2 제1항)41). 한편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보험회사는 소유하고 있는 

40) 당해 년도 말에 다시 규제가 부활함.
41) 계열사를 위한 채무보증의 제한은 그 성질상 보험사업자나 기타 금융업자에 대해 

적용하기 어렵다. 또한 금융보험사의 경우 부채비율이 높아 출자총액규제가 적절

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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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나, 다만 보험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혹은 보험자산의 효율적인 운용, 관리를 위해 관계법령에 의

해 승인 등을 얻어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1996년 12월 개정). 넷째, 경제력집중억제 제도는 규제대상 기업집단의 지

정을 전제로 운용되는 바(동법 제14조), 금융 또는 보험업만을 영위하는 기업

집단 그리고 금융보험회사가 지배하는 기업집단은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에서 

배제되고 있다(동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호). 보험 내지 금융에 관

한 전문재벌은 일반적인 산업재벌 통제조항의 적용을 면제받고 있는 것이다. 

다만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보험회사나 금융회사는 자신이 소유하는 계열

회사의 주식에 대해서는 의결권의 행사가 제한된다(동법 제11조).

 5) 현황

1999년 법개정을 분기점으로 하여, 고전적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제도는 

보험시장과 보험사업자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되기에 이르렀다. 현행 공정

거래법의 운용과 관련하여 보험시장 혹은 보험회사에 대하여 예외가 인정되

는 것은 주로 경제력집중억제와 관련된 제도이며, 이 일반집중억제는 다른 나

라 독점금지법제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경제력집중억제 제도와 관련하여 

보험시장 혹은 보험회사가 적용제외 혹은 유보를 누리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금융 또는 보험업만을 영위하는 기업집단 그리고 금융보험회사가 지배

하는 기업집단은 상호출자 혹은 출자총액규제대상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에서 

배제되고 있다(공정거래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호). 둘째, 상호출

자 규제는 보험회사에 대하여 적용되지 않는다(법 제12조 제7항 제1호). 셋째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 금지도 보험회사에 대하여 적용되지 아니한다(법 

제10조의2 제1항). 넷째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에 관한 규정은 보험

회사에 대하여 적용되지 않으나(법 제11조의3 제1항), 이는 규제의 예외가 아

니라 이미 보험업법에 의한 공시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중규제를 피하고

자 하는 것이다. 한편 상호출자규제나 출자총액 규제의 적용유보를 받는 것과 

관련하여 공정거래법 제11조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즉 자산 2조원 이상의 

대기업집단 소속 보험⦁금융회사는 보유하고 있는 계열회사 주식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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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음을 정한다. 그러나 여기에는 세가지 예외

가 있다. 첫째는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기 위한 경우(법 제11조 단서 1

호), 둘째는 보험자산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보험업법 등에 의한 승

인을 얻은 경우(단서 제2호)42), 셋째는 임원임면, 정관변경, 합병, 영업양도에 

대한 의결에 한하여 다른 특수관계인과 합하여 당해 회사가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의 30%의 한도 내에서(단서 제3호) 의결권의 행사를 예외적으로 허

용한다. 이는 대기업집단들이 계열 금융보험사들의 막대한 고객자금을 이용하

여 지배력을 유지, 확장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하여 1987년 재벌규제 제도의 

일환으로 도입된 것이며, 1987년 당시에는 의결권행사의 전면적인 금지였다. 

그러나 1992년 법개정시 단서 제1호와 제2호 그리고 2002년 법개정시 외국인

의 우량기업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 위협을 방어하기 위한 차원에서 제3호

의 예외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금융보험사의 계열회사에 대한 의결권행사를 

통한 지배력강화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의결권행사제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는 정책적 판단 하에 2004년 법개정을 통하여 법 제11조 단서 제3호에 의한 

의결권 행사범위를 30%에서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2006년 4월 1일부터 25%, 

2007.4.1.부터 20%, 그리고 2008.4.1.부터는 15%에 이르기까지 축소되도록 하

였다43).

나. 공정거래법 적용에 관한 기본적 논란

 1) 개관

각국의 보험산업은 발전양태, 현황, 그리고 영업행태에 상당한 차이가 있

다. 그러나 보험의 본질이나 보험상품의 상품으로서의 특성, 그리고 보험시장

42) 이 단서의 예외조항과 관련하여 대판 2005.12.9, 2003두10015는  ‘보험자산의 효

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관계법령에 의한 승인 등을 얻어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고 그것이 보험자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것인 경우를 의

미하며,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와 사업내용 면에서 접하게 고나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하였다.
43) 공정위, 공정거래백서 2004, pp.238-243; 2005년 백서, p.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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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구조적 특성 등은 나라에 따라 크게 다를 바 없다. 게다가 보험사업에 대

하여 대부분의 국가는 보험업에 대해 실질적 감독주의에 따른 엄한 감독을 

펼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정거래법의 제정이 늦었고, 동법이 제정된 

후에도 보험업은 법제도상 혹은 관행상으로 동법의 광범한 적용면제를 받아 

왔다.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보험행정법 내지 보험감독법의 성격을 지니는 보

험업법에 독점금지적 성격을 지니는 조항이 다수 존재하고 있다. 

예컨대 경제력집중의 억제를 위한 조건부허가제(보험업법 제4조 제4항), 타

사업의 겸영과 보험업겸영의 제한(동법 제10조, 제11조), 다른 회사의 임직원

겸임금지(동법 제14조), 보험사업자 상호간의 공동행위에 대한 감독관청의 인

가(동법 제17조), 다른 회사에 대한 출자제한(발행지분 15% 이상의 취득제한, 

동법 제10조), 다른 금융기관 또는 회사와의 자금지원행위 제한(동법 제110

조),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및 금지행위(동법 제111조), 타인을 위한 채무보증

의 금지(동법 제113조), 보험회사와 자회사와의 행위제한(동법 제116조), 상호

협정의 인가(동법 제125조)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등의 보험회사의 주

식취득의 제한과 일정한 비율 이상의 주식취득의 제한(동법 제23조의 2), 보

험계약의 체결 및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동법 제97조) 및 이와 관련된 보험회

사의 손해배상책임(동법 제102조) 등이 그러하다. 

여기에서 보험업법에 의거한 보험감독관청(재경부장관, 금융감독위원회, 금

융감독원의 보험감독체계)의 당해 산업 감독과 공정거래법에 의거한 공정거

래위원회의 규제가 병행적이어야 하는가, 감독관청의 일원적 감독에 기고 옥

상옥의 규제를 철폐할 것인가, 병행적이라면 양자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등의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44). 일각에서는 보험산업도 독점금지법의 일원적인 

규율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반면, 타면으로는 보험감독법에서 

규율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독점규제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 혹은 

독점규제법의 보험산업에 대한 전면적인 적용은 옥상옥의 규제에 지나지 아

니하고 보험사업에 대해 독점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면 보험업법을 개정

하여 거기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45)이 제기되었다. 

44) 이 논의에서 비용편익분석 등 법경제학적 분석이 필요하다. 입법과정의 비경험적

인 논란을 잠재우고 입법의 정당성에도 기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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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적용강화에 대한 반론

1984년의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보험산업이 원칙적으로 공정거래법의 통제대

상으로 하고(령 제2조 제1항 제4호), 동법 부칙 제2조에서 동법의 보험산업에 

대한 적용범위를 불공정거래행위와 보험업법에 규정하지 아니한 공동행위로 

한정한 이래, 공정거래법의 적용확대 여부에 관해서는 제한된 논의가 있었

다46). 이하에서는 독점금지법의 적용확대 주장에 대한 반론 내지 한계론의 논

거를 요약한다.

첫째, 보험사업은 일종의 공익사업이고 보험감독관청의 엄격한 감독을 받

고 있으며, 감독관청에 의한 감독은 보험계약자 등 보험소비자를 보호하기 위

한 것으로서 독점규제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다. 특히 일반 소비자의 관심

대상인 보험약관이나 보험료율에 관해서는 보험계약법과 감독법규에 적절한 

규제장치가 마련되어 있다(예컨대 상법 제663조, 요율산정에 대한 규제 등). 

그 결과 공정거래위원회가 보험사업에 대해 개입하는 것은 옥상옥의 규제로

서의 행정적 낭비의 성격이 짙다. 둘째, 보험업은 제조업이나 기타의 서비스

업과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보험거래를 일반상품거래나 서비스업과 

마찬가지로 취급할 수 없다. 보험업법도 보험모집과 관련하여 불공정한 거래

행위를 금지하고(동법 제156조 참조), 각종의 부정행위에 대해 벌칙을 두고 

있으므로, 보험업법과 별도로 공정거래법이 보험사업에 대해 규제를 가한다는 

것은 입법의 낭비라고 할 수 있다. 셋째, 보험사업은 위험의 효율적 분산과 

종합에 의하여 보험료수입과 보험금지급의 균형을 유지하여야 하는 것이고, 

위험의 성질에 따라서는 사업자를 단일화하는 것이 오히려 소비자보호를 위

해 필요한 경우도 있다. 과거 자동차보험의 독점이 해제된 이래 다수의 손해

보험회사들이 과당경쟁을 벌임으로써 발생하는 폐해와 비용부담은 궁극적으

로 보험료증액을 통해 보험소비자에게 전가된 경험을 가지고 있다.

45) 양승규, “보험산업과 독점금지법”, 보험학회지 제39집(한국보험학회, 1992.3.), 

8-9면.
46) 양승규, 앞의 글; 김성태, “보험행정과 독점금지법”, 경희법학 제18권 제2호(경희

대, 1983.12); 이규억, “독점규제법의 적용대상 확대의 필요성 - 적용대상의 현황

과 문제점”, 경제법연구 제2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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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정리

보험시장에 대한 규제를 두고 보험업법과 공정거래법이 각축하는 상황은 

주의 보험규제법과 연방 독점금지법이 갈등하는 미국의 이익상황과 크게 다

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보험시장의 구조나 보험상품의 특성

을 살펴 볼 때, 공정거래법의 독점금지와 관련된 제도, 즉 시장지배적 지위남

용과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그리고 카르텔금지조항 등은 물론이고, 보험사업자

의 경쟁행태를 규제하기 위한 공정거래법상의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조항이

나 부정경쟁방지법 등의 적용을 유보해야 될 구조적 사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고 하겠다.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상당히 많은 수’의 또 ‘경쟁상 유의의한’ 보

험회사들이 생존을 건 경쟁을 벌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험상품의 특수성을 

들어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유보하자는 주장은 비교법적으로 또 다른 규제산

업과의 균형상 설득력을 가지기 어렵다. 오히려 독금법이 문제삼는 시장지배

적 지위남용이나 카르텔 혹은 불공정거래관행 등은 실질적 감독주의를 취하

는 보험업법의 정신상 전문규제당국에 의하여서도 규제되어야 할 행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험사업 고유의 특수성, 즉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공동의 요율표 사용이라든가 공동의 조사연구 등의 보험사업자 상호간의 공

동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의 적용에 대해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공정거래법 제58조의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로서 독금법 내

의 적용면제론의 범주에서 접근할 수 있고 또 접근되어야 하는 이슈가 된다

(보험업법 제125조). 문제는 역시 보험업법에 의거한 전문규제당국(금융감독위

원회와 금융감독원, 재경부장관)의 경제적 규제 및 감독권과 공정거래법에 의

거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옥상옥의 규제이다. 이와 관련하여 금융당국으로서 전

통적인 감독권을 행사하는 금감위의 견해와 기본적 경쟁당국인 공정위의 판

단이 대립하는 경우도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보험업법

에 의한 전문규제당국의 지나친 규제와 간섭 그리고 인접금융시장과의 규제

형평성 결여라고 할 수 있다. 보험시장에 대한 정부의 간섭과 통제가 보험회

사간의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하고 시장기능을 통한 사업자의 자연스러운 퇴

출을 제한한다면. 이는 보험소비자 후생의 궁극적 위축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Ⅲ. 공정거래법 적용면제 법리와 보험시장의 특례

1. 총설

공정거래법은 길게 잡아 그 역사가 120년에 불과한 새로운 법이다. 이 법

은 자본주의 고도화의 산물로서 대기업을 표적으로 삼는다. 게다가 일반경쟁

법이므로 모든 사업자의 모든 행태에 대해 원칙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여기

에서 각국은 자신의 경제상황과 산업정책, 특히 규제산업에 대한 산업정책에 

따라 독점금지법의 적용에 대해 여러 유형의 적용제외를 두게 된다. 이러한 

상황은 강력한 주무감독관청을 가지고 있는 금융보험산업, 특히 보험업의 경

우 여러 나라에서 확인되는 법상황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정거래법의 적용

면제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공정거래법 그 자체의 명문규정에 의하는 적

용면제의 유형이다. 여기에는 공정거래법 제58조 이하의 적용유보조항에 의한 

것과 기업결합이나 카르텔규제에서 당해 제도의 시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예

외사유를 두는 경우가 있다. 두 번째는 공정거래법과 대등한 효력을 가지는 

별개의 단행법률에서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전면적으로 혹은 일부조항에 대해 

명시적으로 그 적용을 유보하거나 혹은 공정거래법과 충돌되는 조항을 규정

함으로써 해석에 의하여 공정거래법의 적용이 면제되는 경우가 있다. 한편 에

너지, 운송, 통신, 보험금융 등 자연독점성이 거론되는 소위 공익사업 분야에

서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산업법이 인허가 등의 높은 진입장벽을 설정하여 

독과점체제를 인정하고 그에 갈음하여 요율규제, 체약강제 등의 공적규제를 

가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들 산업분야 역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정

거래법의 적용대상이다(공정거래법 제2조 제1항). 예컨대 전력산업의 경우 송

전과 배전 그리고 전기판매사업을 사실상 독점하는 한국전력공사에 대하여도 

한국전력공사법이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한 한전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이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도 공정거래법은 일반적으로 적용된다. 물론 일

정한 공적독점 체제가 부분적으로 남아 있다. 예컨대, 신서의 송달 등의 우편

사업이나 우편환 업무 등은 우편법이나 우편환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독

점하며 정통부장관이 이를 관장하도록 되어 있다(우편법 제2조). 우편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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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공적독점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의 적용 여지가 없고, 오히려 국가의 사업

독점권을 침해한 자는 형사처벌을 받는다(우편법 제46조). 그러나 공적독점 

분야를 시장화하여 일반 경쟁법의 적용대상으로 삼고 규제를 걷어내는 것은 

한국사회의 큰 이슈가 되어 왔다. 예컨대 1990년대 말 홍삼의 제조, 가공 등 

종래 공적독점으로 분류되던 상당수의 사업들이 민영화되었고, 이와 더불어 

인삼사업법과 한국담배인삼공사법 등은 폐지되었으며 담배인삼공사는 상법상

의 주식회사로 전환된 바 있다. 담배사업법은 아직 존치되어 있으나, 담배제

조업에 대한 허가요건이 명기되었고(동법 제11조) 소매인에 한해 담배를 소비

자에게 판매할 수 있으며 담배에 대한 전자거래나 우편판매는 금지되며(동법 

제12조), 담배판매가격의 형성과 신고에 대한 규제가 있다(동법 제18조).

이하에서는 미국 독점금지법의 적용면제 법리 일반과 보험업에 대한 적용

면제법, 즉 맥캐런-퍼거슨법을 개관한 후,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의 적용면제 

제도와 보험업법의 관련규정을 살펴 본다.

2. 미국의 적용면제 법리

가. 적용면제 법리 일반

 1) 제정법에 의한 적용면제

미국 연방독점금지법의 적용제외는 제정법에 의한 적용유보(statutory 

exemption)와 판례에 의한 적용유보로 나눌 수 있다47).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행위 그리고 이들이 소유, 관리하는 부분에 의한 행위에 대해서는 독점금지법

의 적용이 면제되며, 연방독금법은 사적 독점을 금지하는 법규로 작용한다. 

그리고 일부 산업, 보험업이나 신문업, 그리고 농수산업에 관한 제정법이 연

방독금법의 적용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제정법(statute)에 의한 적용

제외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농수산업 부분이다. 농업분야에 관해서는 Capper-Volstead법이 있는 

47) Areeda/Hovenkamp, Fundamentals of Antitrust Law, 3rd Ed.(2006), Aspen, 제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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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이에 의하면 농민의 조합설립, 협동조합 판매상품의 가격형성 등에 대해

서는 독점금지법의 적용이 유보되며, 어업의 경우에도 Fisherman's Collective 

Marketing Act에 의하여 수산업협동조합의 일정한 행위에 대해 독점금지법의 

적용이 유보된다.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의 일정한 조합활동(법 제59조)과 비교

할 수 있다. 

둘째, 운송업 관련 적용면제가 있다. 우선, 해상운송업자 및 항만사업자에 

의한 통과운임, 적하량 등에 관한 협정의 체결은 1984년의 해운법(Shipping 

Act)에 의거한 연방해사위원회(FMC: Federal Maritime Commission)에 등록

할 의무가 있고, 동 위원회에 등록되거나 등록이 거부되지 아니한 협정에 대

해서는 반트러스트법의 적용이 면제된다. 또한 해상운송업자의 협정에 관하여

는 3배손해배상이나 금지명령 소송을 이를 제기할 수 없고 이와 같은 청구를 

할 때에는 이를 FMC에 제소하여야 한다. 두 번째로 주간(州間) 및 국제 상거

래에 관련되는 도로운송, 철도운송 및 선박운송업자의 합병이나 사업자간의 

협정체결 등에 대해서도 독점금지법의 적용유보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종래 

주간통상위원회에 의한 규제가 있었으나, 1995년  주제통상위원회폐지법

(Interstate Commerce Commission Termination Act)에 의해 이 위원회

는 폐지되었다. 이에 갈음하여 지표운송청( STB: Surface Transportation 

Board)이 신설되었는 바, 지표운송청이 인가한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독점금

지법의 적용이 없다. 

셋째, 보험업과 신문업에 관해서도 적용제외가 있다. 보험업의 적용유보는 

McCarran-Ferguson법에 따른 것으로서, 주법에서 ‘보험사업(insurance 

business)’로써 규제하는 활동에 대해서 연방독금법의 적용이 유보되나 합병 

등은 여기의 보험사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는 보험사업에 대한 연방경쟁당

국과 주보험당국의 규제권을 조율하는 면이 없지 않으며, 중대한 예외로 다루

어지고 있다. 그리고 비중은 얕으나 신문업에 대한 적용유보도 있다. 즉 1970

년 신문보호법에 따라 경영이 곤란한 신문사가 포함된 신문의 발행, 유통과 

관련되는 공동사업에 관한 협정에 대해 반트러스트법의 적용을 유보한다. 넷

째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한 적용제한이다. 즉 클레이튼법과 Norris-LaGuardia 

Act of 1932 등의 연방법규에 의거한 노동조합의 조직과 집단적 쟁의행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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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는 연방독금법의 적용이 유보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노동법에 이러

한 유보조항이 없고, 그 결과 사업자 개념에서 이를 배제하여 마찬가지의 결

과를 도출하고 있다.

 2) 판례법에 의한 적용면제

크게 요약하면, 미국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적법한 행위, 그리고 이들이 소

유, 관리하는 부분에 의한 행위에 대해서는 연방 독금법의 적용이 면제된다. 

즉 연방 독금법은 사인에 의한 사적 독점을 금지하는 법규로 작용하게 된다. 

이를 나누어 살피면 다음과 같다.

  가) 국가행위면제론(State action immunity)

이 법리는 흔히 주(州) 행위이론으로 불리우나, 주의 행위에 대해서만이 아

니라 연방기관과 공무원의 행위에 대해서도 적용되므로, 국가행면제론으로 부

르는 것이 적절하다. 흔히 이 법리의 기초를 연방주의(federalism)에서 구하

는 바, 미국 특유의 연방주의(American federalism)에 의하면 연방은 

물론 주도 엄연한 하나의 주권국가이기 때문이다. 우선 연방정부기관과 연방

공무원이 직무상의 권한내의 행위에 대하여는 독점금지법의 적용을 면제한

다48). 또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주(state) 또는 주공무원의 행위 혹은 주의 규

제에 따른 사인의 행위에 대해서도 적용이 유보된다. 예컨대 주의 법률에 따

른 건포도 가격담합과 생산량 할당행위 등과 같다49). 이 이론의 근거는 연방

주의에 있고, 법리의 적용을 위하여는 두가지 요건이 필요하다. 첫째 경쟁을 

대체하고자 하는 주의 정책이 명백히 표명되어야 하고, 둘째 주가 동 정책의 

시행을 감독하여야 한다. 즉 이 유보의 대상은 주의 규제정책을 촉진하는 사

적 당사자의 특정한 반경쟁적 행위에 한하는 것이고, 주의 공무원이 사인과 

부정한 합의를 한 경우에는 적용면제가 인정되지 않는다50).

48) Rex Systems Inc. v. Holiday, 814 F.2d 994(4th Cir. 1987)
49) Parker v. Brown, 317 U.S. 341, 63 S.Ct. 307, 87 L.Ed. 315 (1943)
50) Columbia, City of v. Omni Outdoor Advertising, Inc., 499 U.S. 365, 111 S. Ct. 

1107, 92  L.Ed.2d 382(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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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주보다 하위단계의 자치단체(군, 시: County, City)가 주의 위임에 

따라 행위하는 경우에도 적용이 면제된다. 물론 위임이 없는 때에는 이 법리

는 적용되지 아니한다51).

  나) 묵시적 적용면제

이 법리는 연방의회(Congress)가 전면적(pervasive) 규제를 정하는 규제법

을 제정하여 당해 사항에 대하여 연방 독점금지법을 시행하는 것이 부적절

한 경우의 적용면제를 지칭한다. 즉 연방규제법에 의한 피규제회사의 행위에 

대하여 연방 독금법의 적용을 유보하는 것인 바52), 이는 규제법률이 작동하

기 위해 필요하고 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만 인정되는 것이다. 법리

의 기초는 이러한 행위에 대한 규제권이 연방의회이 권한사항이기 때문이나, 

그러나 연방공무원이 사업자의 행위를 인증한 사실은 적용유보의 대상이 아

니다.53)

이와 더불어 언급될 필요가 있는 것은 광범한 연방규제가 묵시적 적용면제

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도 연방 독점금지법의 집행상 중요한 의미를 지닐 수 

있다는 사실이다. 즉 법원은 독금법을 바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규제기관의 

일차적 관할권을 인정하고 이를 심리할 때까지 판단을 유보하는 경향을 보이

기 때문이다54). 판례의 이러한 경향은 전문규제기관의 전문적 분석역량과 경

험을 활용케 한다는 취지가 있다. 또한 신고요율의 법리(Filed Rate Doctrine)

도 이와 관련이 있는 중요한 판례법에 해당된다. 즉 연방규제기관에 대하여 

신고한 요율은 일반적 적용면제의 대상은 되지 않지만55), 3배손해배상(treble 

51) Lafayette, City of v. Louisiana Power & Light Co., 435 U.S. 389, 98 S.Ct. 1123, 
55 L.Ed.2d 364(1978).

52) Gordon v. New York Stock Exchange Inc., 422 U.S. 659, 95 S.Ct 2598, 45 
L.Ed.2d 463(1975).

53) Office of Personnel Management v. Richmond, 496 U.S. 414, 110 S.Ct. 2465, 
110 L.Ed.2d 387(1990).

54) Ricci v. Chicago Mercantile Exchange, 409 U.S. 289, 93 S.Ct. 573, 34 L.Ed.2d 
525 (1973).이 사건은 시카고 상업거래소 및 소속회사의 담합에 대해 상품거래위

원회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연방독금법의 집행과 관련한 판단을 유보한 건이다. 
55) Keogh v. Chicago & Northwestern Railway Co., 260 U.S. 156,43 S.Ct. 47,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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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mage) 사안이 되지 못한다거나 혹은 금지명령(injunctive relief)의 대상은 

아니라는 판례가 있다.

  다) 청원행위 혹은 노어면제(Noerr Exemption)

이 법리는 사인이 국가기관의 결정, 입법 등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에 대

해서는 그 의도와 결과가 경쟁제한성이 있어도 독점금지법의 적용을 면제한

다는 것이다. 예컨대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에 불이익한 법을 제정키 위한 철

도회사들의 기만적인 로비활동56)이나 최저임금인상을 위해 노동부장관에 대

한 로비행위 등과 같다.

나. McCarran-Ferguson 법과 보험업의 적용면제

 1) 기본적 경과

미국 독점금지법은 연방법과 주법의 이원적 체제를 가진다. 셔먼법과 클레

이튼법 그리고 연방거래위원회법을 축으로 하는 연방 독점금지법은 세계 최

초이자 가장 강력한 대기업 내지 독점사업자에 대한 규제법인 반면, 주의회가 

제정한 주독점금지법은 주내 보험사업자 보호를 위해 상대적으로 미약한 규

제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연방 독점금지법과 상표법은 주법에 대해 비선결적

인 효력을 가지므로 이들은 주법을 보완하는 의미만을 가지고, 연방법은 주간

(州間; interstate) 혹은 국제거래에 한해 적용된다. 

1864년 미국에서 Alexander Stoddart는 뉴욕보험사업자기관(New York 

Underwriters Agency)이라는 단체를 만들고, 화재보험의 위험분산을 위하여 

보험사업자들 사이의 협력활동을 하였다. 이러한 활동은 카르텔의 성격을 가

졌으나 이 때는 연방 독점금지법이 제정되기 전이었다. Stoddart는 전국화재

보험업협회(National Board of Fire Underwriters)와 협력하여 연방법의 제정

을 추진하였으나 실패하였다. 이에 Stoddart는 버지니아주 보험업자인 Paul이

L.Ed.183(1922).
56) Eastern R.R. Presidents Conference v. Noerr Motor Freight, Inc., 365 U.S. 127, 

81 S.Ct. 523, 5 L.Ed.2d 464(1961).



56 연구보고서 2008-2

라는 자로 하여금 버지니아주에서 부과하는 면허비의 납부를 거절하도록 하

여 재판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도 시도하였다.  바로 이 사건이 Paul v. 

Virgina, 75 U.S. 168 (1868) 사건이다. 

원고 Paul은 보험업이 주간통상(interstate commerce)에 속하므로 연방헌법

의 주간통상조항(commerce clause)에 따라 개별 주는 보험업을 규제하는 법

률을 제정할 권한이 없고 오직 연방의회만이 그러한 법률을 제정할 수 있다

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보험업은 매우 지역적인 것이므로 주간통상조항이 적용되지 않고, 오직 주 만

이 보험업을 규제할 법률을 제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57). 이에 따라 각 주가 

법률을 제정하여 보험업자들의 협동행위를 규제할 권한을 보유하게 되었다. 

그리고 1890년 셔먼 독점금지법이 제정되었으나, 위 Paul 사건에 대한 연방대

법원 판단에 따라 보험업에 대하여는 연방 독점금지법이 적용되지 않았던 것

이다. 

그 후 셔먼 독점금지법이 보험거래 내지 보험업에 적용된 것은 동법이 제

정된 후 50년이 지난 1944년에 비로소 이루어졌다. 1944년에 내려진 연방대법

원의 판결58)이 보험거래는 상거래로서 그것이 주의 경계를 넘어 행해질 때는 

주간거래(interstate commerce)로서 독점금지법을 포함하는 연방법의 규제대상

이 된다고 보았던 것이다. 이 판결은 그 당시 손해보험과 책임보험에서 정착

된 관행이었던 공동의 요율체계는 가격협정으로서 셔먼법상 당연위법(per se 

illegal)으로 처리될 것을 암시하는 것이었다.

57) Craig A. Berrington, ‘Congress, once Again, debates insurer’s antitrust 

exemption under McCarran□Ferguson act’, ‘Legal Backgrounder’, Washington 
Legal Foundation, May 25, 2007.

58) United States v. South-Eastern Underwriters Ass'n, 322 U.S. 533[1943]. 이 사건

은 보험료 산정기관이 보험업자들에게 가입을 강제하고, 보험료를 고정하였으며, 

비가입 보험업자에 대하여 거래거절을 하였다는 이유로 셔먼법 위반으로 형사기

소된 것이었다. 이에 대해 연방대법원은 보험업이 주간통상에 해당된다고 보았고, 
보험업자들이 보험료 산정기관을 운영하면서 협력하여 정보를 수집 분석하고, 보

험료 및 보험증권의 내용에 대하여 협의하는 행위에 대해 셔먼법의 적용이 있다

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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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동법의 제정 배경

보험업의 기능은 위험의 집적(pooling of risks)과 위험의 분산(spreading 

of risks)에 있다. 보험회사가 이 기능을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보험

사고 발생확률을 정확하게 예측하고 합리적인 보험료를 산정하는데 필요한 

방대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여야 한다. 보험회사가 보험사고의 발생확률 및 

보험사고 발생시의 손해액을 정확히 예측하지 못한다면 보험회사는 합리적으

로 보험위험을 인수하기 어렵게 된다. 문제는 개별 보험회사가 이러한 예측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입수할 수는 없으므로, 보험회사들간에 협력을 통

하여 보험사고 및 손해액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여 분석하고, 공통된 보험증권

(insurance policy)을 사용할 필요도 생기게 된다. 보험업의 이러한 특수성을 

감안할 때, 가격카르텔에 대한 셔먼법의 당연위법론은 커다란 도전이 되는 것

이었다. 여기에서 1944년의 연방대법원 판결에 대하여 보험업계와 주당국이 

거센 반발을 보였고, 이 판결에 따를 경우 보험산업을 규율할 수 있는 주당국

의 권한이 박탈된다는 염려를 표시하였다59). 보험업계와 주의 이러한 우려를 

배경으로 연방의회는 1946년에 McCarran-Ferguson법을 제정하였다60)61). 이 

59) 주의 경우에는 이 판결로 인해 주의 보험산업에 대한 과세권과 규제권이 침해될 

것을 우려하였고, 보험회사들은 연방 보다는 주가 더 효율적으로 또 합리적으로 

보험산업을 규율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 판결의 소수의견 역시 주가 가지는 

보험산업에 대한 규율권의 결과적인 침해를 우려하고 있다.
60) 맥캐런-퍼거슨법은 보험산업에 대한 연방 독점금지법의 전면적이고도 즉각적인 

적용을 주장하는 입장과 절대적인 적용면제를 주장하는 입장을 절충한 것이다. 
Gillet, "The Business of Insurance: Exemption, Exemption, Who has the 

Antitrust Exemption", 17 Pacific Law Journal 261.
61) 이 법이 통과되기 전에 전국보험감독관협의회(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Commissioners)는 연방 상원에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이 보고서는 연

방독금법에 대한 문언상의 위반에도 불구하고 공익에 기여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7개의 관행들을 열거하고 이를 셔먼법의 적용 밖에 두려는데 있었다. 이 관행들

은 주로 카르텔행위에 관한 것인 바, 요율표의 사용을 정하는 합의, 요율표의 사

용, 공동의 서비스나 사정(査定)의 약정, 위험의 인수나 할당에 관한 보험자 상호

간의 약정, 보험대리인이나 중개인의 수수료에 관한 약정, 통계의 수집과 사용에 

관한 약정, 보험료율과 상품의 공동작성을 정하는 약정 등이 그것이다(90 Cong. 

Rec. A4403-8[1944]). 그러나 맥캐런-퍼거슨법은 적용제외의 예를 열거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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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주에 대해 보험산업을 규율할 수 있는 권한(즉 과세권과 감독권)을 유보

했을 뿐만 아니라 보험사업에 해당되는 보험회사의 활동에 주법에 의해 규율

되는 범위 내에서는 보험산업이 연방법의 규제를 받지 아니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또 보험사업(business of insurance)으로서의 특성을 갖춘 영업활동

에 관해서는 연방 독점금지법의 적용을 제한적으로 면제하는 적용상의 특례

를 도입하였다. 이 법의 기본적 취지는 경쟁을 배제하고자 하는 보험자들의 

약탈적인 행위를 과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공동의 요율체계에 의한 엄정

한 위험인수를 가능케 한다는 데 있고, 또 이 때에 한해 보험자들에 대한 소

비자의 신뢰가 유지되고 보험가입자들의 이익 또한 확보될 수 있다는 것이다.

맥캐런-퍼거슨법하에서 독점금지법의 적용면제를 위한 전제는 특정한 영업

활동이 보험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이다. 그리고 적용면제와 관련하여 크게 

다투어진 것은 보험사업자 상호간의 협정이 아니라 보험사업자와 제3자 사이

의 협정이 동법 소정의 보험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이다. 이에 관해 1982년의 

연방대법원 판결62)은 이 문언의 의미를 좁게 해석하는 것은 이미 확립된 원

칙이라고 판단하면서63) 동법을 원용하여 연방 독점금지법의 위반을 부정하기 

위해서는 세가지 테스트를 거쳐야 한다고 보고 있다. 즉 당해 행위가 위험의 

분산(spreading of risks)에 관한 것이어야 하고, 두 번째로 보험자와 제3자 사

이가 아니라 보험자와 보험가입자 사이의 관계에 관한 것이어야 하고, 세 번

째로 보험산업의 범주에 속하는 자에 국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3) 동법의 주요내용과 적용면제 요건

1944년의 South□Eastern Underwriters 판결로 인하여 보험업자, 주정부 

등은 과연 주정부가 보험업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규제 및 과세를 할 수 있는

있다. 한편 이 보고서를 제출한 보험감독관들의 관심은 보험산업에 대한 연방 독

금법의 적용배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보험산업에 대한 감독권의 보전이었

다. Weller, "The McCarran-Ferguson Act's Antitrust Exemption for Insurance: 

Language, History and Policy“, 1978 Duke Law Journal, 593. 
62) Union Labor Life Co. v. Pireno, 102 S.Ct.3002[1982].
63) 이를 선도한 판결례는 Group Life & Health Co. v. Royal Drug Co., 440 

U.S.[1978]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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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에 대하여 많은 혼란을 겪게 되었고, 연방의회는 1945년 3월 McCarran□

Ferguson Act64)를 제정하게 되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이 법은 (i) 보험

업에 대한 법규를 제정할 권리를 주에게 부여하고, (ii) ‘주법률로 규율되는 보

험업 영위행위로서 거래거절, 강요, 위협을 구성하는 행위나 합의에 해당되지 

않는 것(business of insurance regulated by State law that do not constitute 

an agreement or act to boycott, coerce, or intimidate)’에 대하여는 연방독점

금지법의 적용이 면제된다고 규정하였으며, (iii) 보험업자에 대하여는 주가 우

선적인 과세권을 보유하고, (iv) 주는 1945년으로부터 3년 이내에 이러한 법률

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또한 이 법에 따라서 1948년까지 대부분의 

주는 보험업을 규제하는 전반적인 주법을 제정하였고 주 독점금지법도 제정

하였다. 

맥캐런법에 따르면, 연방독점금지법의 적용이 면제되는 혜택을 받기 위해

서는, (i) 보험사업(business of insurance)이어야 하고, (ii) 주법에 의한 규율이 

있어야 하며(regulated by state law), (iii) 거래거절, 강요, 위협행위가 아니어

야 한다(an agreement or act to boycott, coerce, or intimidate). 이러한 요건 

하에서 보험업자들은 주 독점금지법에 위반되지 않는 한 어떠한 형태의 협력

64) 15 U.S.C. §§1011□1015. 주요 문언은 다음과 같다. 

“The business of insurance, and every person engaged therein, shall be subject 
to the laws of the several States which relate to the regulation or taxation of 
such business [15 U.S.C. §1012(a)]”  

“No Act of Congress shall be construed to invalidate, impair, or supersede any 

law enacted by any State for the purpose of regulating the business of 
insurance, or which imposes a fee of tax upon such business, unless such Act 
specifically relates to the business of insurance…[15 U.S.C. §1012(b)]”  

“ … Provided, That after June 30, 1948, the … Sherman Act, and the … 

Clayton Act, and the … Federal Trade Commission Act, … shall be applicable 

to the business of insurance to the extent that such business is not regulated 

by State Law [15 U.S.C. §1012(b)]
  “Nothing contained in this chapter shall render the said Sherman Act 

inapplicable to any agreement to boycott, coerce, or intimidate or act of 

boycott, coercion, or intimidation [ 15 U.S.C. §1013(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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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나 공동행위도 적법하게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주정부는 보험료

에 대한 규제할 수 있게 되었고, 보험료에 대한 이러한 주정부의 규제는 가격

에 대한 행정규제를 철폐하는 일반적인 흐름과 반대되는 것이었다.  

 4) 적용면제 요건론의 전개

  가) 주법의 규제가 있을 것

FTC v. National Casualty Co. 357 U.S. 560 (1958) 사건에서, FTC는 보험

업자들의 불공정하고 기만적인 관행(unfair and deceptive practice)을 규제하

고자 하였다. 이에 대해 연방대법원은 주법에서 불공정한 보험광고를 금지하

고 행정적인 감독을 통하여 위반행위 규제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FTC는 

이에 대하여 규제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이 사건에서 ‘주법에 의한 규율이 있다’고 인정되기 위하여 어느 정도의 구

체적인 법률규정 및 주정부에 의한 법률의 집행활동이 있어야 하는지가 문제

되었다. FTC는 일반적인 규제내용을 세분화하고 개별 사건에 적용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화된 규정이 존재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은 

맥캐런법의 법률이 FTC의 주장과 같이 해석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주장을 

배척하였다. 

이 사건 이후에는 주의 규제방안과 감독의 최소한의 징표(state regulatory 

scheme and minimal indicia of supervision)가 있으면 주의 규제가 있는 것

으로 봄이 판례의 동향이다65). FTC v. Travelers Health Ass’n, 362 U.S. 293 

(1960) 사건에서 네브레스카주의 보험회사가 다른 주의 거주민들에게 우편을 

통하여 보험사업을 한 것에 대하여 FTC가 규제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즉 우편에 의한 보험사업을 규제하는 네브래스카의 법률이 네브래스카 이외

의 지역에 우편을 보내어 보험사업을 하는 것도 규제하는 것으로 보아 ‘주법

에 의한 규율이 있다’고 볼 것인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연방대법원은 네브래

65) California League of Independent Ins. Producers v. Aetna Cas. & Surety Co., 
175 F.Supp. 857,860 (N.D. Cal. 1959); Ocean State Physicians Health Plans, Inc. 

v. Blue Cross & Blue Shield of Rhode Island, 884 F.2d 1101, 1109 (1st Cir. 

1989, cert, denied, 494 U.S. 1027(1990)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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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 주법은 이러한 행위를 규제하는 ‘주법’이 될 수 없으므로 FTC는 보험회

사를 규제할 수 있다고 보았다66).

  나) 거래거절, 강요, 위협의 행위 또는 이를 위한 합의가 아닐 것

이 요건은 주법의 규율이 있다는 이유로 보험업자가 독점화 혹은 거래제한

행위를 하도록 무제한으로 방치할 수는 없다는 뜻을 가진 것이다. 1978년 이

전에는 보이콧의 대상이 보험자와 보험대리인 뿐만 아니라 보험계약자도 포

함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하급심의 판단이 엇갈렸으나, 연방대법원은 보험계약

자도 이에 포함된다고 판시하였다67). 이 사건에서 보험계약자인 의사와 그 의

사의 환자들은, 주에서 의료과오손해배상 보험을 판매하는 4개의 보험사 중 3

개의 보험사가 자신들의 약관내용을 강제할 목적으로 나머지 1개의 보험사의 

보험증권을 소유한 보험계약자와의 거래를 거부한 것이 거래거절에 해당한다

고 주장하였는데, 연방대법원은 맥캐런법의 ‘거래거절’이라는 용어는 셔먼법의 

‘거래거절’과 동일한 의미로 보이고, 만일 의회가 동법의 ‘거래거절’이 서로 

경쟁하는 보험업자와 보험대리인 사이의 거래거절행위만을 지칭하려고 의도

하였다면 그러한 내용을 법률에 명시하였을 것임에도 법률에는 그러한 명시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보험업자나 보험대리인이 보험계약자를 상대로 거래 

거절하는 것도 ‘거래거절’에 포함된다고 보았던 것이다.

Hartford Fire Ins. Co. v. California, 509 U.S. 764 (1993)사건에서 연방대

법원은 거래상대방에게 어떠한 거래조건을 강요하기 위하여 그 상대방과의 

다른 거래를 거절하는 것도 거래거절이 된다고 판시하였다.

  다) ‘보험사업 혹은 보험업의 수행’에 해당될 것

연방 독점금지법 적용면제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요건이다68). 1969년 연

66) Legal Principles Defining the Scope of the Federal Antitrust Exemption for   

Insurance, United State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B□304474.
67) St. Paul Fire & Marine Ins. Co. v. Barry, 438 U.S. 531, 541 (1978).
68) Greene v. U.S., 440 F.3d 1304 (Fed. Cir. 2006); National Home Ins. Co. v. 

King, 291 F. Supp. 2d 518 (E.D.Ky.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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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대법원은 SEC v. National Securities, Inc, 393 U.S. 453,45960 (1969)사건에

서, ‘보험사업(business of insurance)’과 ‘보험회사의 영업(business of 

insurance company)’을 구별하고, 맥캐런법은 연방독점금지법의 적용면제 대

상을 특정한 주체를 기준으로 ‘보험회사의 활동(activity of insurance 

companies)’이라고 표현한 것이 아니라 사업의 성격을 기준으로 ‘보험업의 영

위(business of insurance)’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이유로, ‘보험회사의 영업’이 

아니라 ‘보험업의 영위 내지 보험사업’에만 연방독점금지법 면제조항이 적용

된다고 판시하였다. 연방대법원은 그 후의 판례를 통하여, ‘보험사업’에 해당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i) 당해 활동이 보험계약자의 보험사고 위

험을 분산시키는 효과를 가지는지, (ii) 당해 활동이 보험계약에 의하여 발생

하는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사이의 불가결한 활동인지, (iii) 당해 활동이 보험

산업내 주체들 사이의 활동인지 등의 3가지 요건을 고려해야 한다는 견해를 

전개하여 나갔다. 당해 관행(practice)이 보험계약자의 위험이전 혹은 분산의 

효과를 가질 것(the practice has the effect of transferring or spreading of a 

policyholder's risk): SEC v. Variable Annuity Life Ins. Co., 359 U.S. 65 

(1959)이 사건에서, 연방증권거래위원회(SEC)가 보험회사들이 1933년 연방증

권거래법에서 요구하는 등록 등을 하지 아니하고 연금보험(annuity contract)

을 판매하는 것을 규제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보험회사들은 위 계약이 주법에 의하여 규율되어 맥캐런법에 의하여 연방

증권거래법의 적용이 면제되므로 SEC는 이에 대하여 규제할 수 없다고 주장

하였다. 연방대법원은, 위 연금계약은 보통주와 다른 유가증권으로 구성된 포

트폴리오에서 발생하는 수익(수익의 상한은 있으나 하한이 없음) 이외에는 연

금수령인에게 확정적으로 보장하는 수입이 없고, 이러한 변액 연금계약은 투

자위험을 오로지 연금수령인에게 부담시키고 보험회사에게는 위험을 분담시

키지 않기 때문에 위험인수라는 보험의 특성이 없으므로, 보험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이후의 판례에서도 연방대법원은 보험의 

특성인 ‘위험분산’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당해 관행이 보험자와 보험계약

자 간의 계약관계의 구성부분일 것(the practice is an integral part of the 

policy relationship between the insurer and assured): SEC v. 



                  공정거래법 적용면제 법리와 보험시장의 특례 63 

National Securities, Inc., 393 U.S. 453, 459□60 (1969)이 사건에서 보험

회사간의 합병과정에서 사기행위가 있었던 것이 문제되었다. SEC는 1934

년 연방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합병을 무효화하려고 시도하였다. 이에 대해 

합병당사자인 보험사는 양사의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고 주 감독기관에 의

하여 위 합병이 주 보험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승인을 받았다는 이유로, 

위 합병에는 연방법의 적용이 면제된다고 주장하였다. 연방대법원은 문제

된 주법이 보험회사 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주법으로서 맥캐런법 

소정의 ‘보험사업’을 규율하기 위하여 제정된 주법은 아니라고 보았다. 이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은 보험자와 보험계약자의 관계, 보험증권의 종류, 신

뢰성, 해석 및 집행에 관한 문제가 ‘보험사업’의 핵심내용이 될 것이라고 

보았다. 

당해 관행이 보험산업내의 주체들로 국한될 것(the practice is limited 

to entities within the insurance industry) Group Life & Health Ins. Co. 

v. Royal Drug Co. 440 U.S. 205 (1979)의 사안에서 Group Life사는 텍사

스에서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만 구입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 구입에 대

한 보험계약을 판매하였다. Group Life사는 이와는 별개로 텍사스 주의 약

국과 거래계약을 체결하여, 위 보험계약자가 선택한 약국이 Group Life사

와 거래계약을 체결한 약국인 경우 보험계약자는 모든 전문의약품에 대하

여 미리 확정된 약품가격만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Group Life사가 직접 약

국에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또한 보험계약자가 선택한 약국이 Group 

Life사와 거래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약국인 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 전문의

약품 가격을 모두 지불하고 Group Life사가 약품가격의 75%를 사후에 보

상해 주기로 하였다. 이에 대하여 Group Life사와 거래계약을 체결하지 않

은 약국들이 독점금지법 위반이라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사건에

서 연방대법원은 ‘보험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문제를 다음의 3가지 요

건을 기준으로 평가하였다.

첫째, Variable Annuity 사건에서 대법원은 ‘위험 분산’을 요건으로 한다

고 본 바 있다. 여기에서 Group Life와 보험계약자 사이의 ‘보험계약’은 보

험계약자가 전문의약품의 가격을 지급하지 못할 위험을 분산하는 속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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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있으나, Group Life와 약국간의 ‘거래계약’은 Group Life사가 보험

계약을 이행하는 비용을 최소화하는데 불과한 것이므로 두 계약은 서로 

구별되고 ‘거래계약’은 ‘보험사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둘째, 

National Securities 사건에서 대법원은 당해 행위가 보험업자와 보험계약

자 사이의 계약에 관련된 것인지를 문제 삼았었다. 

이에 따라 Group Life와 약국간의 ‘거래계약’은 보험업자와 보험계약자 

사이의 계약과는 별개의 거래라고 보았다. 한편 연방대법원은, National 

Securities 사건에서 “보험업자의 신뢰성에 접한 관련이 있는 활동은 ‘보

험사업’이라고 볼 수 있다”고 보았으나, 이것을 광범하게 해석하는 경우에

는 보험사업자의 모든 활동이 보험사업자의 신뢰성에 다소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보험사업의 영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보험업자의 신

뢰성에 접한 관련이 있는 활동’이라는 것은 협의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

시하였다. 셋째, 연방대법원은 맥캐런법의 제정에 관한 입법의도와 관련하

여, 동법은 보험업자들이 통계적 작업과 보험요율 산정(ratemaking) 등을 

목적으로 한 보험사업자들 사이의 공동관계에 대하여 연방독점금지법의 

적용을 제외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고, 보험업자가 아닌 다른 산업분야의 

당사자로부터 대량의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는 행위를 연방독점금지법의 

적용으로부터 제외하려는 입법적 의도는 없다고 보았다. 이는 당해 활동이 

보험산업내의 주체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활동임을 요하는 요건으로서 

Royal Drug 사건에서 최초로 언급된 것이다. 

이하에서 적용면제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즉 ‘보험사업’에 관한 

이상의 판례는 기본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나 이후 연방대법원은 구체적인 사

실관계에 따라서 조금 편차가 있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 여기에서 위의 요

건들은 원칙적인 의미를 지니는 것이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는 유사 사

건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선례를 세 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대체로 ‘보험사업’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행위 혹은 관행들은 

다음과 같다. (i) 보험사업자들 사이에 협력을 통한 보험요율 산정

(ratemaking) 행위, 즉 특정한 회사를 위한 것이거나 혹은 요율산정기관을 통

하여 공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든 묻지 않고 요율표를 작성하여 이를 신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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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행위(preparing and filing a rating scheme), (ii) 개인보험과 단체보험 간

의 요율유형의 구분행위(decision of rating classification differences), (iii) 대

리점에 대하여 개인보험이나 단체보험의 판매권을 수여하는 행위, (iv) 중개인

이 제시한 보험보호를 인수하거나 거절하는 행위, (v) 근로자보상보험 재보험 

풀을 만드는 행위, (vi) 개별적 보험계약의 현실적 이행행위 등이다.69) 

 5) 최근의 입법적 동향

보험사업자 대한 주의 감독권과 독점금지법을 포함하는 연방법의 적용강화

는 서로 긴장관계에 있는 과제다. 보험에 대한 연방의 규제강화가 위협적으로 

논의되는 와중에서 주의 입법자와 보험당국은 보험감독체계의 현상유지를 위

해 노력하고 또 기존의 감독프로그램을 보완하는 새로운 시책을 강구하여 연

방의 위협에 대응하고 있다70). 즉 연방의회는 맥캐런-퍼거슨법이 정하는 연방 

독점금지법의 광범한 적용면제를 철폐하거나 수정하려는 움직임은 보다 보험

시장내의 경쟁을 촉진하고자 하는 의도를 담고 있는 것이며71), 또한 주 차원

에서도 보험감독체계의 개혁과 주 독점금지법의 적용강화를 시도되었다72). 그

리고 맥캐런-퍼거슨법의 적용면제조항과 관련한 입법움직임은 크게 두가지다. 

첫째는 적용면제조항의 전면적인 철폐를 주장하는 입법움직임이다73). 맥캐런-

퍼거슨법 제정 당시에 비해 보험산업을 지배하던 강력한 카르텔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통일적인 요율협정의 적용도 예전과 같지 않다는 사정을 반영

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맥캐런-퍼거슨법이 정하는 적용면제조항을 수정하자

는 움직임으로서, 광범한 독금법 적용면제에 갈음하여 소수의 한정적으로 열

69) 43 Am. Jur. 2d Insurance §.30.
70) Vitkowsky/Ingersoll, Survey of 1992 Development in the Public Regulation of 

Insurance, 28(No.2) Tort & Insurance Law Journal, Winter 1993, pp.408-409.
71) Lovett, Banking and Financial Institutions Law, 5th Ed., 2001, p.383.
72) Mitchell/Sacks, Implication of California's Proposition 103 for Antitrust 

Compliance - Should Life and Health Insurers be Concerned?, 26(No.4) Tort & 

Insurance Law Journal, Summer 1991, pp. 793-794.
73) U.S. DOJ, Report of the Task Group on  Antitrust Immunities[1979]; PLI 

Order No. B4-6899, Antitrust Guidelines for the Insurance Industry, Sep. 11, 

1989, Office of Attorney General of California, 659, PLI/Corp 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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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된 필수적인 공동행위에 한해 적법성을 인정하자는 것이다74). 특히 1990년

대 들어서는 이 법이 보험업자들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되

는 경향이 있다. 그리하여 미국보험협회(American Insurance Association)는 

이 법을 폐지하기 위하여 노력하게 되었고, 실제 이 법을 폐지하기 위한 법안

이 H. R. 9 legislation 의안으로 1994년에 제출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미국보

험협회(AIA)에 가입하지 않은 중소규모의 보험업자들은 이 H. R. 9 legislation

에 반대하였다. 중소보험업자들은 자신들이 보유한 정보만으로는 미래의 보험

사고 발생가능성이나 손해액을 예측할 수 없고 보험상품을 만들기도 어려우

므로, 동법의 연방독점금지법 면제조항이 폐지되어서는 곤란하고 오히려 강화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맥캐런법이 폐지되면 중소보험업자들은 대형 

보험업자들에 비하여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되고 결국 시장에서 퇴출될 것이

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1994년 선거에서 하원의 다수당이 바뀌면서 이 법을 폐지하기 위한 

이상과 같은 움직임이 일단 좌절되었으나, 2007년에 들어 의회의 다수당이 다

시 바뀌자 그 움직임이 다시 부활하게 되었다. 그러나 2007년 중 연방의회가 

보이는 움직임의 특징들로는, (i) 맥캐런법의 연방독점금지법 면제조항을 일률

적으로 모두 폐지하자는 점, (ii) 허리케인 카트리나로 인한 미국 남부지역의 

막대한 보험사고 발생 이후 보험료의 급증으로 인하여, 남부지역의 공화, 민

주 양당 의원들이 모두 맥캐런법의 폐지에 찬성하고 있는 점, (iii) 보험업계에

서도 보험업에 대하여 연방법률로 규제하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일고 있는 

점(연방법의 적용을 선택하는 경우 맥캐런법에 따른 연방 독점금지법의 적용

면제를 주장할 수 없게 되지만 주정부에 의한 보험료율 통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됨), (iv) 주 보험감독당국의 연합체인 전국보험감독관협회 (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Commissioners, NAIC)가 이 법의 폐지를 반대해 

온 기존의 입장에서 후퇴하는 경향을 보이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보험자들에게 선택권을 부여하여 연방법에 의한 규율을 선택하는 보

험업자에게는 맥캐런법의 독점금지법 적용면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나

74) U.S. National Commission for the Review of Antitrust Laws and 

Procedures[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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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지 보험업자들에게는 계속 동법의 적용을 받게 하자는 주장도 있다. 연방법

에 의한 규율을 선택하는 보험업자들은 동법에 의한 주정부의 가격통제 및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으나 반면에 연방 독점금지법의 적용을 받게 될 것이

다. 그 결과 대규모 보험업자는 연방법의 규율을 선택하고 소규모 보험업자는 

동법에 의한 주법의 규율을 선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75).

3. 우리나라의 적용면제 법리

가. 공정거래법상의 제도

 1) 법률에 따른 정당한 행위

  가) 일반론

법 제58조는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에 대

해서는 동법의 적용을 제외하는 바, 이에 따른 공정거래법의 적용면제를 일컬

어 법률에 따른 정당한 행위라고 부른다. 이 적용제외 조항은 일본의 사적독

점금지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구법 제22조와 기본적으로 그 취지가 같다. 

일본의 구법 제22조는 특정한 사업에 관한 특별한 법률이 있는 경우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그 법률 또는 그 법률에 기초한 명령에 의해 행한 정당한 

행위에 대해 동법의 적용을 면제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고, ‘1947년 적용제

외법’은 구법 제22조가 말하는 소위 사업법령을 한정적으로 열거한 후 그 동

안 열거사항을 수정하거나  폐지하여 왔다. 동조의 기본취지는 공익적 견지의 

사업법규가 인가제 등을 통해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독과점적 지위를 부여하

고 이들의 사업활동에 대해 강력한 공적규제가 있는 경우 그 사업상의 정당

한 행위에 대해서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유보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조항

은 1999년 공정거래법의 개정으로 폐지된 바 있다76)77).

75) Craig A. Berrington, 앞의 글.
76) 일본 공정거래법의 경우에는 소위 자연독점사업에 대한 적용면제조항도 있었다. 

즉 구법 제21조(자연독점에 고유한 행위)는 철도사업, 전기사업, 가스사업, 기타 

그 성질상 당연히 독점이 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행하는 생산, 판매 또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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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법령에 기초한 정당한 행위(법 제58조)

법률에 따른 정당한 행위는 크게 두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법률 그 자체

의 규정에 직접 의거한 사업자들의 행위이다. 예컨대 보험업법 제125조는 보

험회사들이 상호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를 제공하면서 다만 주무

관청인 금감위의 인가를 요구하고 있다. 그 결과 당해 협정이 경쟁제한적 성

격을 지니더라도 동법에 따른 정당한 행위로서 부당공동행위 금지의 예외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항 자체가 부당공동행위에 관한 공정

거래법의 적용면제를 직접 의도하는 것이므로, 사실상 공정거래법 제58조의 

적용면제조항은 불필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두번째는 법률에 근거하여 행

정관청이 행한 명령에 따라 행하는 사업자들의 정당한 행위로서 법 제58조의 

핵심은 여기에 있다. 여기의 ‘법률에 의한 명령’에는 시행규칙 등 법규명령이 

포함됨은 물론이고, 행정관청의 행정행위 내지 행정처분도 포함된다고 생각된

다78). 문제가 되는 것은 행정관청의 행정지도에 사업자가 따랐을 경우, 이것

이 법률에 의한 정당한 행위가 될 것인지 여부이다. 원론적으로 행정지도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포함되지 않는다79). 공법학의 일반적 설명에 의하면, 행

급에 관한 행위로서 그 사업에 고유한 행위에 대해 서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면

제하였다. 자연독점사업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있으며, 정부규제의 결과로 인한 

독점사업이라는데 그 근거를 두었으나, 자연독점개념의 불분명성 등으로 인하여 

이 제도도  2000년에 폐지되었다.
77) 일본에서 공정거래법 이외의 다른 법률에 의한 적용유보의 구체적 사례로는, 수출

입거래법 제33조, 해운법 제28조, 내항해운조합법 제18조, 항공법 제110조, 도로운

송법 제18조, 보험업법 제101조, 손해보험요율산출단체에 관한 법률 제7의 3조, 주

세보전법 제93조, 생활위생법 제10조, 하청대금법 제8조, 소매특별조치법 제13조 

제2항 등이 있다. 보험과 관련하여 상호협정에 관한 근거조항이 있다는 점은 같으

나 손해보험요율산출단체에 관한 법률의 관련규정은 우리나라에는 없다. 
78) 일부 논자들은 여기의 명령은 법규명령을 말하는 것이고, 행정관청의 구체적 행

정처분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행정지도에 따른 

행위의 경우에도 최소한 당해 행위의 위법성 조각이 문제되는 것인데, 법령에 근

거를 둔 행정처분에 따르는 행위는 의당 정당한 행위의 범주내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현실적으로도 보험업법 제125조 제2항은 금융감독위원회가 보험회사로 

하여금 상호협정의 체결을 명하거나 협정체제에 가담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규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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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도는 비권력적 사실행위로서 수범자게 대하여 구속력이 없으며 수범자는 

지도에 따를 것인지 여부를 자유롭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해 

행정지도에 따라 사업자가 행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에 위반될 경우에는 공정

거래법 소정의 제재가 의당 수반되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설명은 행정지도의 실제와 사뭇 거리가 있는 것이다. 한편 주무관청의 허가나 

인가가 공정거래법 제58조 소정의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임을 자동적으로 

인증하는 것은 아니다. 행정관청의 허가 혹은 인가는 경찰법상의 목적하에 이

루어지는 것이며, 인허가 대상이 공정거래법 위반을 구성하는지 여부는 별개 

차원의 문제이다. 법 제58조 소정의 정당한 행위란 직접 법률의 규정에 따라 

혹은 법규명령이나 행정처분에 따른 정당한 행위인 까닭에 당해 행위가 가지

는 경쟁제한성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법의 적용면제를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예컨대 감독관청의 허가를 받은 행위라고 할지라도 당해 행위는 불공

정거래행위를 구성할 수 있고, 요율인가의 대상인 행위라도 사업자들이 그 전

제인 사실과 관련하여 담합을 하였다면 부당공동행위로서 규제되어야 하는 

것이다. 다만 법령의 근거 하에 행정관청이 인가의 부관으로 사업자들 사이의 

협의나 조정을 요구하고 이에 따라 사업자들이 합의한 경우라면, 이는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가 될 것이다. 인가사항과 관련하여 행정관청이 사전적인 행

정지도에서 사업자들 사이의 협의 또는 조정을 거치도록 한 경우는 행정지도

에 따른 행위의 문제가 된다.

  다) 행정지도의 문제

   (1) 행정지도와 공정거래법

행정지도란 행정관청이 사업자 기타 수범자의 임의적 협조와 순응을 통해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하는 각종 지도와 권유 등의 비권력적 사실행위

를 말한다. 경직된 행정처분에 비해 수범자의 반발이나 정서적 부담을 제거하

면서 원만하게 행정목적을 달성케 하는 점에서 현대행정의 요구에 부응하는 

면이 있고, 각종 사업자단체 또한 각종의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제정 등을 통하

79) 행정지도의 흔한 일본에서는 규제산업의 사업자가 감독관청의 행정지도에 따른 

행위에 대하여 대체로 이를 위법성조각사유로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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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행정지도가 겨냥하는 목적실현의 매개체가 되는 경우도 있다. 행정지도는 

각종 규제가 많고 주무감독관청에 의한 선단행정의 전통이 강한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특히 현저한 현상이다. 문제는 행정지도에 따른 사업자들의 행태가 

카르텔행위나 불공정거래행위를 구성할 경우 이의 위법성문제를 어떻게 처리

할 것인가에 있다. 공법학의 표준적 논의에 따르면, 행정지도는 비권력적 사

실행위에 지나지 않고, 이를 위해서 법적 근거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다. 

또 수범자의 임의적 협력과 순응을 기대하는 사실행위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행정지도는 법적 구속력이 없고 또 사업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더라도 법적 

제재가 가해지지 아니한다. 이러한 논의에 의하면, 행정지도를 따를 것인지 

여부는 사업자 스스로의 판단에 일임되는 것이고, 따라서 사업자가 행정지도

에 따라 행한 각종의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58조 소정의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를 구성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원칙론을 충실하게 따른 초기 판결례

로는 1992년에 나온 다음의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들 수 있다.

서울고판 1992.1.29. 91구2030

“행정지도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에 불과한 것이어서 그에 따름이 강제되는 것이 아

니므로 사업자단체로서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 여부를 판단하여 행동

하여야 하고, 위 법의 운영은 행정부 내에서 독립된 지위를 가진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으로 되어 있으므로, 사업자단체가 주무관청인 상공부의 행정지도에 따라 시정명

령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하게 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거

나 또는 그 시정을 명함이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다.”

   (2) 행정지도의 유형에 따른 차별화 논의

이상의 원칙론은 행정지도의 사실상의 강력한 구속력을 외면하고 감독행정

의 실태와 배치되는 점이 있다. 여기에서 행정지도의 주체와 그 법적근거를 

감안하여 이를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 즉 행정지도의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경우, 조직법상의 근거 즉 일반적 감독권만 있는 경우, 그리고 행정활동법상

의 구체적 근거 즉 영업감독법규에 당해 행정지도에 관한 구체적 근거가 있

는 경우 등으로 나눌 수 있다. 행정작용법상의 근거 하에 주무관청이 행한 구

체적 행정지도에 따른 부당공동행위 등은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

성 자체를 부인하여야 할 것이다. 행정조직법적 근거 하에 이루어진 행정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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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할지라도 그 내용이 구체적이며 사업자에 대해 사실상의 구속력이 있는 

경우라면 현 단계에서는 이 역시 공정거래법 제58조 소정의 정당한 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는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80). 그러나 행정관청이 법적 근거 없

이 행한 행정지도에 따른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피할 수 없

다. 그 본질이 사실행위인 행정지도의 법적 근거가 전혀 없다면, 이를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행정지도의 사실상의 구속력

과 당해 산업의 상황, 법위반행위의 정도와 반경쟁성의 정도를 감안하여 공정

위가 그 책임을 경감하는 것은 가능하다. 한편 행정지도에 따른 사업자의 행

위를 법령에 의한 정당한 행위로 평가한 판례는 현재까지 존재하지 아니하며, 

다만 공정거래법 제19조 5항의 추정의 복멸 문제로 접근하고 있다.

   (3) 판례의 동향

판례에서 다루어진 것은 주로 부당공동행위 사건인 바, 이에 대해서는 독특

한 법리가 전개되고 있다. 즉 행정지도에 따른 행위이므로 법령에 의한 정당

한 행위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행정지도에 따라 한 행위가 결과적으로 일치

된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공정거래법 제19조 제5항의 추정조항이 적용되기 

위해 필요한 사업자들 사이의 일치된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 논리는 합

의의 추정을 깨뜨릴 뿐만 아니라, 종국에는 부당공동행위의 기본요건인 합의 

그 자체의 부인으로 이어진다. 사업자들이 감독관청의 행정지도에 따라 행한 

행위가 부당공동행위의 외관(즉 행위의 일치)을 만든 경우, 법 제19조 제5항의 

합의의 추정이 복멸될 수 있는지 여부가 여러 차례 논의되어졌다. 우선 행정

지도가 행정작용법의 근거 하에 사업자들의 행위의 일치를 초래하는 것이라면 

합의의 추정이 복멸될 수 있다81). 나아가서 행정작용법상의 근거가 없는 행정

지도에 따라 행한 공동행위에 대해서도 추정이 복멸될 수 있다. 즉 사전협의

80) 정호열, 경제법, 2006, pp.78-80.
81) 서울고판 2002.10.17. 2001누10716. 이 사건은 손해보험사들이 부가보험료 인

상률을 동일하게 하였으나 금융감독원이 보험업법 소정의 보험료 변경인가권

을 기초로 보험료의 산정, 인상률, 시행시기 등에 대해 광범한 행정지도를 한 

사안이다. 이 사건에 대한 대법원판결(2005.1.28. 2002두12052)도 마찬가지의 결

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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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하거나 사전승인을 얻도록 하는 법령의 명시적 규정은 없지만 재정경제원

과 국세청이 정한 인상률에 따라 맥주가격을 인상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공동

행위의 추정을 복멸한 것이다82). 그러나 행정관청이 행정지도에 당하여 구체

적인 가격인하율이나 인하시기를 정해 준 것이 아니라 원자재가격의 인하로 

인한 원가하락요인을 자율적으로 제품가격에 반영하도록 하였다면 이는 행정

지도에 의한 가격동조로 볼 수 없고 또 추정의 복멸도 인정되지 않는다83).

대판 2005.1.28. 2002두12052

“금융감독원이 행정지도를 통하여 사실상 부가보험료 결정에 관여하였고, 그 결과 

보험료가 동일하게 유지되었다면 위와 같은 사정은 공동행위의 합의추정을 복멸시킬 

수 있는 정황으로 참작될 수 있다. 위 행정지도에 앞서 원고들 사이에 기본보험료에 

대한 별도의 합의를 하였다거나 또는 위 행정지도를 기화로 기본보험료를 동일하게 

유지하도록 하는 별도의 합의를 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원고들의 행위는 원고

들 사이의 의사연락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니 공동행위의 합의가 없다는 추정

은 복멸되었다“

 2) 지적재산권의 행사행위

공정거래법 제59조는 무체재산권의 행사행위에 대해 동법의 적용을 면제한

다. 동조는 ‘이 법의 규정은 저작권법, 특허법, 실용신안법, 의장법 또는 상표

법 등에 의한 권리의 행사라고 인정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고 정하고 있다. 법문은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이나 상표권의 정

당한 행사를 열거하고 있으나, 상법상의 상호권이나 기타의 지적재산권의 정

당한 행사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이 조문은 실제상 불필요한 조

문이다84). 특허법이나 상표법 등이 특정한 지적 발견 혹은 창안에 대해 특허

82) 대판 2003.2.28. 2001두946, 1239; 동 2003.3.14. 2001두939.
83) 서울고판 2000.1.20. 98누10822. 이 사안에서는 행정관청의 가격형성에 관한 구체

적인 행정지도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였다.
84) 일본의 공정거래법 제21조는 “이 법률의 규정은 저작권법, 특허법, 실용신안법, 

의장법 또는 상표법에 의한 권리의 행사로 인정되는 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법상황이 우리와 같다. 지적재산권 행사에 대한 공정

거래법 적용과 관련하여, 일본의 학설은 공정거래법 전면적용설, 부분적용설(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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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이나 상표권 등의 권리를 인정한 경우, 권리의 귀속자는 당해 법이 허용하

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배타적으로 사용실시하고 또 이를 처분할 수 있음

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마치 독점사업자가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이나 물건

에 대해 소유권의 범위 내에서 권리를 행사하고 배타적으로 이를 사용⦁ 수

익하는 것이 보장됨과 하등 다를 바 없다. 그러나 독점사업자가 소유권을 행

사하는 행위 혹은 다른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경쟁제한적 속성을 

지니는 경우 공정거래법의 규제대상이 되는 것처럼, 지적재산권의 소유자 역

시 마찬가지 차원의 규제를 받음은 물론이다. 예컨대 독점사업자가 시장진입

에 필요한 특허권을 선점하여 다른 사업자의 시장진입을 방해한다든지, 혹은 

지적재산권 소유자가 실시계약(license)과 관련하여 자신의 지위를 남용하거나 

불공정한 행태를 보인다든가 하는 것은 독점규제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여기

에서 소유권의 행사 혹은 계약의 자유와 관련하여 공정거래법에 유보조항을 

둘 필요가 없는 것처럼, 지적재산권의 행사와 관련해서 독점규제법에서 적용 

혹은 적용유보 조항을 둘 필요는 없다. 카르텔협정도 기본적으로 계약자유 혹

은 사적자치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지만, 이것이 남용되어 경쟁제한성을 지닐 

때 독점규제법이 개입하는 것과 동일하다. 여기에서 불필요한 논란을 유발하

는 현행 공정거래법 제59조는 삭제함이 옳고, 표준적 법제에서도 이러한 적용

제외조항은 없다. 다만 이 조문은 연혁적 차원 혹은 발상적 차원의 의미는 있

다고 하겠다. 즉 지적발견이나 창안이 지적재산권으로서의 요건을 구비한 경

우 타인이 이를 모방하거나 복사하여 경쟁하는 것이 금지된다는 점에서, 지적

재산권법은 독점금지의 정신에 중대한 예외를 이루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독

점금지법은 지적재산권의 정당한 행사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는 입법에 의한 경쟁정책과 지적재산권정책의 조정인 셈이다. 이와 관련하

여 ‘지적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관한 심사지침’(공정위 제정 2000.8.30)이 공

정위의 내부지침으로 제정되어 있다.

 3) 일정한 조합의 행위

공정거래법 제60조는 일정한 요건을 구비한 조합 또는 조합 연합회의 행위

적 상황에만 적용하고, 정당한 권원내의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견

해) 등으로 나뉘어지나, 동조의 무용설을 제기하는 견해가 매우 유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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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하여 동법의 적용을 면제하고 있다85). 이를 위해서는 네가지 요건이 구

비되어야 한다. 첫째 소규모의 사업자 또는 소비자의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하

고, 둘째 임의로 설립되고 조합원이 임의로 가입 또는 탈퇴할 수 있어야 하

고, 셋째 각 조합원이 평등한 의결권을 가져야 하고, 넷째 조합원에 대하여 

이익분배를 하는 경우 그 한도가 정관으로 정해져 있어야 한다. 이러한 조합

에 대해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면제하는 것은 영세한 사업자나 소비자의 상호

부조적 활동을 진작하기 위한 것이다. 사업자조합이나 그 연합회가 공정거래

법 제60조에 따른 적용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소규모의 사업자만으로 구성되

어야 하므로, 대규모사업자가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어서는 아니된다86). 이

러한 조합의 예로는 소비자들로 구성된 소비자협동조합이나 영세한 원시생산

업자들로 구성된 농업협동조합, 축산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그리고 소규

모사업자로 구성된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법정 요건을 

구비한 조합 또는 조합연합회의 행위라고 하더라도 불공정거래행위나 부당하

게 경쟁을 제한하여 가격을 인상하게 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받

는다(법 제60조 단서).

나. 보험업법의 특례

 1) 보험업법 제125조의 연혁

보험업법은 1962년 동법 제정 당초부터 보험사업자의 일정한 상호협정을 

허용하는 제도를 두고 있었다(현재의 보험업법 제125조). 그러나 그 내용은 

다소의 변화가 있었다. 즉 제정 당시에는 상호협정의 체결이 주무관청인 재무

부장관에 대한 신고사항이었으나, 1977년의 보험업법 전면개정을 통하여 신고

85) 일본 공정거래법 제22조(구법 제24조)도 일정한 조합의 행위에 대하여 동법의 적용

을 유보한다. 이는 우리나라 공정거래법 제60조에 대응하는 것이나, 다만 “법률의 

규정에 기하여 설립된 조합”이어야 하는 차이가 있다. 적용면제를 위한 요건은 같

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공동행위가 가격인상에 해당될 경우에는 면제가 배제된다.
86) 서울고등법원 판결례(1992.1.29 91구2030)는 중소기업협동조합연합회 산하의 지역

별협동조합에 대규모사업자가 가입한 경우 이에 대한 공정거래법의 적용면제를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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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인가제로 바뀌었고, 다시 1997년의 개정에서 상호협정의 인가에 앞서 공

정거래위윈회와 협의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되었다. 여하튼 보험업법 소정의 

요건을 갖춘 보험회사 사이의 상호협정에 대해서는 부당공동행위에 대한 공

정거래법의 적용을 유보되며87), 이들 상호협정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제58조 

소정의 법률에 따른 정당한 행위로 평가하는 것이 보통이다. 

현행 보험업법 제125조(상호협정의 인가)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① 보험회사는 그 업무에 관한 공동행위를 하기 위하여 다른 보험회사와 

상호협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위

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 금융감독위원회는 공익 또는 보험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대하여 제1항의 협정의 변경⦁폐지 또

는 새로운 협정의 체결을 명하거나 그 협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따를 것을 

명할 수 있다.

③ 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협정의 체결 

또는 변경의 인가를 하거나 명령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정거래위원

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2) 상호협정 인가제의 취지

공정거래법이 제정되고 부당공동행위가 금지된 것은 1980년 이후의 일이

며, 공정거래법이 제정된 이후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카르텔의 위법성 혹은 

87) 일본 보험업법에도 유사한 제도가 있다. 즉 일본 보험업법 제101조에 의하면, 보

험사업자는 내각총리대신의 인가를 얻은 제한된 보험종목에 대한 상호협정 내지 

공동행위는 허용된다. 공동행위가 허용되는 보험종목은 항공보험, 원자력보험, 자

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과 지진보험 등이며, 위험의 분산과 평준화를 위해 재보험 

관련 공동행위가 필요한 경우에도 상호협정이 허용된다. 내각총리대신이 상호협

정을 인가하기에 앞서 공정취인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인가의 요건은,  

첫째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아야 하고 둘째 부

당하게 차별적이지 않아야 하며 셋째 협정의 가입 및 탈퇴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아야 하며 넷째 위험의 분산 또는 위험평준화 기타 공동행위를 하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도 이내일 것 등이다. 



76 연구보고서 2008-2

범죄성에 대한 인식은 매우 희박했던 것이 현실이다. 게다가 보험사업의 경우

에는 위험의 분산과 평준화라는 보험제도의 본질과 관련하여 제한된 범위 내

에서 사업자들 사이의 공동행위를 허용할 필요가 있었고, 이러한 법적 수요를 

반영한 것이 상호협정 인가제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인 예를 몇가지 들면 다

음과 같다. 

첫째, 거대 위험(catastrophic loss)에 대한 보험인수에 있어서의 공조의 필

요성을 들 수 있다. 예컨대 지진으로 인한 해일이나 쓰나미, 화산의 분출, 원

자력사고나 방사능누출 등으로 인한 거대위험은 단일한 보험자가 인수하기는 

버겁고, 당해 보험상품의 시장성 혹은 경제성에 대한 예측도 어렵다. 자율적

인 시장기능에 맡길 수 없는 이러한 위험에 대해서는 다수의 보험회사가 공

동으로 위험을 인수하는 것이 필요하고, 예컨대 원자력보험에 대한 상호협정 

등에 대해서는 카르텔규제의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88). 둘째 보험자가 인

수를 꺼리는 위험의 인수와 관련된 상호협정이다. 사고빈발 운전자에 대한 자

동차보험의 인수와 관련하여 다수의 보험자들이 상호협정을 체결한 후 순번

을 정하거나 안분비례의 방식으로 공평하게 고위험 물건을 인수하도록 하는 

것과 같다. 자동차보험불량물건인수에 관한 협정이 가능하고, 현재 손해보험

사업자 사이에 “손해보험공동인수특별협정” 및 “공동인수보험계약대차청산협

정” 등이 체결되어 있다. 셋째, 독창적인 보험금융상품의 개발을 촉진하여 소

비자의 후생을 증대시킨다는 의미에서 신규성(독창성), 유용성, 적법성 등의 

요건을 구비한 보험상품에 대하여 다른 보험회사의 복사나 모방을 일정한 기

간 동안 금지하여 배타적으로 당해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제도의 시행의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신상품개발이익보

호에 관한 상호협정(자율협정으로서 2001.12.14 금감위 인가)과 동 시행세칙

이다. 이러한 협정은 보험은 물론, 은행이나 증권시장에도 도입되어 있다. 넷

째 보험모집질서를 확립하고 모집경쟁상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협정이 

있다. 이는 모집단계에서의 경쟁제한 혹은 영업행태 제한과 직결될 수 있는 

것으로서, 현재 ‘생명보험 공정경쟁질서 유지에 관한 협정과 동 시행세칙’과 

손해보험 업계의 경우 “공정경쟁질서유지에관한상호협정”이 체결되어 있다89). 

88) 성대규, 한국보험업법, 동원, pp.386-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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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협정의 내용에서 경쟁제한적 사항은 대부분 삭제되었고, 그 내용은 

보험업법과 하위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자율규제 형식으로 통제하는 것

이 대종을 이루고 있다. 보험회사가 이 협정을 위반할 경우 협정에서 정하는 

공정경쟁질서유지위원회의 결의로 제재금을 부과하게 된다.

 3) 상호협정의 당사자와 내용의 제한

상호협정의 당사자는 법문상 보험회사로 한정된다. 따라서 보험협회 등의 

사업자단체나 보험대리점 등은 협정당사자의 적격이 없다. 그러나 외국 보험

사의 국내지점이나 외국보험사는 당사자가 될 수 있으며, 이는 시행령 자체가 

‘외국보험회사와의 상호협정 가능성’을 언급하는데서 인증된다(보험업법 시행

령 제69조 제1항 제1호 바목). 그 다음 상호협정의 내용과 관련하여 법문은 

‘업무에 관한 공동행위’로 규정하고 있을 뿐(보험업법 제125조 제1항), 여기서 

말하는 보험회사의 업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서 구

체화하고 있지 않다. 이에 대하여는 미국의 맥캐런-퍼거슨법의 보험사업

(business of insurance)처럼 위험의 분산과 평준화를 내용으로 하는 행위 등

으로 그 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해석도 가능하고, 혹은 현재 우리나라 보

험회사가 취급하는 업무 전반으로 넓게 해석할 수도 있고90) 상호협정의 관한 

종래의 보험실무도 이와 같다고 하겠다. 여하튼 동조의 업무에 대한 행위가 

아니라면, 설사 이에 대하여 금감위의 인가가 있다고 하더라도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가 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보험업법 제125조의 상호협

정의 취지가 보험업 고유의 특성을 감안한 카르텔규제의 예외를 인정하는데 

있다면, 보험업 고유의 속성과 무관한 보험회사의 업무는 동조 소정의 ‘업무’

가 아닌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 점에 관한 뚜렷한 해석론이나 판례

89) 공정거래법 제정 이전은 물론이고, 동법이 제정된 후에도 상당한 수의 상호협정

이 보험시장에 존재하였다. 그러나 1999년 카르텔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요구하

는 OECD의 권고를 배경으로 법정카르텔이 대규모로 정비되면서(소위 카르텔일

괄정리법의 제정), 보험시장에 존재하던 상당수의 협정, 예컨대 보험모집인의 스

카웃을 제한하던 협정 등이 폐지되었다.
90) 성대규, 앞의 책, 38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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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므로 국내외의 법제와 사법적 해석을 참조하여 이를 

보다 구체화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4)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

보험회사의 상호협정하의 행위가 적법한 행위가 되기 위하여는 당해 협정

체결, 변경, 폐지에 있어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가 있어야 한다. 이 인가는 원

칙적으로 사전적인 것이어야 하며, 상호협정의 체결, 변경 또는 폐지의 인가

의 신청은 서면, 즉 인가신청서에 의하여 한다. 

그리고 이 신청서에는 상호협정서, 상호협정서 변경대비표, 기타 상호협정

의 내용을 설명하는데 필요한 서류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

여야 한다(보험업법 시행규칙 제32조). 그리고 인가신청서에는 협정당사자의 

상호 또는 명칭, 본점 또는 주된 소재지, 상호협정의 명칭과 그 내용, 협정의 

효력발생시기와 기간, 협정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유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또한 법령은 상호협정의 변경 그리고 폐지시의 인가신청서 기재사항을 차별

하고 있다. 

인가신청서를 접수한 금융감독위원회는 당해 협정의 내용이 보험시장 내에

서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지 여부, 그리고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지 여부를 심사하여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시행령 제69조 제2항). 그

러나 인가에 관한 시행령의 요건은 그 자체 모순적 속성을 지니고 있다. 상호

협정은 그 본질 자체가 협정당사자의 단독의 영업판단을 제한하며 경쟁제한

적 속성을 지니게 되는 것이며, 부당공동행위 일반의 경우에도 당해 행위의 

경쟁제한성 보다 효율성이 훨씬 큰 경우라면 합리의 원칙(rule of reason)에 

따라 당해 행위는 허용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여기의 금감위 인가는 기본적으로 기속재량행위에 속한다. 결국 협

정체제가 가져오는 효율성 증대가 전혀 없거나 효율성 증대가 협정이 초래하

는 경쟁제한적 효과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리고 순기능은 없이 보험

계약자의 이익을 극단적으로 훼손하는 경우 등에는 금융감독위원회는 상호협

정을 인가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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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금융감독위원회의 체약 및 가입 강제

금융감독위원회는 공익 또는 보험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대하여 제1항의 협정의 변경⦁폐지 또는 

새로운 협정의 체결을 명하거나 그 협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따를 것을 명할 

수 있다(보험업법 제125조 제2항). 이는 보험회사의 주도적 발의하에 이루어

지는 상호협정이 아니라, 금융감독위원회가 상호협정의 체결, 변경, 폐지 그리

고 아웃사이더의 협정체제의 가입을 강제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는 규정이

다. 상호협정은 자율규제의 주된 수단이 되는 바, 협정이 자율규제의 근거로 

주효하기 위해서는 보험시장내의 모든 사업자가 협정체제에 구속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보험업법 제125조 제2항은 바로 이와 같은 취지를 가진 것이

다. 또한 거대위험의 인수나 불량물건의 인수를 업계가 보편적으로 기피하여 

자발적인 상호협정의 체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 금감위의 협정체결을 

강제하는 명령도 공익에 기여할 수 있다. 이는 금감위의 보험회사에 대한 광

범한  감독명령권(업법 제131조)과도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6)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사전협의

금융감독위원회는 상호협정의 체결 또는 변경의 인가를 하거나 명령을 하

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협의의 의미와 

그 절차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나, 이 협의는 사전적이어야 하고 또 

명시적이어야 함은 분명하다. 그리고 보험업법의 취지 그리고 경쟁제한행위, 

특히 카르텔행위에 대한 엄격한 규제의 필요성을 생각할 때, 공정위와의 협의

절차는 합리적인 기간을 걸친 구체적인 것이어야 하고 공정위의 ‘동의’ 혹은 

‘이견 없음’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행정기관 내부의 의사연락절차를 통하여 확

보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단순히 협의를 요청하는 구두 혹은 서면의 발송만이 존재하는 것

으로는 협의절차를 거친 것으로 평가할 수 없고, 이러한 절차에 의거한 상호

협정 인가는 당해 행위의 위법성을 조각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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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법위반행위의 효과 기타

보험회사의 이사 등이 금감위의 인가없이 공동행위를 하거나 금감위의 변

경, 폐지, 체약, 협정가입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

료 처분의 대상이 된다(업법 제209조 제2항 제29호). 당해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19조 소정의 부당공동행위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공정거래법 소정의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처분(관련매출액의 10% 이내), 그리고 형사처벌의 대상

이 됨은 물론이다. 그리고 당해 행위의 사법상 효력도 당사자 사이에서 무효

가 됨이 원칙이다(공정거래법 제19조 제4항). 행정법 이론에 의하더라도 금감

위의 인가는 당해 행위의 사법상 효력을 완성하는 의미를 지니는 소위 형성

적 행정행위에 속한다.



Ⅳ. 최근의 주요 판결례

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보험회사의 의결권행사 제한

    - 대판 2005.12.9, 2003두10015

가. 개요

 1) 당사자

. 원고: 삼성생명주식회사

. 피고: 공정거래위원회

 2) 사건의 경과

.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2000-122호(2000.8.5.)

. 공정거래위원회 재결 제2001-1호(2001.1.5.)

. 서울고판 2003.7.10, 2001누2159(원고 일부승소)

. 대판 2005.12.9, 2003두10015(원심확정)

 3) 관련 법규정: 공정거래법 제11조

상호출자제한기업진단에 속하는 회사로서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국내계열회사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

  2. 보험자산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보험업법등에 의한 승인등을 

얻어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

  3. 당해 국내 계열회사(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

등록법인에 한한다; 2007.4.13. ‘상장법인에 한한다’로 개정)의 주주총회에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결의하는 경우. 이 경우 그 계열회사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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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중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를 합하여 그 계열회사 발행주식 총수

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2004.12.31. ‘100분의 15’로 개정).

    가. 임원의 선임 또는 해임

    나. 정관 변경

     다. 그 계열회사의 다른 회사로의 합병, 영업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다른 회사로의 양도

나. 공정위 의결 및 재결

 1) 사실관계

  가) 원고의 적격성

원고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91), 같은 법 시행

령 제17조 제1항92) 및 제21조93)의 규정에 의하여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된 

91)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출자총

액제한기업집단 및 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동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92) 법 제9조(상호출자의 금지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당해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들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지정 직전사업연도의 대

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자본총

액 또는 자본금중 큰 금액으로 하며, 새로 설립된 회사로서 직전사업연도의 대차

대조표가 없는 경우에는 지정일 현재의 납입자본금으로 한다. 이하 이 조, 제17

조의 8(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및 제21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에서 같다]의 합계액이 2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으로 한다. 다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은 제외한다.

   1. 금융업 및 보험업만을 영위하는 기업집단

    2.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법 제2조(정의) 제2호에서 규정한 동

일인인 경우의 기업집단
93)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 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4월 1일(부득이한 경우에는 4월 15일)까지 제17조(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등의 범위)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하

거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시행령 제21조(상호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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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집단「삼성」소속의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국내계 열회사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법 제11조94)의 규정을 적용받는 회사이다.

  나) 의결권 행사사실

원고는

(1) 2000.3.17. 09:00경 서울 중구 태평로 2가 250 소재 삼성본관빌딩 지하 

1층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국내계약회사인 호텔신라(주)의 제27기 정기주주총

회에서 소유 중인 호텔신라(주) 발행주식 2,865,158주(지분율: 7.36%)로 제1호 

내지 제6호 의안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 

(2) 2000.3.22. 11:00경 수원시 팔달구 신동 472 소재 삼성코닝(주) 본점 대

회의실에서 열린 국내계열회사인 동사의 제27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소유 중인 

동사의 발행주식 75,860주(지분율: 1%)로 제1호 내지 제6호 의안에 대하여 의

결권을 행사하고, 

(3) 2000.3.24. 09: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635의 4 소재 한국과학기술 회

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국내계열회사인 삼성중공업(주)의 제26기 정기주주총

회에서 소유 중인 동사의 발행주식 10,019,514주(지분율: 4.36%)로 제1호 내지 

제5호 의안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

(4) 2000.3.24. 서울 용산구 한강로 2가 191 소재 (주)삼성경제연구소 대회의

실에서 열린 국내계열회사인 동사의 제9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소유 중인 동사

의 발행주식 1,776,000주(지분율: 14.8%)로 제1호 내지 제6호 의안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사실이 있다.

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 제1항](이하 생략)
94) 법 제11조(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로서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국내계열

회사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

하는 회사가 보험업 또는 금융업을 영위하기 위하여서나 보험자산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관계법령에 의한 승인등을 얻어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

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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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가) 피심인은 앞으로 소유하고 있는 국내계열회사 호텔신라(주) 발행주식, 

삼성코닝(주) 발행주식, 삼성중공업(주) 발행주식, (주)삼성경제연구소 발행주

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유하고 있는 국내

계열회사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을 

위반했다는 사실95)을 1개 중앙일간지(전판)에 3단×10㎝의 크기로 평일(토요일

⦁일요일⦁공휴일 제외)에 1회 게재함으로써 공표하여야 한다. 단 공표관련 

대상일간지의 범위, 게재면, 문안 및 활자의 크기는 사전에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친 것이어야 한다.

 3) 원고의 이의신청

  가) 법제11조 단서의 해석문제

(1) 피심인의 주장

법 제11조 단서는 보험자산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관계법령에 

의한 승인 등을 얻어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행사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때 ‘보험자산의 효

율적인 운용⦁관리’란 보험자산의 운용으로 인한 이득은 증대시키고 손실이나 

위험발생은 감소시키는 자산관리운용방법을 말한다고 해석됨에도 원심결은 

‘보험자산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사업내용면에서 보험사업과 접하게 관

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해석하고 있어 이는 지나치게 좁은 해석으로서 문리에 반한다.

95) 원고는 이 사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유하고 있는 국내계열회

사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을 위반하

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1개 중앙일간지

(전판)에 각 3단×10㎝의 크기로 평일(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제외)에 1회 게재

함으로써 공표하여야 한다. 단, 공표관련 대상 일간지의 범위, 게재면, 문안 및 

활자의 크기는 사전에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친 것이어야 한다(2002.3.21.

자 변경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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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정위의 판단

법 제11조 본문에서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한 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에 대

하여 자신이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국내계열회사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금지한 것은 경제력 집중의 억제라는 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고, 따라서 비록 같은 조 단서에서 예외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경제력집중의 억제라는 입법취지

에 맞추어 해석되는 것이 타당하다.

  나) 관계법령에 의한 승인문제

(1) 피심인의 주장

원심결에서 관계법령에 의한 취득 승인을 얻지 않았다고 판단한 주식 가운

데 무상증자, 주식분할 및 유상증자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는 보험업

법령에 의한 승인을 얻은 것으로 간주하여야 한다.

(2) 공정위의 판단

이의신청인은 자신의 주장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않고 다만 주장만 제기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를 받아들이기 곤란하고, 또한 

이 사건 의결권 행사의 대상이 된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이 ‘보험자산의 효율적

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므

로 동 주장은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

  다) 이중규제문제

(1) 피심인의 주장

보험사업자에 대하여는 보험업법령에 근거하여 승인관청이 사전에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보험회사의 경제력집중행위를 규제할 수 있으므로, 보험회사의 

다른 회사 주식취득에 관하여 승인관청의 승인이 있었다면 중복하여 공정거

래위원회에 의한 규제를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86 연구보고서 2008-2

(2) 공정위의 판단

보험업법은 ‘보험사업을 효율적으로 지도감독하고, 보험계약자⦁피보험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하여 보험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목적으로’하는 법률이며, 과도한 경제력집중을 방지하여 공

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촉진을 도모하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과는 그 

입법취지가 다르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보험업법령에 의하여 보험회사가 승

인관청의 주식취득 승인을 얻었다 하더라도 자산운용이라는 측면에서 이루어

지는 주식취득행위와 경제력 집중을 위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행위는 전혀 

별개의 것이다.

다. 법원의 판단

 1) 서울고등법원

  가) 법 제11조(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의 의결권 제한) 단서의 해석

법 제11조는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서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

위하는 회사는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국내계열회사 주식회사에 대하여 의

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보험업 

또는 금융업을 영위하기 위하여서나 보험자산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

여 관계법령에 의한 승인등을 얻어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우선 법 제11조 단서의 “보험

회사가 보험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제1호 단

서)”에 대하여 보건대 이 경우에는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자 하는 

법 제11조의 입법취지와 관련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관계법령의 승인을 얻을 

필요없이 의결권행사가 제한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음으로 법 제11조 단서의 “보험자산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관

계법령에 의한 승인등을 얻어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대하

여 보건대,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보유

하는 주식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한 법 제11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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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취지는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금융, 보험회사가 고객의 예탁자금으로 계열

확장이나 계열강화를 해나가는 것을 방지하는데 있는 사실, 법 제11조를 집행

하는 주무기관인 피고는 이 사건 처분 직전인 2000.6.경 금융, 보험회사가 계

열사에 대한 지배력 확대 및 계열확장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차단할 필

요성을 느껴서 내부적으로 금융, 보험회사의 국내계열회사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 운용방향이라는 법 운용지침을 마련하였는데 위 운영지침에 의하면 법 

제11조 단서의 예외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보험업법상 승인은 같은 법의 목적

(보험사의 경영건전성 등)에 따라 광범위하게 이루어질 수 있고, 이는 경제력

집중억제를 고려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보험자산의 효율적 운

영⦁관리를 위하여”로 명시한 의미는 관계법령의 승인을 얻은 주식취득 중에

서도 경제력집중억제와 조화될 수 있는 주식취득으로 범위를 한정하려는 입

법취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첫째 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의한 승인을 얻은 경우라도 ‘보험자산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한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둘째 ‘보험자산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한 경우라 함은 ‘사업내용면에서 보험사업과 접하게 관련된 사업을 영위

하는 경우’로 해석하고, 이에 따라 운용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운용지침은 이 사건 처분 직전에 피고의 내부검토용 문건

으로 작성되어 이 사건 처분의 기준이 된 점에서 법 제11조 단서의 해석기준

이 될 수는 없고, 법 제11조 단서의 “보험자산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의 의

미는 “보험자산의 운용으로 인한 이득은 증대시키고, 손실이나 위험의 발생은 

감소시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사업내용면에서 보험사업과 접하

게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할 근거는 없다. 또

한 구 보험업법 시행령 제16조(재산운용 제한의 예외)96)는 “보험사업자의 경

영의 건전성과 그 재산운용의 효율성의 증진 기타 보험가입자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험사업자가 승인관청인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96) 제14조(재산운용의 방법) 및 제15조(재산운용의 비율)의 규정은 보험사업자의 재

산가격의 변동, 담보권의 실행 기타 보험사업자의 의사에 기인하지 아니하는 사

유로 인하여 보험사업자의 재산상태에 변동이 생긴 때 또는 보험사업자의 경영

의 건전성과 그 재산운용의 효율성의 증진 기타 보험가입자의 이익보호를 위하

여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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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어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말하는 “보

험사업자의 경영의 건전성과 그 재산운용의 효율성의 증진 기타 보험가입자

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란 법 제11조 단서의 “보험자산의 효율적

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관계법령에 의한 승인 등을 얻어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호텔신라 발행주식 2,865,158주에 대한 의결권 행사

원고는 숙박업을 주된 사업내용으로 하는 호텔신라가 상장되기 전인 

1973.6.27.부터 1990.1.29.까지 당시 시행중이던 관계법령에 의한 승인을 받아 

1,374,520주를 유상취득하고, 1976.5.12. 호텔신라가 무상으로 신주를 발행한 

주식 중 원고의 주식보유비율에 따른 456,000주를 무상으로 취득하였는데 

1987.5.15. 호텔신라의 주식이 1주당 액면가가 1,000원에서 5,000원으로 액면병

합되어 원고가 무상증자로 취득한 주식 수는 결국 91,300주(456,500주/5주)가 

된 사실, 원고는 1991.3.12. 호텔신라가 상장된 이후 관련법령의 승인을 얻지 

않고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1,399,338주를 취득함으로써 1999.12.31. 기준으로 

호텔신라의 주식 합계 2.865,158주(승인취득 1,374,520주 + 무상증자 91,300주 

+ 유상증자 1,399,338주)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

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관계법령에 의한 승인을 받지 않고 취득한 주식 

1,399,338주에 대한 의결권 행사는, 호텔신라가 숙박업을 주된 사업내용으로 

하는 회사이므로 원고의 위 주식취득이 법 제11조 단서 소정의 보험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같은 조 단서의 “보험자산의 효율적인 운

용⦁관리를 위하여 관계법령에 의한 승인등을 얻어 취득한 경우”에도 해당되

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할 것이며, 관계법령에 의한 승인등을 

얻어 취득한 주식 1,374,520주에 대한 의결권 행사는 위 주식의 취득이 법 제

11조 단서의 “보험자산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관계법령에 의한 승

인등을 얻어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원고가 무상증자로 취득한 91,300주에 대한 의결권행사는, 무

상증자가 준비금이나 배당가능이익을 자본전입한 것으로서 자본은 증가하지

만 회사의 재산에는 변동이 없으며, 보유주식의 경제적 가치에는 변화가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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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원고의 위 주식의 취득은 원고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루어진 것인 

점, 원고가 무상으로 취득한 91,300주는 그 이전에 관계법령에 따른 승인을 

얻고 취득하였던 1,374,520주에 터잡아 무상으로 취득하게 된 것인 점, 구 보

험업법 시행령 제16조가 “보험사업자의 의사에 기인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

하여 보험사업자의 재산상태에 변동이 생긴 때”에는 구 보험업법 시행령 제

14조 및 제1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입법취지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할 때 원고의 위 주식 91,300주의 취득이 관계법령에 따른 주식취득

승인이라는 면에서 원고가 그 이전에 관계법령에 따른 승인을 얻고 취득하였

던 1,374,520주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법 제11조 단서의 “보험자산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관계법령에 의한 승인 등을 얻어 주식을 취득하는 경

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당초 비상

장회사였던 호텔신라의 주식 19.49%에 대하여 보험재산 운용의 효율성 증진

을 위한 것으로 인정받아 승인관청으로부터 주식취득승인을 받았고, 호텔신라

가 상장된 후 원고가 유상증자에 참여하였지만 현재의 소유지분비율이 7.36%

에 불과하여 당초 승인받은 비율보다 낮은 비율이므로, 원고가 호텔신라의 상

장이후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취득한 주식(1,399,338주)은 보험업법 시행령에 

의한 승인관청의 취득승인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보험회사인 원고의 주식취득에 대한 승인관청의 승인은 주식

취득의 지분비율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일정한 액수의 투자액에 대

하여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 원고의 위 주장에 의할 경우 보험

사업자의 경영의 건전성 등을 이유로 승인관청의 주식취득의 승인을 요구하

고 있는 보험업법령의 입법취지에 위배된다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위 주

장과 같이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삼성코닝 발행주식 75,860주에 대한 의결권 행사

원고는 1973.5.12.부터 1988.10.27.까지 비상장회사인 삼성코닝의 주식 

28,422주를 당시 시행중이던 관계법령에 의한 승인을 받아 유상취득하고, 

1995.8.23. 무상으로 신주를 발행한 주식 중 원고의 보유주식비율에 따른 

9,508주를 무상으로 취득하고, 1996.6.14. 삼성코닝의 주식이 분할되어 75,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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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관계법령에 의한 승인을 받고 취득한 주식 28,422주에 대한 의결권행

사는 제11조 단서의 “보험자산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관계법령에 

의한 승인 등을 얻어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적법

하다고 할 것이다. 이하 무상증자와 주식분할로 취득한 주식인 자본은 증가하

지만 회사의 재산에는 변동이 없고, 무상증자와 주식분할로 인한 주식의 취득

은 원고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루어진 점 등으로 인해 위 법조항 단서

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라) 삼성중공업 발행주식 10,019,514주에 대한 의결권 행사

원고는 1979.5.10. 재무부장관의 주식취득 승인을 얻어 삼성조선 주식회사

에 50억원을 투자하고, 1980.12.31. 재무부장관의 주식취득 승인을 얻어 삼성

중공업에 150억원을 투자하였는데 삼성조선 주식회사가 1983.1.1.자로 삼성중

공업에 합병되어 1983.1.1.기준으로 원고가 보유한 삼성중공업의 주식 수는 

2,000,000주가 된 사실, 삼성중공업은 선박의 건조 및 수리를 주된 사업내용으

로 하는 회사인 사실, 삼성중공업은 1993.9.24. 1주당 액면가 10,000원의 주식

을 액면가 5,000원의 주식으로 주식분할을 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는 

2,000,000주의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게 된 사실, 원고는 1994.1.28. 삼성중공업

이 상장된 이후 관련법령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않고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6,019,514주를 취득함으로써 1999.12.31. 기준으로 삼성중공업의 주식 합계 

10,019,514주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 바, 위 인

정사실에 의하면 관계법령에 의한 승인을 받지 않고 취득한 주식 6,019,514주

에 대한 의결권 행사는, 삼성중공업이 선박의 건조 및 수리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이므로 원고의 위 주식취득이 법 제11조 단서 소정의 보험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같은 조 단서의 “보험자산의 효율적인 운

용⦁관리를 위하여 관계법령에 의한 승인등을 받고 취득한 주식 2,000,000주

에 대한 의결권행사는 위 주식의 취득이 법 제11조 단서의 ”보험자산의 효율

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관계법령에 의한 승인 등을 얻어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주식분할로 취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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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00주는 자본을 증가시키지 않고, 원고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루

어진 점 등을 고려하여 위 법 제11조의 단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적법하다).

한편, 삼성중공업이 상장된 후 원고가 유상증자에 참여하였지만 현재의 소

유지분비율이 4.36%에 불과하여 당초 승인받은 비율보다 낮은 비율이므로, 

원고가 삼성중공업의 상장이후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취득한 주식(6,019,514주)

은 보험업법 시행령에 의한 승인관청의 승인은 주식취득의 지분비율에 대하

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일정한 액수의 투자액에 대하여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 원고의 위 주장에 의할 경우 보험사업자의 경영의 건전성 

등을 이유로 승인관청의 주식취득의 승인을 요구하고 있는 보험업법령의 입

법취지에 위배된다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이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마) 삼성경제연구소 발행주식 1,776,000주에 대한 의결권 행사

원고는 1991.3.29.부터 1998.12.5.까지 비상장회사인 삼성경제연구소의 주식 

1,776,000주를 당시 시행중이던 관계법령에 따라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유상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 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관계법령에 의한 승인을 받고 취득한 주식 1,776,000주

에 대한 의결권 행사는 위 주식의 취득이 법 제11조 단서의 “보험자산의 효

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관계법령에 의한 승인등을 얻어 주식을 취득하

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바) 평등원칙 위반 여부

원고는, 법 제11조의 의결권 제한규정은 국내 대규모기업집단 소속의 금융, 

보험회사에 대하여만 적용되고 외국인 투자자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고 있

는데 이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주식의 투자규모를 급격히 확대하고 있는 

현 실정에서 금융, 보험회사가 주식을 갖고 있는 국내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

자자들의 적대적 엠엔에이(M&A)에 대항할 수 없게 만드는 등 국내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를 차별취급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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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최근 제2금융권에서 재벌의 시장지배력이 

급속히 확대되어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결합심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점, 법 제11조의 입법취지는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금융, 보험회사가 고

객의 예탁자금으로 계열확장이나 계열강화를 해나가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 규제방법으로 주식투자는 금융보험사의 주요한 자산운용수단이므

로 주식보유 자체는 제한하지 않되 계열회사의 보유주식에 대하여 의결권만

을 제한하여 필요 최소한도로 규제하는 점,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한 법 제11조

의 적용으로 외국인 투자자에게 다소 유리한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 

제11조의 규제결과 발생하는 반사적인 효과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법 제

11조의 규정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없다.

  사) 결론

따라서 원고가 관계법령에 의한 승인을 받지 않고 유상증자로 취득한 호텔

신라의 주식 1,399,338주와 삼성중공업의 주식 6,019,514주에 대한 의결권행사

는 위법하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부분은 적법하고, 원고가 관계

법령에 의한 승인을 받고 취득하였거나 무상증자, 주식분할 등으로 취득한 주

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는 적법하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부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가운데 별지 1(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기재 제

1항(향후 의결권행사 중지명령) 당해 행위의 중지명령 중 앞에서 위반행위로 

인정된 “원고가 관계법령에 의한 승인을 받지 않고 유상증자로 취득한 호텔

신라의 주식 1,399,338주와 삼성중공업의 주식 6,019,514주에 대한 의결권행사

를 하였음을 전제로 당해 행위의 중지를 명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과 그 

초과부분에 해당하는 별지2(2002.3.21.자 공표명령) 기재 공표명령부분은 모두 

위법하므로 이를 모두 취소할 것인 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

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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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대법원

  가) 구 공정거래법(2002.1.26. 법률 제6651호) 제11조의 입법취지와 목적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서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국내계열회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금지한 

구 공정거래법 제11조 본문의 예외사유의 하나인 같은 조 단서 후단의 ‘보험

자산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관계법령에 의한 승인 등을 얻어 주식

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경우’라 함은 관계법령에 의한 승인등을 얻어 주

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고 그것이 보험자산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

한 것인 경우를 의미하며,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와 사업내용 면에서 접하

게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은 아니다. 원심의 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

으나, 원고가 재무부장관 등의 승인을 얻어 취득한 위 각 주식에 대하여 의결

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 결론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

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심리미진, 판단유

탈 또는 보험회사의 국내계열회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또한 ‘금융⦁보험회사의 국내계열회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제한 운용방향’은 

2000.6.경 공정거래위원회 독점국 기업집단과에서 구 공정거래법 제11조의 운

용에 관한 쟁점사항을 검토하여 작성한 내부보고문서에 불과하여 위 문서의 

내용을 근거로 구 공정거래법 제11조 단서 후단에 해당하는 경우를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와 사업내용 면에서 접하게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으므

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없다.

  나) 무상증자 또는 주식분할로 취득한 주식의 의결권 행사

무상증자 또는 주식분할로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 상법 제461조에 의한 무

상증자는 준비금이 자본에 전입되어 자본이 증가하는 경우 주주에 대하여 그

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발행되는 것으로서 회사재산의 증가없이 주식의 



94 연구보고서 2008-2

수만 증가하게 되므로 주주가 보유하는 주식(무상증자로 발행된 주식 포함)의 

경제적 가치에는 변화가 없는 점, 상법 제329조의 2에 의한 주식분할은 자본

의 증가없이 발행주식 총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서 이에 의하여 회사의 자본 

또는 자산이나 주주의 지위에 실질적인 변화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구 

공정거래법 제11조 단서에 해당되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에 대한 

무상증자로 취득한 주식 또는 그러한 주식의 분할로 취득한 주식은 그 의결

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과 동일하게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은 그 채택증거

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앞서 본 바와 같이 의결권

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에 대한 무상증자로서 취득한 호텔신라의 주식 91,300

주와 삼성코닝의 주식 9,508주 및 그러한 주식의 분할로 취득한 삼성코닝의 

주식 37,930주와 삼성중공업의 주식 2,000,000주에 대하여도 그 의결궈을 행사

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

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판단유탈 또는 보험회사의 국내계열회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라. 약간의 논의

 1) 금융회사의 의결권 제한의 취지 및 연혁

공정거래법 제11조가 정하는 의결권 행사제한은 금융보험회사들이 불특정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거대한 자금을 조성⦁운용하는 기관이라는 점, 그리고 

이들이 계열사 주식취득 등으로 계열확장이나 계열지배강화를 동원되는 경우 

심각한 경제력집중의 폐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된 것이다. 이 제도

는 1986년 12월의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하여 제7조의5(금융⦁보험회사의 의

결권 제한)에 신설되었고, 1992년 12월의 제3차 공정거래법 개정시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기 위하여서나 보험자산

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관계법령에 의한 승인을 얻어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의결권행사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편되었다.



                                          최근의 주요 판결례 95

 2) 위반시 제재

법 ‘제11조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①당해 행위의 중지 ②주식의 전

부 또는 일부의 처분 ③임원의 사임 ④영업의 양도 ⑤채무보증의 취소 ⑥법

위반사실의 공표 ⑦기업결합에 따른 경쟁제한의 폐해를 방지할 수 있는 영업

방식 또는 영업범위의 제한 ⑧기타 법위반상태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

치를 할 수 있다(법 제16조).

또한 법 제66조는 ‘제1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법 

제67조(벌칙) 제6호에서는 ‘제16조(시정조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 

또는 금지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의결권행사제한에 대한 이론적 근거

이 제도가 도입된 배경에는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준별을 강조하는 금산

구분론이 관련되어 있다. 즉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지배하여 이를 사금고화

할 경우 고객과 지배주주간 이해상충문제, 금융시스템 안전성 저해, 경제력 

집중 및 금융자원 배분의 왜곡 등 문제가 발생한 반면, 금융자본은 산업자본

의 이해에 따라 기업의 무리한 확장이나 위험한 투자 등에 과도하게 동원됨

으로써 금융의 건전성 및 안정성을 저해하고 국민경제 전체의 시스템 리스크

로 확대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결국 금융자본을 지배하는 소수의 산업자본

으로 경제력이 과도하게 집중될 개연성이 높아진다는 것인 바, 우리나라에서 

소수 선도재벌로의 경제력집중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방면에서 드러

나는 한국 특유의 쏠림현상과 맞물려 있다는 주장도 경청할 만하다. 그러나 

이 제도를 포함하여 경제력집중억제 제도 전반에 대해서 많은 비판이 있음은 

주지하는 바와 같고, 경제력집중억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강력한 규제는 우리

나라 특유의 제도로서 국제적 정합성이 없다는 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이들 

규제는 내국 기업집단 혹은 대기업이 외국의 적대적 인수합병 세력에 무차별

적으로 노출되는 역차별적 규범환경을 만든다는 주장 또한 설득력이 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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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하여 2002년 1월의 공정거래법 개정에서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수단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의결권 행사제한이 완화되었으나, 개정 취지와는 달리 

금융보험사의 의결권행사가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보다는 지배력의 유지

⦁확장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예컨대 공정거래

위원회에서 금융보험회사의 의결권 행사 실태점검 결과 2002. 1.1. - 2003.7.31.

까지 총 33개 금융보험회사가 계열사의 주총에서 행사한 688회의 의결권행사 

중 경영권 방어를 위한 경우는 드러나지 않았으며, 계열 금융보험사를 이용한 

대기업집단의 계열 확장 사례도 발견되었다.

2. 보험료공동결정(부당공동행위)

   - 대판 2006.11.23. 2004두8323

가. 개요

 1) 사건의 경과

⦁  공정위 의결 2002.10.04,  제2002-209호 

    부당공동행위 인정, 과징금 부과

⦁  서울고판 2004.06.10, 2002누17752 

    원고패소

⦁  대판 2006.11.23, 2004두8323

    상고기각

 2) 관계법령

  가) 공정거래법 관련조항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협정⦁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

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

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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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이나, 그 대금 또는 대가의 지급조건을 정하

는 행위

⑤ 2이상의 사업자가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제

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경우 동 사업자간에 그러한 행

위를 할 것을 약정한 명시적인 합의가 없는 경우에도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

고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제21조(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하는 

부당한 공동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행위의 중지, 

법 위반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2조(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부

당한 공동행위를 행한 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26조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①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1항 각호의 행위에 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제27조 (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

가 있을 때에는 당해 사업자단체(필요한 경우 관련 구성사업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당해 행위의 중지, 법위반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

를 명할 수 있다. 

제28조（과징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제1항 각호의 1의 규

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5억 원의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제1항 각호의 1의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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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 위반하는 행위에 참가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

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

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

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58조（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 

이 법의 규정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다른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보험업법 관련조항

제17조97) (상호협정) 

① 보험사업자는 그 사업에 관한 공동행위를 하기 위하여 상호협정을 하

고자 할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의 인

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재정경제원장관은 공익 또는 보험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특히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험사업자에 대하여 제1항의 협정의 변경⦁폐지 

또는 새로운 협정의 체결을 명하거나 보험사업자에 대하여 그 협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따를 것을 명할 수 있다. 

③ 재정경제원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협정의 체결 

또는 변경의 인가를 하거나 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9조98) (재산운용의 건전성) 

① 보험사업자는 그 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안전성⦁수익성⦁유동성 및 공

공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보험사업자는 그 재산을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1. 증권거래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취득 및 그 이용 

2. 부동산의 취득 및 그 이용

3. 대출 및 어음의 할인

97) 1998.1.13자 개정전 구법
98) 2003.5.29자 전문개정 전의 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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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에의 예금

5. 신탁회사에 대한 금전⦁유가증권 또는 부동산의 신탁

6.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③ 보험사업자의 재산운용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제156조99)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 행위) 

①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

여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②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특별한 이익의 제공을 약속하거나 

보험료의 할인 기타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③ 제1항 제4호의 규정은 보험사업자가 기초서류 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

한 재산운용의 방법에 따라 행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81조100) (보험감독원장의 명령권) 보험감독원장은 이 법이 정하는 업

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건전한 보험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보험계약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험감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보험사업

자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99) 2003.5.29자 전문개정 전의 구법
100) 1998.1.13 법률 제5500호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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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명칭 내   용

기타 

응급

조치

서비

스

오일보충
브레이크, 엔진, 파워오일의 부족으로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이 불가능
한 경우 일정량의 범위에서 오일 보충

라디에이터
캡 교환

라디에이터캡의 불량, 고장으로 엔진이 과열되어 피보험자동차의 주행
이 불가능한 경우에 라디에이터캡을 교환 

전조등 및 
브레이크등 

교환

전조등 또는 브레이크등의 필라멘트가 끊어지거나 전구 자체의 불량
으로 점등이 불가능한 경우에 점등이 가능한 전구로 교환

윈도 브러쉬 
교환

우천시 또는 눈이 오는 때에 윈도브러쉬의 불량으로 피보험자동차의 
주행이 불가능한 경우 운전석의 윈도브러쉬 교환

휴즈 교환 휴즈의 단락으로 피보험자동차의 주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휴즈를 교환

핀벨트 교환
팬벨트의 절단, 파손으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의 주행이 불가능한 경
우 팬벨트를 교환

엔진과열 
응급조치

피보험자동차의 주행 중 엔진의 과열로 인하여 주행이 불가능한 경우
에 점검ᆞ정비가 가능한 가까운 정비공장까지 주행에 필요한 응급조치

기타 긴급 
출동 라디에이터 콕크 교환 서비스, 써모스태트 교환 서비스 등

서비스
명칭

내  용

주요

5개

서비

스

베터리충전
배터리의 방전으로 시동이 불가능한 경우에 시동이 가능하도록 
조치

타이어교체
타이어의 펑크로 피보험자동차의 주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예비
타이어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펑크 난 타이어를 예비타이어로 
교체

잠금
장치
해제

차량 열쇠를 분실하였거나 피보험자동차의 실내에 두고 차문을 
잠근 경우에 잠금장치를 해제

긴급
견인

피보험자동차가 자력으로 주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피보험자가 요
청하는 곳까지 견인하는 서비스 단, 견인을 개시한 곳으로부터 10
㎞를 한도로 함

비상
급유

연료의 소진으로 피보험자동차의 주행이 정지된 경우에 긴급주
행을 위하여 3리터를 한도로 연료를 주유

 3) 사실관계

  가) 손해보험사들이 제공하는 긴급출동 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

<표 Ⅳ-1> 손해보험사들이 제공하는 긴급출동 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

나) 보험감독원은 구 보험업법(1998.01.13. 법률 제55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1조의 명령권에 근거하여 1997.09.19. 손해보험협회에게 기타 응급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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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서비스 등이 보험계약자에 대한 정상적인 서비스인지 보험업법 제156조 

제1항 제4호가 금지하는 특별이익인지 구분이 모호하니 이를 검토하고 그 검

토결과에 따라 기준설정 등 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시하였다(자동차보험 부당

경쟁 방지방안 마련).

다) 이에 따라서 손해보험협회와 10개 손해보험회사는 과당경쟁을 방지하

기 위하여 1997.11.25. 17:00 손해보험협회 회의실에서 제3차 공정경쟁질서확

립대책위원회 및 사장단회의를 열고 긴급출동서비스와 관련하여 1998.1.1. 신

규계약분 부터 자동차종합보험, 장기보험의 긴급출동(긴급견인, 비상급유, 배

터리충전, 타이어교체, 잠금장치해제)을 제외한 서비스를 전면 폐지하기로 결

정하였다. 이 결정에 따라 각 손해보험회사들이 무료로 시행하던 긴급출동서

비스 중 ‘기타 응급조치’ 서비스(오일보충, 라디에이터캡 교환, 전조등 및 브

레이크등 교환, 윈도브러쉬 교환, 휴즈 교환,  팬벨트 교환,  엔진과열 응급조

치 등)는 1998.1.1. 부터 폐지되었다. 그리고 손해보험협회는 1998.3.27. 11개 

손해보험회사에 대해 1997.11.25. 사장단회의 결정사항의 이행내용을 제출하도

록 하였다.

라) 10개 손해보험회사는 1998년 이후에도 보험가입자에게 무료로 제공하

여 오던 5개 주요 긴급출동서비스(긴급견인, 비상급유, 배터리충전, 타이어교

체, 잠금장치해제)중 긴급견인 및 비상급유 서비스를 2000.11.1.부터 2001.3.1. 

사이에 순차적으로 폐지하였다. 이어서 나머지 3개 서비스(배터리충전, 타이

어교체, 잠금장치 해제)도 LG화재, 동부화재를 필두로 2001.4.1부터 2001.10.1.

사이에 순차적으로 폐지하였으며 이후 피심인 10개 손해보험회사들은 긴급출

동서비스를 유료화하였다.

마) 10개 손해보험회사들은 2000.11월 이후 5개 주요 긴급출동서비스 폐지 

및 유료화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상호 의사연락을 한 사실이 있다.

(1) 삼성화재 경영기획팀에서 2000.5.23, 작성한 ‘부가서비스폐지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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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제목의 문건에는 경쟁사와의 협의과정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폐지 후 특약을 개발하여 상품화한다는 내용이 있다.

(2) 동부화재의 내부문건에는 공정거래법을 고려하여 상위사와 하위사가 

시차를 두고 긴급출동서비스를 폐지하기로 했다는 내용과 폐지시기 등이 매

우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제일화재의 내부 문건에는 11개 손해보험회사가 공동으로 긴급출동서

비스 항목의 축소를 검토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쌍용화재의 내부 문건(2000.5.31.)에는 업계 차원에서 긴급출동서비스의 

실시 중단 및 서비스 항목의 축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5) 10개 손해보험회사들은 사장단회의(매월 1회), 부사장⦁전무회의(매월 1

회), 기획담당임원회의(격월 1회), 기획부장회의(격월 1회), 기획과장회의(격월 

1회), 기획담당회의(격월 1회) 등을 개최하여 상시적인 정보의 교환을 위한 활

동을 해오고 있다.

바) 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손해보험협회 및 10개 사의 위 다)의 

행위는 법 제26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1항 제2호의 사업자단체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고, 10개 보험회사들의 위 라)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5항에 

의하여 법 제19조 제1항 제2호의 공동행위로 추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2002.10.4. 원고들에게 전원회의 의결로 시정조치(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

았다는 사실의 공표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다만, 과징금 납부명령은 시정

명령 당시 확인이 가능한 2002.6.30.까지의 긴급출동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험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것인데, 시정명령 당시 부당한 공동행위가 진행 중

에 있으므로 2002.7.1.부터 긴급출동서비스의 폐지 및 무료화로 인한 부당한 

공동행위가 실제로 없어진 날까지의 기간에 대한 과징금을 추가로 납부하여

야 한다고 유보함)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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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그러나 손해보험협회 및 10개 보험회사들은 공정위를 상대로 위와 같

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원고들의 청

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다시 원심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상고 역

시 모두 기각되었다.

나. 공정위와 법원의 판단

 1) 공정거래위원회

  가) 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

(1) 행위사실 : 위의 사실관계 중 (1)에서 (5)까지 참조

(2) 합의의 추정

다음과 같은 정황적 요소들을 고려할 때, 피심인 10개 손해보험회사들의 

행위는 사전합의에 의한 공동행위로 추정된다.

(가) 삼성화재 내부문건에서 보듯이 2000년 2월 이후 업계 담당자회의, 기

획부장회의, 기획임원회의, 사장단회의에서 긴급출동서비스의 폐지 및 유료화

에 관해 지속적인 논의와 합의가 있었음이 확인되고 있다.

(나) 동부화재 내부문건의 ‘공정거래법 등을 고려하여 상위사(동부, 삼성, 

현대, LG)와 기타 하위사가 시차를 두고 폐지키로 하였다’는 내용이 있고 삼

성화재의 내부문건에도 ‘사장단회의시 마감시한을 결정하고 상위사부터 폐지’

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있으며 이 같은 내용은 실제 행위사실과 일치하고 

있다. 따라서 행위의 외형상 일치성 측면에서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은 피심인

들이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인정된다.

(다) 피심인들간 정보교환을 위한 협의체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피

심인들은 이러한 협의체를 통하여 과거에도 자동차보험요율 인상 등과 관련

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전력이 있다[11개 손해보험사의 부당한 공동행위

에 대한 건(의결 제2001-085호, 200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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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기타 합의추정을 뒷받침하는 정황증거

① 5개 주요 긴급출동서비스(긴급견인, 비상급유, 배터리충전, 타이어교체, 

잠금장치 해제) 중 2개 서비스(긴급견인 및 비상급유)를 먼저 폐지하고 나머

지 3개 서비스를 뒤에 폐지한 점이 동일하다.

② LG화재, 삼성화재의 경우 긴급견인, 비상급유 서비스를 폐지하면서  경

쟁사 동향, 소비자 반응, 경영수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수적인 중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내부 품의자료가 없다. 이는 이미 사장단회의 등에서 합의

된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의 검토가 불필요하였다는 정황증거로 볼 수 있다.

③ 2000.11.1. 대한금융신문 기사에 의하면  2000.10월 사장단회의시 무료 

긴급출동서비스를 폐지키로 합의하였다는 내용이 있다.

(3) 경쟁제한성

서비스는 가격과 함께 경쟁의 중요한 요소로 서비스의 종류, 서비스의 유

⦁무료, 서비스의 내용 등은 사업자 각자가 자신의 영업전략에 따라 결정하여

야 할 사항임에도 국내 자동차보험시장의 대부분을 점유하는 피심인 10개 손

해보험회사들이 보험계약자에게 무료로 제공하던 긴급출동서비스를 공동으로 

폐지하고 유료화한 행위는 소비자의 후생의 감소를 초래하는 경쟁제한행위로 

인정된다. 

(4) 피심인들의 주장에 대하여 

피심인 대한손해보험협회는 1997년 11월의 ‘기타 응급조치’ 서비스의 폐지 

결정은 ‘기타 응급조치’ 서비스가 보험업법에서 금지하는 ‘특별이익 제공’에 

해당되어 폐지키로 한 것이며 당시 보험감독원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

하나, 보험감독원의 지시공문(손보520-13322 : 1997.9.19)에는 보험계약자서비

스와 특별이익제공행위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는 내용은 있으나 

‘기타 응급조치’ 서비스가 특별이익 제공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없다. 또한 ‘공

정경쟁질서유지에관한상호협정’의 ‘세부적용기준’에 ‘기타 응급조치’ 서비스가 

특별이익 제공으로 명시되지 않은 점, 긴급출동서비스 중‘기타 응급조치’ 서비

스만 폐지하고 긴급견인 등 5개 주요 서비스는 1998년 이후에도 계속 유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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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등을 감안할 때 피심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피심인 10개 손해보험회사들은 2000.11월 이후 5개 주요 서비스(긴급견인, 

비상급유, 배터리충전, 타이어교체, 잠금장치해제)의 폐지에 관해 논의는 있었

으나 구체적 합의에 이르지는 않았으며, 폐지시기 등에 있어 행위의 유사성이 

없어 공동행위로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심인들의 문건내용으로 보아 

합의가 있었음이 추정되고 긴급출동서비스의 폐지시기가 다르다는 주장은 상

위사부터 폐지키로 하였다는 삼성화재와 동부화재의 문건 내용에 비추어 타

당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5)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여부

피심인 대한손해보험협회와 10개 손해보험회사들은 행위사실과 관련하여 

사전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

(6) 판단       

(가) 피심인들은 위 사실관계(3)의 행위는 법 제19조제1항 제2호에 해당되

어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는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로 인정된다.

(나) 피심인 10개 손해보험회사들의 위 사실관계(4)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

5항의 규정에 따라 법 제19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한 공동행

위로 인정된다.

  나) 과징금 부과

(1) 과징금 산정의 기초

(가) 대한손해보험협회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피심인 대한손해보험협회에 대하여 2002년도 예산액의 100분의 2.4를 곱한 

금액을 과징금으로 산출한다.

(나) 피심인 10개 손해보험회사의 부당한 공동행위

① 법 위반행위 기간은 2000.11월 이후 긴급견인 및 비상급유 서비스를 폐

지한 일자를 그 시기(始期)로, 시정명령을 통지받은 날을 종기(終期)로 한다.

② 매출액은 이 사건 법 위반행위 기간 동안의 피심인별 긴급출동서비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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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FY2001 FY2000

원수
보험료

시장
점유율

보험료
증가율

원수
보험료

시장
점유율

보험료
증가률

동양화재 6,052 8.1 30.6 4,636 7.1 21.7

신동아화재 3,155 4.2 14.4 2,757 4.3 3.2

대한화재 2,199 3.0 -12.1 2,502 3.9 1.0

그린화재 1,436 1.9 -12.2 1,635 2.5 6.6

쌍용화재 3,856 5.2 19.9 3,217 5.0 16.9

제일화재 3,296 4.4 6.4 3,098 4.8 15.9

리젠트화재 1,288 1.7 -13.6 1,492 2.3 10.9

삼성화재 22,919 30.8 20.5 19,020 29.3 21.8

현대해상 10,706 14.4 14.4 9,356 14.4 19.7

LG화재 8,962 12.0 12.3 7,982 12.3 16.2

동부화재 10,359 13.9 12.9 9,178 14.1 18.7

교보자동차 263 0.4 - 0 0.0 -

합계 74,493 100.0 14.8 64,874 100.0 17.3

제공하는 보험의 영업수익(수입보험료)으로 한다.

③ 과징금 부과율은 이 사건 위반행위의 내용, 경쟁제한의 정도 및 파급효

과 등을 고려하여, 각 피심인별 위반행위기간 동안의 영업수익(수입보험료)에 

1000분의 0.3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단, 100만원 미만은 절사한다.

(2) 과징금액

위 가.의 과징금 산정의 기초에 따라 산출한 피심인들의 과징금액은 약 27

억원이다.

<표 Ⅳ-2> 손해보험회사별 국내 자동차보험 시장점유율 현황

(단위 : 억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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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서울고등법원

  가) 부당한 공동행위 여부

     (1) 원고들의 ‘기타 응급조치’서비스 폐지합의

(가) 부당공동행위 여부

무료 긴급출동 서비스가 대부분의 차종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 및 책임

보험에 가입한 모든 계약자에 대하여 적용되고, 서비스 내용이 자동차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응급조치를 하는 것은 아니나 자동차의 운행과 관련한 긴급한 

상황의 처리를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서 사고발생의 예방이라는 측면에서 자

동차손해보험과 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점, 위 서비스가 1년 이상 제공되

었고, 보험계약자가 이를 이용하는 건수가 상당한 정도에 이르러 소비자들이 

긴급출동 서비스를 보험사업자의 보험계약자에 대한 거래조건으로 인식하고 

있는 점, 당시 보험회사들의 자동차보험 경영수지가 개선되고 있었고 긴급출

동 서비스 대행료가 대당 2,000원을 초과하지 아니하여 위 서비스의 운영이 

보험회사 재산운영의 안전성ᆞ수익성ᆞ유동성 및 공공성에 반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무료 긴급출동 서비스는 자동차손해보험 사업자가 

자동차손해보험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보험계약의 거래조건을 이룬

다고 할 것이고, 위 서비스가 보험약관이나 사업방법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

고,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을 유인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만으로 이를 구 

보험업법(2003. 5. 29. 법률 제6891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56조 제1항 

제4호에서 금지하는 ‘특별이익 제공’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손해보험 사업자가 보험계약자에게 제공하는 무료 긴급출동 서

비스는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이나 그 대금 또는 대가의 지급조건에 해

당하는 것으로 사업자단체인 원고 손해보험협회와 사업자인 원고 보험회사들

이 1997.11.25. 제3차 공정경쟁질서확립대책위원회 및 사장단회의에서 위 긴급

출동 서비스 중에서 1998.1.1. 신규계약분부터 자동차종합보험, 장기보험의 5

개 주요 긴급출동 서비스를 제외한 ‘기타 응급조치’ 서비스를 전면 폐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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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합의한 것은 위 합의에 참가한 원고 보험회사들의 시장점유율이 97.9%에 

이르는 점에 비추어 상품의 거래조건에 관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

위로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다른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한 점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무료 긴급출동 서비스가 위 보험업법 제156조 제

1항 제4호의 특별이익제공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무료 긴급출동 서비스의 일

종인 ‘기타 응급조치’ 서비스를 폐지한 행위가 위 보험업법 제156조 제1항 제

4호에 따라 위법행위를 시정하기 위하여 행한 행위로 볼 수 없다. 또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보험감독원은 무료 긴급출동 서비스의 수준이 과다하게 

증가하는 것을 우려하면서 원고 손해보험협회가 업계 자율로 보험계약자 서

비스와 특별이익제공 행위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것이지 구 보험업법(1998. 1. 13. 법률 제55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1조에 기하여 무료 긴급출동 서비스가 특별이익제공에 해당하여 폐지하

라고 명령하거나 행정지도를 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들의 기타 응급조치 서비

스 폐지합의가 법 제58조에 의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다른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

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구 보험업법(1998. 1. 13. 법률 제55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에 

의한 정당한 공동행위라는 주장에 대하여

위 보험업법 제17조, 제209조에 의하면 보험사업자는 그 사업에 관한 공동

행위를 하기 위하여 보험감독원의 인가를 받아 상호협정을 할 수 있도록 하

였고, 위 보험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감독원이 피고와의 협의를 거쳐 인가

한 공정경쟁질서유지에관한상호협정 제3조 제3호는 이 협정 당사자는 보험모

집활동을 함에 있어 보험감독규정시행세칙 제193조(특별이익제공 등의 금지)

에서 정한 특별이익제공 또는 약속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하고 있고, 제

4조는 손해보험 모집제도의 건전한 운용과 공정경쟁질서유지를 위하여 협회 



                                          최근의 주요 판결례 109

내에 “공정경쟁질서확립대책위원회”를 두며, 대책위원회는 이 협정과 관련된 

유권해석 및 제재를 위한 세부적용기준을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

라 위 대책위원회가 마련한 상호협정 세부적용기준에 의하면, 특별이익제공행

위로서 보험계약자를 대상으로 사은품을 제공하는 행위, 약관에 정하지 않은 

무이자 할부판매행위, 할인판매점, 카드회사 등과의 업무제휴를 통해 보험계

약을 유치하면서 연회비를 면제하는 행위, 보험계약 유치를 위하여 상해보험 

등 타상품 무료가입 제공행위 등을 예시하고, 상기 이외의 특별이익 제공 여

부에 대하여는 보험모집질서개선 운영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보험업법 제17조가 보험사업자에게 그 사업에 관한 공동행위를 

하기 위한 상호협정을 허용한 취지는 보험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건전한 보험

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므로 위 상호협정 세부기준에 따른 

공동행위라 하더라도 이러한 보험업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공동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 무료 긴급출동 서비스가 특별이익제공에 해당

하지 않는 보험계약의 거래조건이고, 원고들이 위 서비스의 일종인 기타 응급

조치 서비스를 폐지하기로 합의한 행위가 상품의 조건에 관한 경쟁을 제한하

는 행위인 점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위 상호협정 세부기준에 따른 공

동행위라 하여도 사업자단체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 원고 보험회사들의 5개 주요 긴급출동 서비스 폐지 및 유료화 부분

(가) 부당한 공동행위의 추정

① 행위의 외형상 일치

원고 보험회사들은 1998년 이후에도 보험계약자에게 무료로 제공하여 오던 

5개 주요 긴급출동서비스 중 긴급견인 및 비상급유 서비스를 2000.11.1.부터 

2001.3.1. 사이에 순차적으로 폐지하고, 이어서 나머지 3개 서비스인 배터리충

전, 타이어교체, 잠금장치해제 서비스를 2001.4.1부터 2001.10.1. 사이에 순차적

으로 폐지하였으며, 이후 원고 보험회사들은 긴급출동 서비스를 특약상품화하

여 유료화한 사실(단, 원고 그린화재는 2001.1.1. 무료 5개 주요 긴급출동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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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를 폐지하였다가 관리인 체제하에서 영업실적의 하락을 억제하기 위하여 

계약자에 대한 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하고 2001.8.20. 이를 다시 부활한 후 

2001.10.1. 재폐지 및 유료화하였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보험회사들이 무료로 제공하던 위 5개 주요 긴

급출동 서비스를 수개월 사이에 순차적으로 폐지하고 이를 특약상품화하여 

유료화한 행위(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에 해당하는 부분의 유료화 전환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지 유료화된 가격이나 유료화된 특약상품의 내용을 의

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긴급출동 서비스를 유료화하여 특약상품으로 개발한 

시기 및 판매시기, 상품구성, 보험료 등이 다소 상이하다고 하여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긴급출동 서비스의 유료전환행위의 일치성이 없다고 할 수 없

다)는 법 제19조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2 이상의 사업자가 일정한 거래분

야에서 법 제19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이나 그 대

금 또는 대가의 지급조건을 정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② 경쟁제한성

2001년도 국내 자동차보험시장의 시장규모는 7조4,493억 원(원수보험료 기

준)이고, 원고 보험회사들의 자동차보험시장의 점유율은 97.9%에 이르며, 손

해보험회사별로는 상위 4사(원고 삼성화재, 원고 현대화재, 원고 동부화재, 원

고 엘지화재)의 시장점유율이 71.1%에 이르며 최근에는 소형사의 보험료 수

입이 감소하는 등 자동차보험시장이 우량 손해보험회사 위주로 재편되고 있

는 추세인 사실, 2000. 8.부터 모든 차종에 대한 부가보험료가 자유화되고 

2001.1.이후 순보험료도 차종별로 단계적으로 자유화됨에 따라 보험료가 차별

화되기는 하였으나, 원고 보험회사들은 2000.8.1.자로 자동차보험료를 동일하

게 인상한 후 5개 주요 긴급출동 서비스의 무료제공을 폐지하였고, 긴급출동 

서비스를 유료화한 후에도 이로 인한 보험료 인하 등 가격경쟁을 촉진하는 

효과는 나타나지 않은 사실, 1개의 보험회사가 단독으로 5개 주요 긴급출동 

서비스의 무료제공을 폐지할 경우 영업력에 지장을 초래하고, 고객으로부터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큰 사실, 긴급출동 서비스를 특약상품으로 유료화한 후 

종전 보험계약자의 80%가 위 긴급출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료특약에 가입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국내 자동차보험시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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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라는 절대적인 시장점유율을 점유하고 있는 원고 보험회사들이 

2000.11.1.부터 2001.3.1. 사이에 무료 긴급견인 및 비상급유 서비스를 순차적

으로 폐지하고, 이어서 2001.4.1부터 2001.10.1. 사이에 나머지 3개 서비스인 

무료 배터리충전, 타이어교체, 잠금장치해제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폐지하였으

며, 이후 긴급출동 서비스를 유료화한 행위는 국내 자동차보험시장에서 소비

자의 상품선택의 기준으로 작용하는 거래조건을 획일화하여 경쟁을 실질적으

로 제한하는 행위라고 할 것이다.

원고는 긴급출동 서비스가 지급재원도 확보함이 없이 사업비의 지출만을 

초래하게 하여 보험재정의 건전성을 해할 뿐만 아니라 대부분 주기적인 차량

점검, 부품교환, 안전운전을 통하여 예방할 수 있는 것들인데 서비스 이용 횟

수의 제한이나 보험료 할증은 물론 보험료 책정조차 없는 상태에서 무료로 

제공되어 고객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게 됨으로써 불필요한 사업비의 증가 

및 자원의 낭비를 초래하고, 결국 보험료의 부당한 인상요인으로 작용하여 오

히려 전체 소비자의 후생을 감소시키는 등 효율성을 저해하는 효과가 위 경

쟁제한 효과를 능가하므로 ‘부당’한 공동행위가 아니하고 주장하나, 앞서 인정

한 사실에 의하면 1997년 및 1998년경 위 서비스 비용은 차량 1대당 1,651원

에서 2,000원 정도에 불과하여 보험재정의 건전성을 해칠 정도에 이른다고 보

기 어렵고(원고 보험회사들은 2001. 4.경 긴급출동 서비스를 8,500원 이상의 

상품으로 유료화하였다), 위 서비스가 필요한 상황이 주기적인 차량점검 등을 

통하여 예방할 수 있음에도 무차별적으로 위 서비스가 제공되어 고객의 도덕

적 해이를 유발하는 것과 같은 문제점은 각 보험회사가 서비스이용 횟수의 

제한이나, 서비스이용 상황 등을 고객별로 점검하는 등 유료화 외의 다른 방

법으로 해소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서비스 폐지를 정당

화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③ 판단

그렇다면, 원고 보험회사들의 위 각 행위는 법 제19조 제5항의 규정에 의

하여 같은 조 제1항 제1호의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

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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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보험업법에 의한 정당한 행위인지 여부

원고 보험회사들이 제공하는 무료 긴급출동 서비스는 보험계약자에 대한 

서비스로 서 보험계약의 거래조건으로 보아야 하고 위 보험업법 제156조 제1

항 제4호에서 금지하는 특별이익제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은 위에

서 본 바와 같으므로 긴급출동 서비스가 위 보험업법 제156조 제1항 제4호에

서 금지하는 특별이익제공임을 전제로 한 원고 보험회사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추정의 복멸 여부

① 5개 주요 긴급출동 서비스 폐지 및 긴급출동 서비스 유료화에 즈음하여 

원고 보험회사들의 내부문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삼성화재 경영기획팀에서 2000.5.23. 작성한 ‘부가서비스폐지 대응방안’ 

이란 제목의 문건에는 경쟁사와의 협의과정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폐지 후 특약을 개발하여 상품화한다는 내용이 있다.

㉯ 동부화재가 2000.8.31 작성한 ‘주간 업계동향 및 당사현안’ 이란 제목의 

문건에는 자동차 긴급출동서비스 축소시행을 업계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삼성화재가 당초 2000.9.1. 시행예정에서 1개월 연기하여 2000.10. 1.부터 추진

키로 하였다는 내용과 현대해상, 엘지화재, 동양화재도 2000. 11. 시행을 검토 

중이며, 또한 금융감독원, 피고 등 관련기관으로부터 최근 보험제도 개선 및 

보험료 인상 직후 서비스 폐지에 따른 계약자 불만을 근거로 반대의견이 예

상되므로 대외홍보활동 등 업계 공동대응 예정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2000.10.26. 작성된 문건에는 대내외 정보사항 란에 긴급출동서비스 항목축소

를 대형사는 2000.11.15.부터, 소형사는 2000.12.15.부터 시행하고 고보장 상품

은 3개월 후 폐지 여부에 대하여 재 토의할 예정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 제일화재가 2000.8.19. 작성된 ‘FY 2000 1/4분기 OK서비스 실적분석 및 

긴급출동서비스 업계동향과 당사 대응방안’ 제목의 문건에는 2000. 3. 8. 11개 

손해보험회사가 2000.6.1. 책임개시 계약부터 자동차보험, 장기보험가입자 소

유자동차에 대한 긴급견인 및 비상급유 서비스 폐지를 신중히 검토한 바 있

다고 기재되어 있고, 2000.10.26. 작성된 ‘FY 2000 상반기 OK서비스 실적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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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의 문건에는 ‘삼성이 11월 중 긴급견인, 비상급유 서비스를 유료화할 예

정‘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2001.4.17. 작성하여 부회장까지 보고한 ‘OK서비

스 상품개발(안) 품의’ 문건에는 경쟁사의 상품화 시기(2001.5.1. 현대해상, 

2001.4월말 신동아화재) 등에 대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다.

② 원고 보험회사들은 사장단회의(매월 1회), 부사장⦁전무회의(매월 1회), 

기획담당임원회의(격월 1회), 기획부장회의(격월 1회), 기획과장회의(격월 1회), 

기획담당회의(격월 1회) 등을 개최하여 업계의 정보를 상시적으로 교환하여 

오고 있다.

③ 5개 주요 긴급출동 서비스 폐지 및 유료화를 전후한 자동차보험회사의 

손해율 및 사업비율과 자동차보험 영업수지는 2000.에 비하여 5개 긴급출동 

서비스를 폐지하고 긴급출동 서비스를 유료화한 2001.에 손해율 및 영업수지

가 모두 개선되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보험사업이 위 보험업법 제5조에 의한 허가를 받아

야 하는 진입장벽이 있어 원고 보험회사들로 이루어진 과점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점, 위 긴급출동 서비스의 제공 여부 및 그 내용은 고객의 보험회사 선

택에 미치는 영향이 큰 편이어서 1개 보험회사 단독으로 위 서비스를 폐지하

기 어려워 보험회사의 공동행위가 행해지기 쉬운 시장구조인 점, 원고 보험회

사들의 내부문건에 5개 주요 긴급출동 서비스의 폐지 및 유료화의 업계 공동

추진이라는 문구 등이 기재되어 있고, 수시로 회의를 통하여 타사의 동향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여 온 점, 원고 보험회사들의 시장점유율, 5개 주요 긴급

출동 서비스의 폐지 및 유료화 후 원고 보험회사들의 손해율 및 영업수지가 

급격하게 개선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보험회사들의 5개 주요 긴급출동 

서비스의 폐지 및 유료화 행위가 실제로는 아무런 합의나 상호간의 요해(了

解) 없이 각자의 경영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거나 선발업체

인 원고 엘지화재가 독자적인 계획하에 영업경쟁력에 대한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 채택한 정책을 나머지 보험회사들이 모방하여 실시한 것으로 보기는 어

렵고, 공동행위의 합의추정을 번복하기에는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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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 사건 처분의 재량권 일탈 ⦁ 남용 여부

(1) 손해보험협회가 보험회사들과 함께 무료로 제공하던 ‘기타 응급조치’ 

서비스의 폐지를 합의한 것이 부당공동행위에 해당되는 점, 손해보험협회가 

보험업계에서 차지하는 위치 및 역할, 기타 응급조치 서비스를 폐지하는 합의

를 주도하고 보험회사들에 대하여 합의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한 점 등에 비

추어 보면, 위 기타 응급조치 서비스의 폐지를 결정한 이유가 보험감독원의 

문제제기에 의한 법률자문 결과 위 서비스를 특별이익제공에 해당하는 것으

로 오인한 데에 기인한 것이라는 점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

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 보험회사들의 긴급출동 서비스 폐지 및 유료화 결정이 부당공동행위에 

해당되고, 이에 참여한 보험회사들의 시장점유율이 97.9%에 이르러 위 서비스

의 폐지 및 유료화로 인한 경쟁제한 효과 및 소비자 이익의 침해가 큰 점, 위 

서비스의 폐지 및 유료화로 인하여 보험회사들이 얻은 이익 등을 종합하여 보

면, 이 사건 처분이 과중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과징금부과 재량행사의 기초가 되는 사실인정의 오류

(1) 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별표 2] 위반행위의 종별 과징금부과기준 제6

호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부과기준을 “위반행위기간 ×  동 기간 

중 관련상품ᆞ용역의 매출액 × 5/100 이내”라고 규정하고, 관련 상품ᆞ용역

의 매출액과 관련하여 과징금부과세부기준등에관한고시 Ⅱ. 과징금부과기준요

소의 결정 6. 관련 상품ᆞ용역의 매출액(영 [별표 2] 제6호, 제10호) 가.호, 다.

호는 관련 상품ᆞ용역의 범위는 사회적ᆞ경제적 통념에 기초하여 결정하되 

불분명할 경우「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5단위 분류 또는 

광공업조사통계보고서상의 8단위 분류」또는 「당해 사업자의 품목별 또는 

업종별 매출액 등의 최소 회계단위」를 참고하여 결정할 수 있고, 관련 상품

ᆞ용역의 범위를 특정하기 곤란한 경우, 특정할 수 있으나 특정된 범위에 속

하는 상품ᆞ용역의 매출액 또는 매입액을 파악하기 어려워 특정하는 실익이 

없는 경우 또는 위반행위와 상품ᆞ용역간에 연관성이 없는 경우에는 위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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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간 동안 사업자의 전체 매출액(매입액)에 1,000분의 5를 곱한 금액 이내

를 과징금 부과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갑 제1호증의 2의 기재에 의

하면, 피고는 원고 보험회사들의 무료 긴급출동서비스의 폐지 및 유료화행위

에 대하여 원고 보험회사별 무료 긴급출동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험(위 긴급견

인 및 비상 서비스를 제외한 나머지 3개 주요 긴급출동 서비스)의 영업수익

(수입보험료) 및 유료특약상품 보험의 영업수익(수입보험료)을 기준으로 하여 

이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율 1,000분의 0.3을 곱하여 과징금을 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긴급출동 서비스가 보험계약시 보험계약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로서 그 상

품의 거래조건인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무료, 유료에 관계없이 위 서비

스를 제공하는 보험계약을 관련 상품으로 보아 그 매출액을 산정할 수 있다. 

따라서 무료 긴급출동 서비스의 경우에는 관련상품의 매출을 산정할 수 없다

는 원고 보험회사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다만, 피고는 위 긴급출동 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되고 있었던 점, 유료화 이후의 경쟁제한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원고 보험회사들에게 부과하는 과징금 부과율을 관련상품을 특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적용하는 1,000분의 5 보다 훨씬 적은 1,000분의 0.3으로 정하였다). 

(2) 보험회사들의 긴급출동서비스 유료화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유료로 전

환한 특약상품을 판매한 날로부터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통지받은 날까지

의 기간을 위반행위기간으로 하여 과징금을 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보험회사들이 긴급출동 서비스를 유료화한 것이 5개 주요 긴급출동 서비

스의 폐지와 일체를 이룬 경쟁제한행위로서 부당공동행위에 해당하는 이상 

보험회사들이 공동으로 시작한 긴급출동 서비스 유료화가 계속 유지되는 기

간이 위반행위기간으로 된다 할 것이므로 긴급출동 서비스 유료화 이후의 기

간에 대하여 과징금을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

 3) 대법원

  가) 무료 긴급출동 서비스의 ‘거래조건’ 해당 여부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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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은 손해보험회사들이 자동차보험 계약자들에게 무료로 제공하던 긴급

출동 서비스(오일보충, 라디에이터캡 교환, 전조등 및 브레이크등 교환, 윈도

브러쉬 교환, 휴즈 교환, 팬벨트 교환, 엔진과열응급조치 등을 포함하는 ‘기타 

응급조치’ 서비스와 긴급견인, 비상급유, 배터리 충전, 타이어 교체, 잠금장치 

해제를 포함하는 ‘5개 주요 긴급출동’ 서비스를 합한 것을 말하고, 이하 같다)

는 대부분의 차종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 및 책임보험에 가입한 모든 계약

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점, 서비스 내용이 사고발생의 예방이라는 측면에서 자

동차손해보험과 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점, 소비자들이 긴급출동 서비스

를 보험사업자의 보험계약자에 대한 거래조건으로 인식하고 있는 점, 위 서비

스의 운영이 손해보험회사 재산운영의 안전성⦁수익성⦁ 유동성 및 공공성에 

반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무료 긴급출동 서비스는 자동차손

해보험 사업자가 자동차손해보험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자동차손

해보험에 있어서 소정의 ‘거래조건’에 해당하고, 위 서비스가 보험약관이나 사

업방법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을 유인하기 위

한 것이라는 점만으로 이를 에서 금지하는 ‘특별이익 제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

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거래조

건, 특별이익 제공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나) ‘기타 응급조치’ 서비스 폐지 부분에 대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 58조는 “이 법의 규정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

단체가 다른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에서 말하는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라 함은 당해 사

업의 특수성으로 경쟁제한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사업 또는 인가제 등에 

의하여 사업자의 독점적 지위가 보장되는 반면, 공공성의 관점에서 고도의 공

적 규제가 필요한 사업 등에 있어서 자유경쟁의 예외를 구체적으로 인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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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의 범위 내에서 행하는 필요⦁ 최소한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101). 

원심은 손해보험협회와 그 구성원인 손해보험회사들이 1997.11.25. 제3차 

공정경쟁질서확립대책위원회 및 사장단회의에서 위 긴급출동 서비스 중에서 

1998.1.1. 신규계약분부터 자동차종합보험, 장기보험의 5개 주요 긴급출동 서

비스를 제외한 ‘기타 응급조치’ 서비스를 전면 폐지하기로 합의한 것은 상품

의 거래조건에 관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로서 부당한 공동행위

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한편 무료 긴급출동 서비스가 보험업법 제156조 제1

항 제4호에서 금지하는 특별이익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무료 긴급출동 

서비스의 하나인 ‘기타 응급조치’ 서비스를 폐지한 행위가 위법행위를 시정하

기 위하여 행한 행위로 볼 수 없고, 보험감독원장은 1997.9.19. 손해보험협회

에 업계자율로 보험계약자 서비스와 특별이익 제공행위를 구분할 수 있는 기

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것이지 에 기하여 무료 긴급출동 서비스

가 특별이익 제공에 해당하여 폐지하도록 명령하거나 행정지도를 한 것이 아

니므로 원고들의 ‘기타 응급조치’ 서비스 폐지 합의가 에 의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다른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

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보고, 나아가 보험사업자에게 그 사업에 관한 

공동행위를 하기 위한 상호협정을 허용한 취지는 보험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건전한 보험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므로 위 상호협정의 특

별이익 제공금지에 관한 세부적용기준에 의거한 공동행위라 하더라도 이러한 

보험업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공동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기타 응급조치’ 서비스 폐지의 합의가 특별이익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 보험계약의 거래조건에 관한 것으로서 자동차손해보험의 거래조건에 관

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이상 보험업법 제17조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법58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 관계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

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

진,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위 보험업법 제17조 및 제181조, 법

101) 대판 1997.5.16, 96누150; 대판 2005.8.19, 2003두925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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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다) 5개 주요 긴급출동 서비스 폐지 및 유료화 부분에 대하여

(1)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 추정 여부

원심은 손해보험회사들이 무료로 제공하던 5개 주요 긴급출동 서비스 중 

긴급견인 및 비상급유 서비스를 2000.11.1.부터 2001.3.1. 사이에, 나머지 배터

리 충전, 타이어 교체, 잠금장치 해제 서비스를 2001.4.1.부터 2001.10. 1. 사이

에 순차적으로 폐지하고, 이후 긴급출동 서비스를 특약상품화 하여 유료화한 

행위는 법제19조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2 이상의 사업자가 일정한 거래분

야에서 법 제19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이나 그 대

금 또는 대가의 지급조건을 정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한편 

손해보험회사들의 2001년도 국내 자동차보험시장 점유율이 97.9%에 이르는 

점, 삼성화재, 현대화재, 동부화재, 엘아이지 손보사 등 상위 4개사의 시장점

유율이 71.1%에 이르는 점, 손해보험회사들이 긴급출동 서비스를 폐지 및 유

료화한 이후에도 이로 인한 보험료 인하 등 가격경쟁을 촉진하는 효과가 나

타나지 않은 점, 1개의 손해보험회사가 단독으로 5개 주요 긴급출동 서비스의 

무료제공을 폐지할 경우 영업력에 지장을 초래하고 고객으로부터 민원이 발

생할 우려가 큰 점, 긴급출동 서비스를 특약상품으로 유료화한 후 종전 보험

계약자의 80%가 위 긴급출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료특약에 가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손해보험회사들의 5개 주요 긴급출동 서비스 폐지 및 유료화 행

위는 국내 자동차보험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이며, 손해

보험회사들이 주장하는 고객의 도덕적 해이와 같은 문제점들은 서비스이용 

횟수의 제한이나 서비스이용 상황의 고객별 점검 등과 같은 다른 방법으로도 

해소할 수 있는 것이어서 이를 두고 원고 손해보험회사들의 행위를 정당화할 

수는 없으므로, 손해보험회사들의 5개 주요 긴급출동 서비스 폐지 및 유료화 

행위는 법 제1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조 제1항 제2호의 ‘부당한 공

동행위의 합의’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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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 추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추정의 복멸 여부

법 제19조 제5항에 따라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 추정을 받는 사업자들이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의 추정을 복멸시킬 수 있는 사정을 판단함에 있어서

는 당해 상품 거래분야 시장의 특성과 현황, 상품의 속성과 태양, 유통구조, 

가격결정 구조, 시장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내외부적 영향, 각 개별업체

가 동종 거래분야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지위, 가격의 변화가 개별사업자의 

영업이익이나 시장점유율 등에 미치는 영향, 사업자의 개별적 사업여건에 비

추어 본 경영판단의 정당성, 사업자 상호간의 회합 등 직접적 의사교환의 실

태, 협의가 없었더라도 우연의 일치가 이루어질 수도 있는 개연성의 정도, 가

격모방의 경험과 법위반 전력, 당시의 경제정책적 배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거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102). 원심은 손해보험회사

들의 5개 주요 긴급출동 서비스 폐지 및 유료화 행위가 실제로는 아무런 합

의나 상호간의 양해된 의사 없이 각자의 경영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이루어

진 것이라거나 선발업체인 엘아이지가 독자적인 계획하에 채택한 정책을 나

머지 손보사들이 모방하여 실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증인들의 각 증언만

으로는 공동행위의 합의 추정을 번복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부당한 공동행

위의 합의 추정이 복멸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

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합의 추정 복멸에 관한 사실오인 및 심리미진의 위법

이 없다.

(3) 법 제58조에 의한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인지 여부 

원심은 5개 주요 긴급출동 서비스가 위 보험업법 제156조 제1항 제4호에서 

금지하는 특별이익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에 해당함을 전제로 

위 5개 주요 긴급출동 서비스의 폐지 및 유료화가 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라는 원고 손해보험회사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앞

102) 대판 2006.10.12, 2004두937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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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본 법리, 관계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채

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 제58조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4) 이 사건 처분의 재량권 일탈⦁ 남용 여부

원심은 이 사건 부당공동행위가 이루어지게 된 사정과 경위, 관계 법령에 

비추어 보아 공정위가 부과한 시정조치 및 과징금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

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거나 관련 매출액, 위반행위 기간 등 과징금부과에 

관한 사실인정에 오류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과 기록

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

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시정

조치, 과징금, 신뢰보호의 원칙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다. 약간의 논의

 1) 거래조건카르텔의 해당성

부당공동행위, 즉 카르텔은 시장기능의 정상적 작동을 방해한다. 특히 가격

담합이 끼치는 해악은 직접적일 뿐만 아니라 시장구조를 심각하게 악화시킨

다. 여기에서 미국에서는 가격카르텔을 당연위법(per se illegal)으로 규제하여 

왔다. 거래조건에 대한 합의도 가격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시장기능을 

왜곡하기는 매한가지다. 그래서 공정거래법은 가격을 제외한 거래조건에 관한 

카르텔에 대하여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이나 그 대금 또는 대가의 지급

조건을 정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바(법 제19조 제1

항 제2호), 흔히 이를 거래조건카르텔로 부른다.

여기서 말하는 거래조건이란 가격을 제외한 일체의 거래조건 혹은 내용

을 포섭하며103), 공정한 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로 풀이하게 된다. 

103) 거래조건 카르텔로 인정된 사례로는, 강관제조회사들의 제품대금 결제조건에 관

한 합의(서울고판 2000.12.21, 98누12688, 12651), 재무부의 행정지도에 따라서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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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당해 합의의 내용이 보험상품의 본질에 관한 것이든 부수적인 것

이든, 특별이익에 해당되거나 혹은 이에 무관하든 거래조건이 되는 데에는 

지장이 없다. 위의 사안에서 손해보험사들의 무료긴급출동 서비스에 대한 

합의가 거래조건에 대한 합의로 분류됨은 당연한 사리이다.

 2) 공정거래법 제58조의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 여부

  가) 일반론

공정거래법 제58조는 ‘이 법의 규정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다른 법

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는 적용하

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다. 즉 공정거래법 이외의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행하는 행위가 경쟁제한적이거나 기타 공정거래법에 위배되는 

경우에도 그 행위가 정당한 한 공정거래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다른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른 행위라 하더라도 정당한 행위가 아닌 

경우에는 법문상 적용유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104) 여기서 ‘정당한 행위’의 

의미, 내용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다. 판례는 동조가 말하는 정당한 행위란 당

해 사업의 특수성으로 경쟁제한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사업 또는 인가제 

등에 의하여 사업자의 독점적 지위가 보장되는 반면 공공성의 관점에서 고도

의 공적규제가 필요한 사업 등에 있어서 자유경쟁의 예외를 구체적으로 인정

하고 있는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의 범위 내에서 행하는 필요최소한

의 행위를 말한다고 보았다.105) 판례가 말하는 위의 사업은 소위 규제산업들

이다. 즉 전기⦁석탄⦁석유⦁가스업 등의 에너지사업106), 철도⦁ 자동차⦁ 선

부구매의 최저금액을 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리고, 할부기간을 36개월에서 24개
월로 단축하고, 더 나아가서 수수료율을 11.5%에서 13.5%로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5개 신용카드사의 공동행위(공정위권고 1988.12.21, 88-34) 등이 있다.
104) 이황, 규제산업에서의 공동행위에 관한 몇 가지 논점, 특별소송실무연구회, 

2007.
105) 대판 1997.5.16, 96누150; 대판 2005.8.19, 2003두9251.
106) 주무관청은 시장진입과 가격거래조건을 결정하고 거래방법을 제한하는 권한과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수급조정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석탄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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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항공기 등에 의한 운송업107), 전신⦁ 전화 등의 통신산업108), 보험금융

업109) 등을 들 수 있다. 

  나) 보험업법 제17조에 의한 정당한 행위

보험업법 제17조110)는 보험회사의 상호협정 중 재경원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는 공정거래법 제58조 소정의 법령에 의한 정당한 행위에 속한다. 그 결

과 이 건 보험사들의 상호협정 제4조에 의하면,‘공정경쟁질서 확립 대책위원

회’는 협정조항에 대한 유권해석 및 세부적용기준을 정하도록 되어 있었다. 

동 위원회는 1997. 11. 25. 개최된 회의에서 기타 응급조치 서비스가 특별이익

에 해당한다고 유권해석하고 이를 중지하도록 결정하였다. 여기에서 원고들은 

이러한 행위가 협정에 의거한 정당한 행위로서 공정거래법의 적용이 유보되

며, 나아가서 당해 행위는 경쟁제한성도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구 보험업법 제17조(현행법 제125조)는 보험사업자들의 상호협정에 

대하여 공정위와 의 사전협의를 거쳐 재정경제부가 인가하도록 되어 있고, 원

고들이 주무관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것은 상호협정의 본 협정에 한한다. 그

런데 본 협정에서 직접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세부적용기준, 공정경쟁질서

확립대책위원회와 보험모집질서개선 운영위원회 등의 다단계적 위임을 거쳐 

그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은 보험업법의 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법령에 의한 정당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주무관청의 

인가에서 막연한 공동관계의 근거만을 정하고 행위의 구체적 태양과 내용을 

하위의 기준에 위임하는 것은 보험업법이 정하는 상호협정 규제의 취지는 물

론 경쟁당국과의 사전협의를 요구하는 뜻에도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법 제3조, 제17조, 제24조, 석유사업법 제4조, 제22조, 제23조).
107)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 제9조, 제10조, 제14조, 항공법 제112조, 제117조, 

해운법 제4조, 제8조, 제28조, 제29조).
108) 주무관청은 시장진입은 물론, 요금과 거래조건, 사업자 사이의 협정에 이르기까

지 광범위한 규제권한을 가진다(전기통신사업법 제5조, 제19조, 제21조, 제29조, 
제34조의6, 전기통신기본법 제37조).

109) 은행법 제8조, 제30조, 보험업법 제17조, 제125조.
110) 구 보험업법 제17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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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긴급출동 서비스는 세부적용기준이 말하는‘특별이익’에 속하는지 

여부도 불분명하였고 그 후의 법원의 판단에서도 이 주장은 인증되지 않았다. 

요컨대, 보험업법 제17조에 의한 상호협정은 공정거래법 제58조의 법령에 의

한 정당한 행위에 속하는 것이나, 원고들의 이 사건 행위는 위 제도가 허용하

는 한계를 넘어섰고 보험회사들이 자율적으로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도록 

한 보험업법의 취지와도 거리가 있었던 것이다.

 3) 금감원의 행정지도의 문제

공정거래법 제58조에 의하면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

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법률에 의한 

명령’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법규명령 및 행정행위 내지 행정처분을 의미하는 

것이고, 원칙적으로 행정지도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학설이자 판

례의 태도이다.111) 

행정지도란 행정관청이 사업자 기타 수범자의 임의적 협조와 순응을 통해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하는 각종 지도와 권유 등의 비권력적 사실행위

를 말한다. 공법학의 일반적 설명에 의하면, 행정지도는 비권력적 사실행위로

서 이를 위해서 법적 근거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며 수범자의 임의적 협

력과 순응을 기대하는 사실행위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행정지도는 법적 구속

력이 없고 또 사업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더라도 법적 제재가 가해지지 아

니한다. 이러한 논의에 의하면, 행정지도를 따를 것인지 여부는 사업자 스스

로의 판단에 일임되는 것이고, 따라서 사업자가 행정지도에 따라 행한 각종의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58조 소정의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를 구성할 수 없

는 것이다.112) 다만 행정지도의 사실상의 구속력과 당해 산업의 상황, 법위반

111) 정호열, 경제법, 78면.
112) 서울고판 1992.1.29, 91구2030. 행정지도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에 불과한 것이어

서 그에 따름이 강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사업자단체로서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

에관한법률 위반 여부를 판단하여 행동하여야 하고, 위 법의 운영은 행정부 내

에서 독립된 지위를 가진 공정위의 권한으로 되어 있으므로, 사업자단체가 주무

관청인 상공부의 행정지도에 따라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하게 된 것

이라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거나 또는 그 시정을 명함이 금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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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의 정도와 반경쟁성의 정도를 감안하여 공정위가 그 책임을 경감하는 것

은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113)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보험감독원이 보험업법 

제181조114)에 근거하여 손해보험협회에 대하여 1997.9.19. ‘자동차보험 부당경

쟁 방지방안’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내어 ‘보험계약자 서비스와 특별이익 제

공행위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 설정’을 지시하였고 주요 추진내용을 보고하도

록 행정지도를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리하여 공정경쟁질서확립 대책위원회

의 유권해석을 통하여 구분의 기준을 설정하면서, 한편으로는 긴급출동서비스

의 특별이익 여부에 관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무료긴급출동서비스

가 특별이익에 해당된다고 판단되어 이를 업계 공동으로 폐지하기로 결정하

였으며, 이를 전면 폐지할 경우의 민원발생을 감안하여 ‘기타 응급조치 서비

스’를 우선 폐지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즉, 보험감독원의 행정지도는 원고들에

게 사실상의 강제력을 가졌고 원고들로서는 이를 따를 수 밖에 없었다는 주

장을 제기한 것이다. 그러나 보험감독원의 공문의 실제 내용은 보험료 할인이

나 사은품 제공 등의 재원이 보험료로 충당되지 않고 사업비에서 지출되어 

재무건전성 저해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그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서 정상적인 계약자 서비스와 특별이익을 구별할 수 있는 기

준을 마련하라는 문언이었다. 보험감독원에 대한 원심의 사실조회 결과로도, 

“당시 보험감독원에서는 ‘자동차보험 부당경쟁 방지방안 마련’ 지시공문을 대

한손해보험협회에 송부하여 자율적으로 관련 내용을 결정하고 시행하도록 한 

것”이라고 하고 있었고, 그 결과 법원은 보험업법 제181조에 근거한 명령이 

있었다거나 ‘기타 응급조치서비스’를 폐지하도록 사실상 구속력이 있는 행정

지도를 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에서 법원의 사실인정에 의하면, 

금융감독당국의 공문에 대하여 사업자들이 그 의미를 오해하거나 지나치게 

대응한 것으로서 이는 전형적인 행정지도 사안이 아닌 것이었다.

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이 이 판결의 요지이다.
113) 정호열, 경제법, 79~80면.
114) 제181조 (보험감독원장의 명령권) 보험감독원장은 이 법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

함에 있어서 건전한 보험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보험계약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험감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보험사업자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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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정지도와 담합

   - 대판 2005. 1. 28, 2002두12052

가. 사건의 경과

   1) 공정위 의결 : 2001.6.18.(제2001 - 085호)

   2) 공정위 재결 : 2001.11.3,(제2001 - 055호 )

   3) 고등법원 판결 : 서울고판 2002.10.17, 2001누10716

    ⦁ 원고 : 동양화재 등 11개 손보사

    ⦁ 피고 : 공정거래위원회

   4) 대법원 판결 : 대판 2005.1.28, 2002두12052

    ⦁ 원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 동양화재 등 11인

    ⦁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 공정거래위원회

 

나. 공정위 의결

 1) 의결 요지

공정거래위원회는 2001.6.18. 동양화재 등 11개 손보사가 ① 2000.4.1. 자동

차보험료 결정, ② 2000.8.1. 자동차보험료 결정, ③ 1999.9. - 10월 중 자동차보

험료 특별할증률결정, ④ 2000.7.15 한국전력 자동차보험 입찰가격결정 등 부

당한 공동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시정명령, 법위반사실 공표명령 및 과징금 

부과(최초부과 : 5,115,100,000원. 최종부과 : 8,813,400,000원) 처분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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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실 인정

  가) 2000.4.1.자 자동차보험료115) 결정 관련

피심인들은 부가보험료 자유화(2000.4.1.)를 앞두고 수차례 「자동차업무부

장회의」를 개최하여 자유화된 부가보험료의 조정 방안 등에 대하여 정보교

환과 논의를 하였고, 그 후 피심인들은 같은 해 4월1일 자동차보험료(기본험

료)를 종전 보험료 수준으로 결정하고 이를 신고하여 실행하였다.

    

  나) 2000.8.1.자 자동차보험료 결정 관련

피심인들은 2000.8.1. 자동차보험료 인상을 앞두고 같은 해 7월7일 개최된 

자동차업무부장회의에서 “2000.8.1.자 보험료 수준”과 관련하여 보험개발원에

서 제시한  "참조순보험료 인상(인하)분 또는 그 이상을 현행 보험료에 반영" 

하고  "참조순보험료를 반영한 보험료보다 낮은 보험료의 사용을 금지"하자는 

것과 이를 실행하기 위하여 세부적으로 부가보험료 산출계수(Low Cost 

Multiplier 계수=1/예정손해율, 이하 'LCM'이라 한다)를 보험종목별로 종전 

자유화 이전과 동일하게 사용토록 하고, 리스크 세분체계를 종전처럼 유지키

로 하며, 보험종목별 위험군에 따른 보험료도 일정수준 이하는 금지하고 그 

이상은 자율로 조정토록 하며, 보험료 산출에 있어서 단수처리방법을 동일하

게 하고, 보험료 신고와 관련하여 각사가 책정한 보험료를 금융감독원에 신고

하기 전에 간사사가 취합하여 상호 비교토록 하는 등 보험료 산출과 관련하

115) <보험료 구성체계>

     기본보험료 = 순보험료 + 부가보험료

      적용보험료 = 기본
보험료 × 가입자

특성요율 × 우량할인⦁
불량할증요율

 주 : 1) 순보험료는 보험개발원이 제시한 참조순보험료 그대로 또는 각 손해보
험회사의 실정에 맞게 수정하여 산출

      2) 부가보험료는 각 손해보험회사의 사업비율을 감안하여 자율 산출

      3) 가입자특성요율은 자동차보험가입경력(100～180%)과 교통법규위반경력

(90～110%)에 따라 산출

      4) 우량할인⦁불량할증요율은 사고유무 및 내용 등에 따라 산출(개인용 : 

4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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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구체적으로 논의한 사실이 있다. 또한, 같은 해 7월 18일 개최된 동 업무

부장회의에서는 “8. 1.자 보험료를 참조순보험료 변동폭 만큼 조정하고 그 이

하로 「덤핑」조정하지 말자”고 거듭 논의하였으며, 그 후 피심인들은 5개 자

동차보험종목(개인용 ⦁ 업무용 ⦁ 영업용 ⦁ 이륜 ⦁ 운전자보험)의 8월1일

자 자동차보험료(기본보험료)를 보험개발원장이 제시한 참조순보험료 변동폭

(평균 3.8% 인상) 수준으로 결정하고 이를 신고하여 실행하였다.

  다) 1999년 특별할증률 인상 관련

피심인들은 IMF사태로 자동차보험의 손해율이 감소하자 1998.11.1. 특별할

증률을 종전보다 10% 포인트씩 인하하였으나, 1999년 7월부터 자동차보험의 

손해율이 급상승(68.7% → 70.2%)함에 따라 동 할증률의 인상문제를 자동차

업무부장회의 때 조금씩 논의하여 오다가 같은 해 9월에 들어와 이에 관하여 

보다 활발한 정보교환과 논의를 하였고 그 후 피심인들은 1999년 9월 ~ 10월 

중에 같은 해 11.1.부터 책임이 개시되는 계약분에 대하여 아래 특별할증률을 

종전보다 10%포인트씩 인상하여 이를 실행한 사실이 있다. 

   * 특별할증률 : 교통사고를 낸 불량가입자(전체 계약자의 5 ~ 6% 수준)에 대하여, 

무사고할인⦁사고할증료율과는 별개로 각 보험회사가 자율적으로 사고유형에 따

라 A, B, C, D의 등급으로 나눠 10%에서 50%까지 추가 부과하는 할증료율로서 

교통사고예방을 주된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제도임

  라) 2000.7.15. 한국전력 자동차보험 입찰 관련

피심인들은 2000.7.7. 개최된 자동차업무부장회의에서, 한국전력공사와의 자

동차보험 계약을 종전과 같이 각사별 수의계약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한국전

력공사가 같은 해 7월15일 실시한 업무용자동차보험 입찰에 동일가격으로 제

출하기로 합의하고 각 피심인들은 상호간에 한국전력공사와 기존에 계약한 

자동차보험료 금액을 서로 교환⦁제공하여 이를 합산한 후 동 합산금액

(1,237,414,520원)으로 동일하게 제출하여 입찰을 유찰시킨 사실이 있으며, 그 

후 한국전력공사가 2000.7.19. 실시한 입찰에는 피심인들이 자율적으로 입찰가

격을 정하여 입찰에 참가하였다.



128 연구보고서 2008-2

 3) 공정위의 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 여부 판단

  가) 2000.4.1.자 자동차보험료 결정

피심인들은 2000.4.1. 부가보험료 자유화를 앞두고 자동차업무부장회의 때 

부가보험료의 반영 방안 등에 대한 정보교환과 논의를 하였으나 구체적인 합

의사항은 없었다고 하면서 금융감독원이 8.1. 보험료 조정을 앞두고 4월1일 

보험료 인상은 곤란하다는 뜻을 업계에 전달해와 이점을 감안하여 4월1일자 

자동차 보험료를 종전 수준대로 결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은 4월1일자 보험료 결정과 관련, 8.1. 책임보험료 조정이 예정되어 

있는 점과 보험료의 잦은 조정으로 보험계약자의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보험료를 종전 예정손해율 수준으로 책정하기로 방침을 정

함으로써 부가보험료의 자유화를 사실상 유예하면서 이런 뜻을 업계에 전달

하여 이를 따르도록 하였고 이에 대한 보완대책으로 보험상품개발의 자유화

를 실시하였다고 밝히고 있어, 피심인들이 금융감독원의 방침과 행정지도에 

따라 종전 수준으로 보험료를 결정한 점은 일응 인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행정지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심인들이 보험료를 결정함

에 있어서 순보험료에 대하여는 보험개발원장이 금융감독원의 인가(신고수리)

를 받아 제시한 참조순보험료를 참조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고, 부가보험료에 

대하여는 부가보험료의 자유화 취지에 따라 그 행정지도의 수용여부를 개별

적으로 판단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여야 함에도 피심인들이 위 행위사실과 

같이 4.1.자 자동차보험료 조정을 앞두고 자동차업무부장회의를 통하여 부가

보험료 조정 방안 등을 논의한 후 피심인들이 공동으로 4.1.자 자동차보험료

를 종전 수준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신고하여 실행한 행위는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로서 법 제19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부당한 

공동행위로 추정된다.

  나) 2000.8.1.자 자동차보험료 결정

(1) 피심인들은 8.1. 보험료 조정과 관련하여 자동차업무부장회의 때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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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 조정 방안 등에 대하여 논의를 하였으나 구체적인 합의사항은 없었다고 

하면서, 금융감독원이 보험업법 등에 근거하여 보험개발원에서 산정 ⦁ 신고

한 참조순보험료의 인상율(평균 5.4%)을 평균 3.8%로 하향 조정하고 나머지 

인상요인은 보험회사에서 사업비절감 등 자구노력을 통하여 자체 부담하도록 

함에 따라, 보험개발원장이 제시한 참조순보험료 변동폭(평균 3.8% 인상) 수

준으로 보험료를 인상할 수밖에 없었고, 금융감독원의 행정지도에 따르기로 

합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금융감독원의 행정지도에 따라 행한 정당한 행

위이므로 법 제58조(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의 규정에 의거 법을 적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은 그동안 피심인

들에게 예정사업비율을 초과하는 사업비를 감축하도록 지도해온 사실에 비추

어 볼 때, 손보사들이 자기의 실적사업비율에 따라 부가보험료를 조정하는 것

은 사실상 곤란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며 만약 손보사들이 실적사업비율에 따

라 부가보험료를 책정하였다 하더라도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하여 이를 인가

(신고수리)할 여건이 아니었다고 하고, 또한 실제로 일부 보험회사가 참조순

보험료 인상율 이상으로 보험료를 인상하여 신고한 개인택시 등 영업용자동

차보험에 대하여 보험료가 지나치게 큰 폭으로 오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추

가적인 보험료 인상을 자제하도록 지도하여 수리한 사실이 있었다고 밝히고 

있다.

(2) 그러나 이 건과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이 부가보험료의 책정에 대하여는 

직접적으로 지도한 사실이 없다고 하고 있고 보험개발원이 제시한 참조순보

험료의 인상율을 평균 3.8%로 하향 조정토록 함으로써 과도한 보험료 인상을 

자제하도록 지도하였다고 밝히고 있는 점으로 비추어 볼 때 금융감독원이 아

직 자유화가 아니된 순보험료에 대하여는 피심인들에게 참조순보험료수준으

로 보험료를 책정하도록 지도한 점이 인정되나, 자유화된 부가보험료에 대하

여는 직접적으로 지도하지 않고, 단지 예정사업비를 초과하는 사업비를 감축

하도록 지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과도한 부가보험료의 인상(평균 3.8% 이상)

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었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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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심인들은 보험업법상 기본보험료를 결정함에 있어 순보험료에 대하

여는 보험개발원장이 금융감독원의 인가(신고수리)를 받아 제시한 참조순보험

료를 참조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고, 부가보험료에 대하여는 부가보험료의 자

유화 취지에 따라 실적사업비를 토대로 자율적으로 결정하여야 함에도 금융

감독원의 참조순보험료에 대한 행정지도를 구실로 그동안 업계 관행상 수시

로 개최하여 온 자동차업무부장회의에서 8.1.자 자동차보험료를 참조순보험료 

변동폭(평균 3.8% 인상) 수준으로 조정하고 그 이하로 덤핑조정하지 말 것과 

이를 실행하기 위하여 부가보험료 산출계수(LCM계수=1/예정손해율), 리스크

세분체계, 보험종목별 위험군에 따른 보험료 조정방안, 보험료 계산상 단수처

리방법 및 보험료 신고방법 등 광범위하고 세부적인 사항까지 논의하고 그대

로 실행하였다.

(4) 위 (1)(2)(3)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금융감독원이 8월1일자 보험료와 관

련하여 피심인들에게 행한 행정지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기본보험료를 

평균 3.8%로 고정하여 인상하도록 지도하였다고 볼 수가 없고, 설령 평균 

3.8%로 고정하여 인상하도록 지도(그렇게 할 수 있는 법적근거도 없고 이는 

행정지도의 취지에도 맞지 않지만)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지도의 내용이 공동

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므로 피심인들은 마땅히 각자 개별적으로 판단

하여 보험료를 결정하였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건 공동행위가 없었더라면 

피심인들에 따라서는 당시 자기의 경영실적과 영업정책 등을 고려하여 보험

료를 평균 3.8% 이하로 인상하여 신고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고 판단된다. 다시 말하면, 피심인들은 각자 자신의 경영실적과 영업정책에 

따라 보험료를 평균 3.8% 수준 이하로 인상할 수 있었음에도 담합을 통하여 

보험개발원이 제시한 ‘참조순보험료 변동폭(평균 3.8%) 수준 이하로 덤핑조정

하지 말자’고 합의함으로써 그 이하로의 이탈인상을 못하도록 한 것이다.

(5) 한편, 금융감독원의 순보험료에 대한 행정지도와 관련, 보험업법 등에 

근거하여 보험개발원이 신고한 참조순보험료율의 인상율(평균 5.4%)을 평균 

3.8%로 하향조정(신고수리)토록 함으로써 보험료 인상을 자제하도록 행정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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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하였다 하더라도, 피심인들은 순보험료를 산출함에 있어 보험업감독업무시

행세칙 제18조(구 보험상품관리규정시행세칙 제3조)에 의거 예정위험률을 자

율적으로 산출하여 사용하여야 하되 경험통계의 부족 등으로 예정위험율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험개발원이 제시한 참조위험률(참조순보험료)을 

사용하거나 이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피심인들은 그 행정지도의 

수용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순보험료를 산출하였어야 함에도 담합을 

통하여 순보험료를 참조순보험료(평균 3.8%) 수준으로 산출하였다. 그러므로 

피심인들이 법령에 근거한 금융감독원의 정당한 행정지도에 따라 행한 정당

한 행위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또한 금융감독원의 부가보험료에 대한 행정지도와 관련, 보험업법 등에 명문

화된 근거가 없기 때문에 피심인들은 행정지도의 수용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

하여 부가보험료를 자율적으로 산출하였어야 하며 그 지도내용이 지나친 보험

료를 인상하지 말라는 취지였지 담합을 통하여 보험료를 산출하도록 지도한 것

이 아님에도 담합을 통하여 보험종목별로 부가보험료 산출계수를 동일하게 사

용(LCM계수=1/예정손해율)함으로써 결국 8.1.자 자동차보험료를 참조순보험료

율 변동폭(평균 3.8%) 수준으로 산출하였다. 따라서 설령 금융감독원의 행정지

도가 있었다 해도 이건 공동행위에 대한 위법성 조각사유가 될 수 없다.

(6) 결론적으로, 피심인들이 위 2.가.(3) 행위사실과 같이 8.1.자 자동차보험

료 조정을 앞두고 자동차업무부장회의에서 보험료 조정방안 등을 논의한 후 

피심인들이 공동으로 5개 보험종목(개인용 ⦁ 업무용 ⦁ 영업용 ⦁ 이륜 ⦁ 
운전자보험)의 8. 1.자 자동차보험료(기본보험료)를 보험개발원장이 제시한 참

조순보험료 변동폭(평균 3.8% 인상) 수준으로 결정하고 이를 신고하여 실행한 

행위는 가격을 결정 ⦁ 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로서 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거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정된다.

  다) 1999년 특별할증률 인상 결정

피심인들은 그들 대부분이 1997년 7월 이후부터 자동차보험의 손해율이 상

승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또한 경쟁사들이 특별할증률의 인상을 검토 중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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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정보를 입수하고서 각사가 자율적으로 특별할증률을 인상하였다고 주장

하고 있으나 피심인들 중 일부가 1999년 7월 이후 손해율이 급상승(68.7% → 

70.2%)함에 따라 동 할증률의 인상문제를 자동차업무부장회의 때 조금씩 논

의하여 오다가 같은 해 9월에 들어와 보다 활발한 정보교환과 논의를 하였다

고 진술하고 있고 그 후 피심인들이 위 2)다)의 행위사실과 같이 1999년 9월 

~ 10월 중에 같은 해 11월1일부터 책임이 개시되는 계약분에 대하여 특별할

증률을 일률적으로 종전보다 10% 포인트씩 인상하여 이를 실행한 행위는 가

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로서 법 제19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부

당한 공동행위로 추정된다.

  라) 한국전력 자동차보험 입찰가격 결정

피심인들이 2000.7.7. 개최된 자동차업무부장회의에서 8월1일자 자동차보험

료 인상 논의와 함께 한국전력공사의 자동차보험을 종전과 같이 각사별 수의

계약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한국전력공사가 같은 해 7월15일 실시하는 업무용

자동차보험 입찰에 동일가격으로 제출하기로 합의하였고, 또한 입찰 당일 동

일가격으로 제출했던 사실을 시인하고 있으므로, 위 행위사실과 같이 피심인

들이 동 자동차보험 입찰과 관련한 입찰가격 결정행위는 가격을 결정 ⦁ 유

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로서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부당한 공

동행위로 인정된다.

 4) 경쟁제한성

피심인들이 1999년 기준 국내 자동차보험시장에서 차지하는 시장점유율이 

99.5%인 점을 감안할 때, 피심인들의 위 행위사실과 같이 공동으로 자동차보

험료(기본보험료), 특별할증률 및 자동차보험 입찰가격을 정하는 행위는 국내

자동차보험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로 인정된다

 5) 과징금 부과

피심인들이 납부하여야 할 과징금은 이 사건 부당한 공동행위의 내용, 경



                                          최근의 주요 판결례 133

쟁제한의 정도, 파급효과, 업계의 실정 및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2000.8.1.자 자동차보험 결정 관련 보험종목의 영업수익에 

10,000분의 15를 곱한 금액을 과징금으로 한다. 단, 10만원 미만을 절사한다.

(※부당한 공동행위의 실행일자부터 과징금 산정)

※ 피심인들의 “2001. 4. 1자 보험료 결정 관련”행위에 대하여는 금융감독원이 4.1.

부터 시행하기로 한 부가보험료의 자유화조치를 사실상 유예하기로 결정한 점, “1999

년 특별할증률 인상 관련”행위에 대하여는 부가보험료 자유화조치 이전에 행하여 졌

고 종전에 인하한 것을 손해율 상승에 따라 환원한 것으로 그로 인한 보험료 수입규

모(1999.11.1. - 2000.12.31.까지의 업계 전체 특별할증률 10% 포인트 인상에 따른 보험

료 수익은 약 85억원으로 동 인상후 전체 보험료 수입의 0.21%임)가 미미한 점, 위 

“2000. 7.5.자 한국전력 자동차 보험 입찰관련” 행위에 대하여는 피심인들이 사후에 

이를 스스로 시정하여 자율적으로 입찰가격을 결정함으로써 경쟁입찰이 이루어진 점 

등을 각각 감안하여 과징금 부과를 제외한다.

다. 공정위 재결

 1) 결론

가) 원심결의 시정명령, 공표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인들의 취소신청을 기각

한다.

나) 원심결의 과징금 납부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인들의 신청은 일부 인용한다.

 2) 원심결의 위법 ⦁ 부당 여부

  가) 2000.4.1.자 및 2000.8.1자 자동차 보험료율 결정 부분

(1) 주 장

이의신청인들은 금융감독원이 보험업법 제7조(인가사항 등)에 의해 보험료

(순보험료 + 부가보험료)의 변경에 대해 인가권을 가지고 있고, 동 인가권에 

근거하여 2000.4.1.자 보험료 인상시에는 순보험료를 종전 예정손해율 수준으

로 정하도록 지도하였고, 2000.8.1.자 보험료 인상시에는 보험개발원이 제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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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인상률 5.4%의 70%에 해당하는 3.8%만을 인상하도록 지도하였고, 부

가보험료 책정에 대하여도 예정사업비율을 종전수준으로 유지하도록 지도하

였고, 이의신청인들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하는 참조순보험료율을 그대로 적용

하는 경우에는 보험업법 제198조의2 제5항에 의해 같은 법 제7조에 의한 인

가를 받은 것으로 보게 되나, 참조순보험료율을 달리 변경하는 경우에는 보험

업법 제34조에 의해 보험료율 산출근거를 제시하여 다시 인가를 받아야 하는

데, 신청인들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순보험료율을 평균 5.4% 인상조정하여야 

할 뿐 이를 평균 3.8%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음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자료가 

없어 금감원의 행정지도를 그대로 따르는 것 이외에는 달리 선택할 여지가 

없었기 때문에, 이의신청인들의 행위는 금융감독원의 적법한 행정지도에 따른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또는 공정거래법 제 58조(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에 의해 공정거래법의 적용이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자동차업무부장회의는 금감원의 행정지도를 통해 사전 결정된 사항을 사후적

으로 이행하기 위한 실무모임에 불과하고 회의 내용도 금감원이 결정한 기본

보험료 인상률에 따라 세부적인 보험상품의 보험료를 책정하기 위한 계산방

법 및 실무적 신고절차에 관한 것일 뿐 보험료의 ‘결정’과는 전혀 무관한 것

이므로 합의 또는 합의 추정의 근거가 될 수 없고, 2000.7.18자 회의는 삼성화

재 등 주요 4개사가 참석하지 않은 회의로 어떠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없었

으며 동 회의에서 “참조순보험료 변동폭만큼 조정하고 그 이하로 덤핑조정하

지 말자”고 합의했다는 것은 현대화재 업무부장의 개인적인 발언에 불과하다

고 주장한다.

(2) 판  단

금융감독원의 행정지도가 있었다고 해도 그 행정지도의 수용여부를 개별적

으로 판단하여 자율적으로 보험료를 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담합을 통

해 공동으로 결정⦁유지한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이므로 행정지도에 따랐다는 

이유로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공정거래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법령에 따른 정

당한 행위’에 해당될 수 없고,  공동행위가 없었더라면 개별적으로 자기의 영

업실적과 영업정책 등을 고려하여 보험료를 행정지도된 요율보다 낮게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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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신고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와 관련된 이의신청인들

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특히 부가보험료에 대한 행정지도는 그 법적 근거가 없고, 금감원도 이를 

직접적으로 지도한 사실이 없다고 하고 있으므로 “금감원이 적법하게 순보험

료뿐만 아니라 부가보험료에 대해서도 행정지도했다”는 이의신청인들의 주장

은 타당하지 않다.

한편 2000.7.7.자 업무부장회의 기록에 ‘순율 인상분 또는 그 이상을 현행보

험료에 반영’, ‘상기 보험료보다 낮은 가격은 사용할 수 없음’, ‘리스크 세분은 

현행체계 유’” 등 이의신청인들이 구체적으로 합의한 내용이 상세히 적시되어 

있고, 2000.7. 8.자 회의에 삼성화재 등 주요 4개사가 참석하지 않았다 하더라

도 이미 이의신청인들 전부가 참석한 2000.7.7.자 회의에서 합의가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므로 가사 2000.7.18.자 회의기록이 공식적인 회의기록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러한 사실로 인해 동 자료가 합의추정의 증거자료가 될 수 없는 

것이 아니어서 이와 관련된 이의신청인들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나) 1999년 특별할증률 인상결정 부분

(1) 주  장

이의신청인들은 1999년 당시 교통사고율이 급증함에 따라 특별할증률 인상

요인이 있었으며, 그에 따라 각 보험회사가 개별적으로 특별할증률을 인상한 

것에 불과하고, 보험회사별로 특별할증률 결정일자 및 시행일자가 상이하므로 

공동행위로 추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이의신청인들 중 일부가 업무부장회의에서 특별할증률 인상문제를 논의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고, 특별할증률 결정일자 및 시행일자가 모두 동

일하지는 않더라도 1999년 9월 ~ 10월에 집중되어 있으며 인상된 특별할증률

은  모두 같은 해 11.1.부터 책임이 개시되는 계약분이므로, 특별할증률 인상 

결정일자와 시행일자가 다르다는 이유로 공동행위로 추정할 수 없다는 이의

신청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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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2000.7.15.자 한국전력 자동차보험 입찰가격 결정 부분

(1) 주 장

이의신청인들은 입찰가격이 같아지게 된 것은 한국전력공사가 제공하는 차

량명세표 등 자료가 미비하여 각 보험회사로서는 기존의 타사 가입 차량의 보

험료와 자사 차량의 보험료를 합산하여 입찰가격을 산출할 수 밖에 없었으므로 

신청인들의 입찰가액이 같게 된 것일 뿐이며, 이러한 사정은 2000.7.19.에 실시

된 제2차 입찰시에는 보험료 산출에 필요한 자료가 이미 확보되어 각 보험회사

별로 각각 다른 가격으로 응찰한 사실을 통해서도 확인된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2000.7.7자 업무부장회의 자료에는 이의신청인들이 2000.7.15.에 실시하는 

한전의 자동차보험을 종전과 같이 각 사별 수의계약으로 유도하기 위해 동일

가격으로 제출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적시되어 있고, 이의신청인들이 실제로 

입찰당일 동일가격으로 제출했던 사실이 담당자 진술에서 인정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이의신청인들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으며, 2000.7.19. 입찰에서 자

율적으로 입찰가격을 정한 사실은 원심결에서 이미 인정한 바 있으므로 재론

할 이유가 없다.

  라) 처분의 과중성 부분

(1) 주 장

이의신청인들은 보험업계에 오랜 기간 동안 고정요율제 시행 등 제도적 규

제 및 보험가입자 보호와 자산건전성 등을 이유로 금융감독원의 행정지도가 

광범하게 이루어져 왔고, 부가보험료 자유화의 실행을 위해 필요한 각종 보험

료산출 관련통계 및 기법개발이 제대로 준비되지 못해 손해보험회사들이 보

험료 자유화라는 새로운 제도의 변화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많은 어려움

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위원회가 시정권고 등 과도기적 조치를 통하여 제도

개선을 유도하지 않은 채 곧바로 시정조치, 공표명령, 과징금 납부 등의 조치

를 취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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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과 관련하여서는 과징금의 산정 기초가 되는 영업수익은 보험료 수

익에 한정되어야 하며, 재보험금수익은 보험회사의 부채의 일부가 재보험금의 

회수형태로 경감되어 발생하는 수익으로 보험료와 무관하고, 구상이익도 보험

사고 발생시 가해자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회수되는 수익으로서 가해

자의 유무 및 과실비율에 따라 결정되는 수익이므로 보험료와 무관하고, 투자

수익도 보험회사가 자산을 운영하여 발생하는 수익이므로 보험료와는 무관하

므로 재보험금 수익, 구상이익 및 투자수익은 과징금 산정의 대상인 “관련 상

품, 용역의 매출액”에 포함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원심결은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정당하지 않은 행정지도에 대해 예외 없는 

법 적용이라는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2000.4.1.자 보험료 결정행위, 특별할증률 

결정행위, 한전입찰 가격담합에 대해서는 신청인들의 제반 참작사유를 고려하

여 과징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고, 법위반행위의 내용 및 경쟁제한성 

정도, 파급효과, 업계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였으므로 이와 관련된 이

의신청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과징금과 관련하여 이 사건에서 문제

가 된 것은 자동차 보험료이므로 자동차 보험과 관련된 영업수익 중 보험료 

수익에 한정해야 할 것인바, 재보험금 수익, 구상이익, 이자수익 등 투자수익

은 본건 법위반행위로 인한 직접적인 이익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와 관련

한 이의신청인들의 주장은 인용함이 타당하여, 2000. 8. 1.자 자동차보험료 조

정과 관련된 보험종목(개인용⦁업무용⦁영업용⦁이륜⦁운전자보험 등 5개 보

험종목)의 영업수익 중 보험료 수익을 기준으로 과징금(7,446,100,000원)을 산

정함이 타당하다.

라. 서울고등법원

 1) 당사자

. 원고 : 동양화재 등 11개 손해보험회사

. 피고 :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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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관계 법령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은 공정거래법 제

19조 제5항,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추정되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것으

로서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들은, 다음과 같은 사유를 들어 이 

사건 각 행위는 법 소정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가사 해

당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하는 등으로 위

법하다고 주장한다.

  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1) 이 사건 2000.4.1.자 및 2000.8.1.자 각 보험료 결정행위를 살펴 보면, 

우선 2000.4.1.자 보험료 결정과 관련하여서는 2000.4.1.부터 시행하기로 하

였던 부가보험료 자유화가 금융감독원에 의하여 공식적으로 유예된 상태였

고 순보험료는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하여 제시한 참조순보험료율을 따르도

록 되어 있었는데 금융감독원이 2000.8.1. 보험료 조정이 예정되어 있고, 보

험료의 잦은 조정으로 보험계약자의 혼란이 초래될 우려가 있으므로 보험

료율을 종전 예정손해율 수준으로 책정하라는 행정지도를 함에 따라 원고

들은 종전과 동일하게 보험료를 결정하여 신고한 것이고, 이 사건 2000.8.1.

자 보험료 결정과 관련하여서는, 금융감독원이 순보험료율 인상율을 3.8%

만 인상하도록 행정지도함에 따라 원고들은 순보험료와 연관되어 책정되어

지는 부가보험료의 인상율 역시 같은 수준으로 인상하게 된 것으로 비록 

위 2000.4.1.자 및 2000.8.1.자 각 보험료 결정행위가 외형상 동일한 보험료

로 유지, 변경한 결과가 초래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위와 같은 금융감독원

의 적법한 행정지도에 따른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

어 부당한 공동행위로 볼 수 없다.

(2) 이 사건 특별할증률 인상행위와 관련해서는, 1997년 이른바 IMF사태 

이후 감소하던 교통사고율이 1999년도에 접어들면서 상승세로 전환되고 그 

상승세가 계속 하반기까지 이어지자, 일부 손해보험회사들은 개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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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율을 감소시키기 위한 조치로 특별할증율을 일정 범위 내에서 인상 적

용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정보를 입수한 다른 손해보험회사들도 개별적인 

결정을 통해 뒤따라 조정한 결과 특별할증률이 동일하게 인상된 것일 뿐으

로 실제로 각 보험회사별 특별할증율의 결정일자 및 시행일자가 상이한 점

에 비추어 보아도 원고들이 부당하게 공동행위를 한 것은 아니다. 

(3) 2000.7.15.자 입찰답합행위 관련하여서는, 한국전력공사는 1999년까지 

그 소유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을 원고들별로 나누어 가입하였으나 2000

년부터는 한국전력공사 본사에서 일괄하여 각 보험사들을 상대로 경쟁입

찰을 실시하였는데, 적정한 입찰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한국전력공사 측에

서 제공하는 자료가 미비하여 원고들은 입찰일자까지 보험료를 산출할 수 

없었으므로, 결국 원고들은 종전에 한국전력공사가 다른 회사에 가입한 차

량의 보험료를 파악하여 자기 회사에 가입된 차량의 보험료와 합산한 금

액으로 응찰하게 된 결과, 원고들의 각 입찰가액이 같게 된 것일 뿐, 원고

들이 입찰가격을 동일하게 할 것을 합의한 바는 없다.

  나) 부당공동행위라고 하더라도 재량권의 일탈, 남용에 해당함

가사 이 사건 각 행위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 하여도 보험업계

에서는 과거 오랜 기간의 제도적 규제 및 보험가입자 보호와 자산건전성 

등을 이유로 한 금융감독원의 행정지도 등이 광범하게 이루어져 온 점, 손

해보험사들의 부가보험료 자유화의 실행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보험료 산

출 관련 통계 및 기법 개발이 제대로 준비되지 못함으로써 부가보험료 자

유화의 시행을 앞두고 새로운 제도의 변화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많

은 어려움과 혼란을 겪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먼

저 시정권고 등의 조치를 통하여 제도개선을 유도하지도 않은 채 곧바로 

이 사건 처분을 내린 것은 지나치게 가혹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과 유사

한 다른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에 있어서는 과징금납부명령에 처하지 아니

한 점과 비교할 때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

에는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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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관계 법령 

  가) 공정거래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협정⦁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⑤ 2이상의 사업자가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경우 동 사업자간에 그러

한 행위를 할 것을 약정한 명시적인 합의가 없는 경우에도 부당한 공동행

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제21조(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하는 

부당한 공동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행위의 중지, 

법 위반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2조(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행한 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

할 수 있다.

제58조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 

이 법의 규정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다른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보험업법

제7조(인가사항 등)

① 보험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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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정관 ⦁ 사업방법서 ⦁ 보험약관과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

서(이하 "기초서류"라 한다)의 변경 

② 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서류(정관을 제외

한다)의 변경을 인가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금융감독원의 

심사를 거치도록 할 수 있다.

제198조의2(보험료율산출기관)

① 보험사업자는 보험금의 지급에 충당되는 보험료(이하 "순보험료"라 

한다)를 결정하기 위한 요율(이하 "순보험료율"이라 한다)의 공정하고 합리

적인 산출과 보험과 관련된 정보의 효율적인 관리⦁이용을 위하여 금융감

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보험료율산출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② 보험료율산출기관은 법인으로 한다. 

③ 보험료율산출기관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순보험료율의 산출 및 검증 

④보험료율산출기관은 보험사업자가 적용할 수 있는 순보험료율을 산출

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⑤보험사업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율산출기관이 인가를 받

은 순보험료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

험료(순보험료에 한한다)의 변경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4) 부당한 공동행위의 추정

  가) 부당공동행위의 성립요건과 추정제도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상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은 다음 세가지다. 즉, ① 2 이상의 사업자 사이에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유형의 행위를 공동으로 하기로 하는 경우일 것, ② 계약 

⦁ 협정 ⦁ 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이든 사업자간에 공동행위를 하기로 하

는 합의가 있을 것, ③ 일정한 거래분야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것 

등이다. 



142 연구보고서 2008-2

또한 동법 제19조 제5항은 부당한 공동행위의 추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동항의 취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제19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당해 행위가 사

업자들의 명시적 혹은 묵시적 합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

여야 하는데, 은 하게 행하여지는 부당한 공동행위의 속성상 그러한 합의

를 입증한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므로,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사업자들의 합의’를 입증하는 것에 갈음하여 ‘2 이상의 사업자가 법 제19

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하 편의상 ‘행

위의 외형상 일치’라 한다)과 그것이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

으로 제한하는 행위’라는 사실(이하 편의상 ‘경쟁제한성’이라 한다)의 두 

가지 간접사실만을 입증하도록 함으로써,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에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두854 판결, 2002. 3. 15. 선고 99두6514, 652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행위의 외형상 일치’와 ‘경쟁제한성’이 입증되면 ‘부당한 공동행위’로 추정

되고, 이에 대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라는 비난을 면하기 위한 사업자는 위 

일치된 행위가 그들 사이의 합의에 따른 공동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수긍

할 수 있는 정황을 밝혀 그 추정을 복멸시켜야 할 것이다.

  나) 행위의 외형상 일치 여부

우선 원고들 사이에 법 제19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일치된 행위

유형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들은 2000.4.1.부터 시행

되는 자동차보험료(기본보험료)를 종전 보험료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결정

하여 이를 금융감독원에 신고하고 실행한 사실, 원고들은 2000.8.1.부터 시

행되는 5개 자동차보험종목(개인용⦁ 업무용 ⦁ 영업용 ⦁ 이륜 ⦁ 운전자

보험)의 자동차보험료(기본보험료)를 평균 3.8%로 인상하기로 결정하여 이

를 금융감독원에 신고하고 실행한 사실, 원고들은 1999.9.15.부터 

1999.10.25.경 사이에 1999.11.1.부터 책임이 개시되는 자동차보험 계약분에 

대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특별할증률을 종전보다 10% 포인트씩 동일하

게 인상하여 이를 실행한 사실, 원고들은 한국전력공사가 2000.7.15.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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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업무용자동차보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입찰가격인 자동차보험료를 

종전에 한국전력공사가 다른 회사에 가입한 차량의 보험료와 자기 회사에 

가입된 차량의 보험료와 합산한 금액인 1,237,414,520원으로 모두 동일하게 

제출하여 위 입찰이 유찰되기에 이른 사실이 인정되고 반증이 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행위는 법 제19조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

는‘2 이상의 사업자가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가격을 결정⦁ 유지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 경쟁제한성

(1) 다음으로, 원고들의 이 사건 각 행위가 국내 자동차보험시장에서 실

질적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가에 관하여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1999년도 국내 자동차보험시장은 11개의 국내회사(원고들)와 3개의 

외국회사가 참여하고 있었는데, 원고들의 자동차보험시장의 점유율은 

99.9%에 이른다. 

(나) 국내 자동차보험시장은 사업자들별로 일부 부가서비스를 달리하고 

있기는 하나 주로 보험료(보험료를 결정하는 보험료율, 특별할증요율 포함)

에 의존하여 경쟁이 이루어질 수 밖에 없고, 한국전력공사가 시행한 

2000.7. 15. 자동차보험 입찰 역시 전적으로 입찰가격에 따른 경쟁에 의하

여 이루어지고 있다.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국내 자동차보험시장에서 절대적인 시장점유율

을 점유하고 있는 원고들이 2000.4.1.자 및 2000.8.1.자로 자동차보험료를 

동일하게 인상 또는 유지한 행위, 1999.9.부터 1999.10. 사이에 1999.11.1.부

터 책임이 개시되는 자동차보험 계약분에 대하여 특별할증율을 동일하게 

인상한 행위 및 2000.7.15. 한국전력공사가 실시한 자동차보험 입찰에 참가

함에 있어 동일하게 입찰가격으로 응찰한 행위는 모두 국내 자동차보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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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의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는 이

상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라고 할 것이다.

  라) 소결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행위는 법 제1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

여 같은 조 제1항 제1호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추정된다.

  5) 부당한 공동행위 추정의 복멸 여부

  가) 2000.4.1.자 및 2000.8.1.자 보험료결정 관련

    (1) 인정사실

(가) 보험자금 운용은 금융 및 실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심대하고, 

보험상품은 그 특성상 사전에 보험료를 지급하고 사후 보험사고 발생시 

반대 급부를 받게 되므로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하여 보험회사의 재무건전

성 감독이 중요시되는 점 등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1994.4. 이전에는 보험

료는 보험법 제19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보험개발원이 결정한 기

본보험료율(순보험료율 + 부가보험료율)대로 결정되어 왔으며, 1994.4. 이

후부터는 보험개발원이 제시한 보험료율을 기본으로 하여 할인, 할증하거

나 범위요율을 추가로 적용하여 개별 보험료를 산정할 수 있었으나, 기본

보험료는 금융감독원이 보험개발원으로부터 제시받은 기본보험료율을 바

탕으로 하여 최종적으로 기본보험료율의 인상 또는 인하율을 정하여 이를 

각 보험회사들에 통보하면 각 보험회사들은 이를 그대로 따르는 방식으로 

결정되었다.

(나) 그런데 1999.2.5. 법률 제5815호로 제정, 공포되어 2000. 1. 1.부터 

시행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적용이제외되는부당한공동행위등

의정비에관한법률"(이하 '카르텔정리법'이라 한다) 제7조에 의하여 보험업

법 제198조의2의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종래에는 보험개발원이 인건비, 운

영비, 이윤 등 손해보험사들의 제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부가보험료의 

요율까지 산출하던 것을, 보험금의 지급불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최소



                                          최근의 주요 판결례 145

한의 보험요소로서 보험금의 직접 지급에 충당되는 순보험료의 요율만을 

산출, 제공하도록 되었고, 따라서 부가보험료는 원고들이 자율적으로 결정

할 수 있게 되었으나, 한편 보험업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가보험

료의 변경에 필요한 산출방법서류를 변경하기 위하여는 금융감독원의 인

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따라서 금융감독원은 위 인가권에 기하여 보험회

사들에 대하여 보험상품의 부가보험요율 변경시 그 통계의 타당성, 변경 

수준의 적정성에 대하여 심사 및 행정지도를 하여 왔는데, 그 방식은 금융

감독원이 각 보험회사의 총무격인 간사사에게 협의 또는 행정지도의 취지

를 통보하면, 그 간사사가 보험회사들의 업무부장회의를 통하여 이를 다시 

전달하는 식으로 이루어져 왔다.

(다) 한편 원고들의 기본적인 보험료 산출 구조는 다음과 같다.

기본보험료 = 순보험료 + 부가보험료

기본보험료 = 순보험료 + 순보험료 × 예정사업비율/예정손해율

           = 순보험료(1 + 예정사업비율/예정손해율)

           = 순보험료 × LCM계수(Loss Cost Multiplier = 1/예정사업

비율)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가보험료는 순보험료와 연동되어 산출되는바, 

그 이유는 부가보험료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판매비'(보험상품

을 판매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례성 경비, 예컨대 보험보집인 수당 등)인데 

이는 언제나 순보험료에 비례하여 지출되기 때문이며, 따라서 순보험료와 

예정사업비율(부가보험료/보험료)이 결정되면 보험료는 자동적으로 결정되

고 이와 별도로 부가보험료를 산정하여 순보험료와 합산하는 것은 아니다.

(라) 한편 2000.1.1.부터 시행되는 보험법 제198조의2의 규정에 따라 보

험개발원이 산정한 참조순보험료를 토대로 원고들이 보험상품을 판매하기

까지는, 먼저 보험개발원이 금융감독원과 협의 아래 국내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에 미치는 효과 등을 참작하여 참조순보험료를 산출하여 금융감독원

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다음 이를 원고들에게 통보하면, 원고들은 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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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보험료를 기초로 하여 다시 금융감독원과의 협의를 거쳐 순보험료 및 

위 (다)항에서 본바와 같은 산정방식에 따라 부가보험료 등을 산출한 후 

이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영업보험료로 인가 받아 보험상품으로 판매하는 

절차를 밟는다.

(마) 그런데 2000.4.1.경에는 위 개정된 보험법이 시행되는 시기였으므로 

원고들이 부가보험료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는 있었으나,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2000.8.1.

자로 책임보험료율 조정이 예정되어 있는 점과 보험료의 잦은 조정으로 

보험계약자의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2000.8.1.까지 부가

보험료 자유화조치를 유예하고, 보험개발원이 확정하여 제시한 참조순보험

료에 이미 정해져 있는 예정사업비율만큼을 부가보험료로 책정하여 인가 

신청하도록 원고들에 전달하여 이를 따르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보험개발

원은 새로이 변경된 순보험료를 산출하지 아니하고 종전 영업보험료에서 

예정손해율(평균 73%)에 해당하는 만큼의 순보험료만을 분리하여 원고들

에게 참조순보험료로 제시하였고, 원고들도 이를 기초로 하여 종전과 동일

하게 기본보험료로 결정하여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인가를 받아 2000.4.1.자

로 이를 실행하였다.

(바) 2000.8.1. 보험료 인상행위와 관련하여, 

① 당초 보험개발원은 자동차 사고율의 급격한 증가로 인하여 손해보험

회사의 자동차보험영업으로 인한 손실이 1998년 3,027억원에서 1999년에는 

4,292억원으로 확대되었기 때문에, 원고들의 손해율 등 통계자료에 기하여 

참조순보험료율을 평균 5.4% 인상하는 것으로 산출하고자 하였으나, 금융

감독원은 순보험료 인상율 5.4%는 보험가입자들에게 부담이 될 정도로 높

다고 보아 보험료의 인상요인 중 70%는 보험가입자가 부담하고 30%는 보

험회사들이 부담하도록 한다는 정책판단 결과 조정요인의 일부인 70%만을 

반영하여 3.8%만을 인상하는 것으로 조정하도록 보험개발원에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보험개발원은 보험종목(개인용자동차보험, 업무용자동차보험,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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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용자동차보험 등 9가지), 담보(대인배상 Ⅰ, 대인배상 Ⅱ, 대물배상 등 7

가지), 차종(비사업용 27종, 사업용 25종), 기타 용도구분, 가입금액구분 등

의 세부 구분단위별로 재산출한 수천가지의 참조순보험료(그 참조순보험료 

인상률의 평균치가 3.8%임)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인가받아 이를 원고회사

들에게 제시하였다.

② 금융감독원은 원고들의 간사회사를 통하여 보험개발원이 제시한 바

와 같이 순보험료의 인상율을 평균 3.8%로 하도록 행정지도를 하였고, 원

고들은 보험개발원이 제시한 참조순보험료와 다른 것을 사용할 경우에는 

별도의 요율검증을 받아야 하므로, 제시받은 참조순보험료를 그대로 적용

할 수 밖에 없었고, 나아가 참조순보험료와 다르게 보험료를 신고하더라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인가될 가능성은 없었다.

③ 부가보험료에 관하여는 원고들의 실적사업비율이 예정사업비율을 

훨씬 초과하고 있어 부가보험료의 인상이 필요한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원은 예정사업비율을 초과하는 사업비를 감축하도록 계속적으로 

지도함으로서 실질적으로 예정사업비율을 종전과 동일한 비율에 의하도록 

지도하였을 뿐 아니라, 원고들이 예정사업비율을 초과하는 실적사업비율

에 따라 부가보험료를 3.8% 이상 인상하고자 인가신청하는 경우 이를 인

가하지 아니하겠다는 뜻과, 아울러 원고들이 합리적인 근거나 통계자료 

없이 부가보험료를 인하하거나 3.8% 이하로 인상하는 내용으로 예정사업

비율을 낮추어 인가 신청하는 경우에도 보험재정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

하여 인가하지 아니하겠다는 취지를 원고들의 간사회사를 통하여 행정지

도 하였다.

④ 이에 따라 원고들은 금융감독원의 행정지도에 따라 평균 3.8% 인상

된 기본보험료를 결정하여 이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인가를 받아 2000.8.1.

자로 실행하였다.

(사) 한편 원고 쌍용화재는 2000.7.18.경 금융감독원의 행정지도에 따라 

2000.8.1.자로 시행되는 보험료 인상율 3.8%와는 달리 개인택시 등 영업용 

자동차보험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제시한 참조순보험료 이상으로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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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추가 인상하여 시행하고자 금융감독원과 협의를 하였으나 금융감독원

은 보험료가 지나치게 큰 폭으로 오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보험

료 인상을 자제하도록 지도하여 결국 당초 금융감독원이 행정지도한 내용

대로 보험료 변경신고를 하였다.

(2) 판 단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2000.1.1.부터 시행된 카르텔정리법 제7조에 

의하여 보험업법 제198조의2의 규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순보험료 및 부

가보험료를 포함한 보험료의 인상은 전적으로 금융감독원의 인가여부에 

달려 있었는데, 보험법 제198조의2가 개정됨에 따라 종전과는 달리 원고들

은 보험개발원이 금융감독원의 인가를 받은 순보험료율을 적용하는 경우

에는 보험업법 제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순보험료의 변경인가를 

받은 것으로 보게 되어 있어 형식적으로 부가보험료는 원고들이 자율적으

로 결정할 수 있게 되었으나, 보험업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가보

험료의 변경에 관하여는 여전히 금융감독원의 인가를 받도록 되어있고, 따

라서 금융감독원은 비록 법령상 보험료 변경과 관련하여 사전협의 또는 

사전승인제도가 규정된 바는 없지만 보험법 제7조 제1항에 근거한 보험료

변경 인가권에 기하여 원고들에 대하여 보험상품의 부가보험요율 변경시 

미리 그 통계의 타당성, 변경 수준의 적정성에 대하여 심사 및 행정지도를 

하여 왔던 점, 보험산업은 다수의 일반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산업

으로서 그 공익적 성격이 강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보험자금 운용은 

금융 및 실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적지 아니하며, 사전에 보험료를 

지급하고 사후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급받게 되므로 보험계약

자 보호를 위하여는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감독이 중요시되는 점 등의 

특수성에 비추어 보면 금융감독원이 보험업법 제7조 제1항 규정의 보험료 

변경에 관한 인가권에 터잡아 보험료의 산정, 인상율, 적용시기 등에 관하

여 이루어지는 폭넓은 행정지도가 위법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보험료

의 구성은 실제로 보험금으로 지급되는 순보험료와 보험회사의 비용에 해

당하는 부가보험료로 구성되는데 부가보험료는 일정한 비율(즉, 예정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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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에 따라 순보험료에 연동되는 성격을 가지므로, 결국 순보험료가 보

험개발원에 의해 제시되는 상황 하에서는 형식적으로 부가보험료가 자유

화되었다고 하여도 여전히 부가보험료는 금융감독원이 인가한 순보험료의 

인상율과 함께 변동할 수 밖에 없는 점, 2000.4.1.자 보험료결정행위를 보

면, 금융감독원이 2000.8.1.자로 책임보험료율 조정이 예정되어 있는 점과 

보험료의 잦은 조정으로 보험계약자의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2000.8.1.까지 부가보험료 자유화조치를 유예하고, 보험개발원이 제

시한 참조순보험료에 이미 정해져 있는 예정사업비율만큼을 부가보험료로 

책정하여 인가 신청하도록 원고들에게 행정지도를 하였던 점, 2000.8.1.자 

보험료결정행위를 보면, 금융감독원은 순보험료의 인상과 관련하여 평균 

5.4%의 인상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가상승 우려 등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제시한 참조순보험료 인상율의 70%인 3.8%만을 반영하

는 것으로 조정하여 신고⦁수리함으로서 순보험료에 관한 행정지도를 하

였고, 원고들이 이와 달리 보험개발원이 제시한 참조순보험료와 다른 것을 

신고하더라도 금융감독원에 의해 인가될 가능성은 없었으며, 일부 손해보

험회사가 참조순보험료 이상으로 보험료를 추가 인상하여 신고하였으나 

금융감독원에 의하여 추가적인 보험료 인상을 자제하도록 지도되어 당초 

행정지도한 참조순보험료 인상율대로 인가되었던 점, 부가보험료에 관하여

도 원고들의 실적사업비율이 예정사업비율을 훨씬 초과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원은 예정사업비율을 초과하는 사업비를 감축하도록 하

여 실질적으로 예정사업비율을 종전과 동일한 비율에 의하도록 지도하였

고, 이에 따라서 예정사업비율을 초과하는 실적사업비율에 따라 부가보험

료를 인상 책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인가하지 아니하겠다는 취지와 또

한 부가보험료를 낮게 책정할 경우에도 보험재정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

하여 금융감독원은 이를 인가해주지 않겠다는 취지를 원고들에게 미리 전

달하여 부가보험료에 대해서도 금융감독원은 기존의 예정사업비율에 따라

서 부가보험료를 책정하도록 행정지도를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

의 이 사건 2000.4.1.자 및 2000.8.1.자 보험료결정행위는 원고들이 보험료 

변경 인가권자인 금융감독원의 위와 같은 행정지도에 따라 순보험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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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사업비율이 결정되어 지고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보험료산정방식에 

의하여 산정된 기본보험료를 결정하여 신고하다보니 위 2000.4.1.자 및 

2000. 8.1.자 기본보험료가 동일하게 유지 또는 인상된 것으로 판단되고, 

여기에 국내 자동차보험시장의 특성과 현황, 자동차보험료의 결정 구조, 

당시 자동차보험료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당시의 경제정책적 배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보험료 인상율이 동일하게 유지 또는 변경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들 사이에 보험료의 유지, 변경에 관한 공동합의

가 있었다고 추정하기에는 거래통념상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결국 

이 사건 보험료의 유지, 변경에 관한 원고들의 합의 추정은 복멸된다고 할 

것이다.

(3) 소결

따라서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에 대

한 이 사건 처분 중 위 2000.4.1.자 및 2000.8.1.자 보험료결정행위가 부당

한 공동행위임을 전제로 한 시정명령 부분 및 그 부분에 해당하는 공표명

령 부분, 그리고 역시 위 2000. 8. 1.자 보험료결정행위가 부당한 것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과징금납부명령(2000. 8. 22.자 과징금 증액처분 포함)은 

모두 위법하다 할 것이다.

  나) 특별할증율 인상 관련

원고들이 1999.11.1.부터 책임이 개시되는 자동차보험 계약분에 관하여 

적용되는 특별할증율의 인상을 결정한 시기가 1999.9.15.부터 1999.10.25.경

으로 원고들 별로 결정시기가 다소 상이하기는 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

로는 이 사건 동일한 특별할증율 인상행위가 부당한 공동행위라는 추정이 

복멸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

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2000.7.15.자 입찰담합 관련

원고들이 위 입찰과 관련된 자료가 부족하여 우연히 종전의 한국전력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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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가 다른 회사에 가입한 차량의 보험료를 파악하여 자기 회사에 가입된 

차량의 보험료와 합산한 금액으로 응찰하게 된 결과, 원고들의 각 입찰가

격이 같게 된 것일 뿐, 원고들이 입찰가격을 동일하게 할 것을 합의한 바

는 없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원고

들은 종전에 수의계약으로 체결되어 왔던 한국전력공사의 업무용 자동차

보험계약방식을 계속 유지하고자 위 2000.7.15.자 입찰실시 전에 개최된 원

고들의 업무부장회의를 통하여 위 자동차보험 입찰가격을 동일하게 기재

하여 입찰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원고들의 주

장도 이유 없다.

 6) 재량권 일탈, 남용 여부(특별할증률 인상행위 및 2000.7.15.자 입찰

담합 관련)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국내 자동차보험시장에서 절대적인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원고들의 이 사건 특별할증률 

인상 및 2000.7.15.자 입찰담합으로 인한 법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위반 

횟수와 그 기간, 실질적인 경쟁제한의 정도, 파급효과 및 강도 외에 위 특

별할증률 인상행위 및 2000.7.15.자 입찰담합행위에 대하여는 과징금납부명

령이 부과되지 아니하였던 사정까지 아울러 참작하여 보면 위 특별할증률 

인상행위 및 2000.7.15.자 입찰담합행위에 대하여 부과된 이 사건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평등의 원칙

에 위배되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도 이유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가운데 시정명령 중 위에서 법 위반행위가 인

정된 특별할증율 인상행위 및 입찰담합행위에 해당하는 “원고들이 공동으

로 ① 1999.11.1.부터 책임이 개시되는 자동차보험 계약분에 대하여 특별할

증율을 변경하고, ② 한국전력공사가 2000.7.15. 실시한 업무용 자동차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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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에 있어 자동차보험료를 합의하여 응찰함으로써 국내 자동차보험시장

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시정을 

명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과 그 초과 부분에 해당하는 공표명령 부분 

및 2000.6.18. 원고에 대하여 한 과징금납부명령(2000.8.22.자 과징금 증액처

분 포함)은 위법하므로 이를 모두 취소할 것인 바,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마. 대법원116)

 1)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2000.4.1.자 보험료결정

(1) 법 제19조 제5항에 따라 공동행위의 합의추정을 받는 사업자들로서는 

외부적으로 드러난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가 실제로는 아무런 합의 없이 각

자의 경영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이루어졌음에도 마침 우연한 일치를 보게 

되는 등 공동행위의 합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거나, 또는 외부적으로 드

러난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가 합의에 따른 공동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수긍

할 수 있는 정황을 입증하여 그 추정을 복멸시킬 수 있다(대판 2003.12. 12, 

2001두5552 등 참조). 

그리고 구 보험업법(2003.5.29. 법률 제689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에 의하면 보험사업자가 보험료산출방법서를 변경하기 위하여는 금

융감독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하고 금융감독위원회가 위 변경을 인

가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금융감독원의 심사를 거치도록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금융감독원장에게 위 변경에 관한 인가권이 있

는 것은 아니지만, 같은 법 제22조와 금감원의 손해보험상품관리규정

(1999.3.12. 개정된 것) 제2조, 제6조, 제7조와 보험상품관리규정(2000.2.25. 

116) 대판 2005.1.28, 2002두12052.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동양화재 등 11인, [피고,

피상고인겸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최근의 주요 판결례 153

개정된 것) 제2조, 제6조, 제12조는 보험사업자가 금융감독원장에게 위 변

경을 신고한 후 소정의 기간 내에 수리가 거부되지 아니하면 인가가 의제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록 법 제63조 제1항이 정한 피고와의 

협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보험사업자의 위 신고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금

융감독원장이 행정지도를 통하여 사실상 보험료결정에 관여하였고 그 결

과 보험료가 동일하게 유지되었다면, 위와 같은 사정은 공동행위의 합의추

정을 복멸시킬 수 있는 정황으로서 참작될 수 있다. 

(2) 원심이 판시한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가 규정한 가격유지행위

로서 법 제19조 제5항에서 규정한 공동행위의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

지만, 한편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와 같이 금융감독원장이 자동차손해배

상보장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2000.8.1.자로 책임보험요율 조정이 예정되어 

있는 점과 보험료의 잦은 조정으로 보험계약자의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2000.8.1.까지 부가보험료 자유화조치를 유예하고 순보험료도 

종전 보험료에 대한 예정손해율(73%)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방침을 정하여, 보

험개발원으로 하여금 위 예정손해율에 해당하는 만큼의 순보험료만을 분리하

도록 하였고 원고들에게는 보험개발원이 제시하는 참조순보험요율에 따른 순

보험료와 종전 예정사업비율에 따른 부가보험료를 책정하여 이를 합산한 금

액을 기본보험료로 신고하도록 행정지도한 사실을 알 수 있으며, 달리 위 행

정지도에 앞서 원고들 사이에 기본보험료에 대한 별도의 합의를 하였다거나 

또는 위 행정지도를 기화로 기본보험료를 동일하게 유지하기로 하는 별도의 

합의를 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원고들의 판시 행위는 원고들 사이의 

의사연락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니 공동행위의 합의가 있었다는 추정

은 복멸되었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금융감독원에 보험료산출방법서 변경에 관한 인가권이 있다고 판시

한 것은 잘못이나 금융감독원장이 행정지도를 통하여 사실상 보험료변경에 

관여하였고 공동행위의 합의가 있었다는 추정이 복멸되었다고 한 증거의 취

사선택과 사실인정 및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및 이유불비, 법률상 추정규정의 성격과 그 추정의 복멸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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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법리오해, 보험료산출방법서 등 변경의 인가권과 행정지도의 적법성에 관

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2000.8.1.자 보험료결정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앞서 본 5개 자동차보험종목의 2000.8.1.자 시행분 

자동차보험료(기본보험료)를 평균 3.8% 수준(원고들별로 평균 3.2 내지 4.3%)

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하여 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신고⦁실행하였고, 피고는 

원고들의 판시 행위에 대하여 각 자동차업무부장에 대한 진술조서와 쌍용화

재 직원 등이 작성한 자동차업무부장회의 결과보고 등에 기하여 원고들 사이

에 가격인상의 합의가 있었다고 보고 법 제19조 제1항을 처분의 근거조항으

로 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등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피고가 합의의 증거로 내세운 위 증거들은 원고들이 금융감독원장

으로부터 물가 및 소비자보호 등을 이유로 부가보험료산정과 관련하여 예정

사업비율을 초과하는 사업비를 감축하라는 행정지도를 받고 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실무자인 자동차업무부장들 사이에 세부적인 사항에 관한 의견을 

교환한 사실을 뒷받침할 뿐 위 행정지도에 앞서 원고들 사이에 위 인상률에 

대한 별도의 합의를 하였다거나 또는 위 행정지도를 기화로 위 인상률을 동

일하게 하기로 하는 별도의 합의를 하였음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한 반면, 기록

에 의하면 금융감독원장은 당초 보험개발원이 원고들의 손해율 등 통계자료

에 기하여 인상요인 5.4%를 반영한 참조순보험요율을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

고, 물가 및 소비자보호 등을 이유로 이를 평균 3.8%로 억제하도록 하였고 

원고들에게도 앞서 본 바와 같은 행정지도를 하여, 원고들은 보험개발원이 재

작성한 평균 3.8% 인상된 참조순보험요율에 회사별 수정계수를 곱하여 순보

험료를 산출하였고 부가보험료는 각 회사의 가입자특성, 판매비, 보험모집원 

수당 등을 반영한 실적사업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한 채 부가보험료자유화 이

전의 예정사업비율에 따른 LCM계수를 적용하여 기본보험료를 평균 3.8% 수

준으로 인상하게 된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결국 원고들의 판시 행위는 공동

행위에 대한 합의의 입증이 부족하여 법 제19조 제1항이 정한 부당한 공동행

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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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피고가 법 제19조 제1항을 처분의 근거조항으로 삼고 있음에도, 

원심이 법 제19조 제5항에 의하여 합의를 추정한 후에 증거에 의하여 그 추

정의 복멸을 인정한 것은 잘못이지만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결론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보험료결정의 원리에 

관한 법리오해나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공동행위의 합의추정 및 그 복멸

에 관한 채증법칙 위반,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없다.

 2)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특별할증률 인상행위 

비록 원고들별로 그 인상을 결정한 시기가 다소 상이하기는 하지만, 원고

들이 1999.11.1.부터 책임이 개시되는 자동차보험 계약분에 대하여 그 책임이 

개시되기 전 1달 여에 걸쳐 특별할증률을 동일하게 인상함으로써 행위가 외

형상 일치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들이 법 제19조 제5항에 의하여 같

은 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가격결정행위를 합의한 것으로 추정되고, 당시 

급증한 교통사고율을 줄이기 위하여 원고들이 아무런 합의 없이 각자의 경영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행위한 결과가 우연히 일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

며, 또한 위 특별할증률의 적용대상이 전체 보험계약자의 5 내지 6%에 불과

한 불량계약자에게 한정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원고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위 

특별할증률이 적용되는 거래분야에서 실질적 경쟁제한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

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이나 공동행위의 합의추정과 그 복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나) 입찰담합행위 

원고들은 한국전력공사가 그 소유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가입을 위하여 

2000.7.15. 실시한 입찰에 있어서 종전에 수의계약으로 체결되어 왔던 한국전

력공사의 업무용 자동차보험계약방식을 유지하고자 위 입찰 실시 전에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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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자동차업무부장회의에서 합의한 바에 따라 종전에 각 회사별로 가입된 차

량의 보험료를 합산한 동일한 금액으로 응찰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위 입찰은 

전적으로 입찰가격에 따라 경쟁이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그 담합은 실질적으

로 경쟁을 제한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은 법 제19조 제1항에 의하여 부당

한 공동행위를 합의한 것으로 인정되며, 원고들 주장과 같이 당시 입찰과 관

련된 자료가 부족하여 종전에 한국전력공사가 다른 회사에 가입한 차량의 보

험료를 파악하여 각자 자기 회사에 가입된 차량의 보험료와 합산한 금액으로 

응찰한 결과가 우연히 일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가 법 제19조 제1항을 처분의 근거조항으로 삼고 있음에도, 원심이 법 

제19조 제5항에 의하여 합의를 추정한 것은 잘못이지만 그 주장을 배척한 결

론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이나 판결에 영향

을 미친 부당한 공동행위의 추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바. 약간의 논의

사실심에서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11개 손보사가 보인 공동

적 양태는 행위의 외형적 일치와 경쟁제한성 요건을 충족시키기에 충분하고 

그 결과 공정거래법 제19조 제5항에 따른 합의의 추정이 일단 이루어진다. 그

러나 2000.4.1.자 그리고 2000.8.1자 보험료 결정에 있어서는 금융감독원의 행

정지도에 따라 11개 손보사들이 수동적으로 보험요율을 결정한 것이었고, 수

차례의 자동차업무부장회의는 대법원의 사실인정에서 보는 바와 같이 행정지

도의 내용을 기계적으로 전달하는 회의였다. 여기에서 법원이 부당공동행위 

추정의 복멸을 인정한 것은 마땅한 일이다. 공정거래법 제19조 제5항의 부당

공동행위의 추정이나 추정의 복멸에 관하여 판례가 전개하는 법리는 우리나

라 특유의 것이다. 그리고 법 제19조 제5항의 제도 운영은 자칫 무리스러울 

수 있는 것인데, 추정 복멸사유의 합리적 인정을 통하여 제도의 경직성을 보

완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 그리고 전문규제당국이 행하는 행정지도의 사실

상의, 그러나 강력한 구속력을 놓고 생각할 때, 사업자들이 행정지도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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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를 공정거래법 제58조 소정의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로 평가하자는 논

의도 상당한 설득력이 있음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 여기에서 사업자들이 행정

지도에 따른 행위와 관련하여 이를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의 반열에 직접 

편입시키지 아니하면서, 결과적으로 구체적 타당성이 있는 결론을 판례가 이

끌어내는 점에 대하여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다. 즉 법원은 감

독관청의 행정지도에 따른 행위를 바로 공정거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법

률에 의한 정당한 행위로 몰아가지 않고, 감독관청의 사실상의 광범위한 행정

지도에 따른 외형적 공동관계에 대하여 법 제19조 제5항에 따른 부당공동행

위의 추정을 일단 복멸시켜 카르텔규제를 피하는 독특한 법리를 전개하고 있

는 것이다. 

또 한가지 첨언한다면, 이 사건에서 금융감독원이 행한 행정지도에 대하여 

뚜렷한 감독법상의 근거가 있었다는 사실이 부각되지 않은 점이 아쉽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사실상의 행정지도”를 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보험

업법 제7조 제2항의 보험료 등의 기초서류에 대한 심사권이 인정되는 사안이

었던 것이다. 요율자유화 그리고 상품자유화를 진척시킨 2003년 보험업법 하

에서도 보험상품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통제권은 여전한 것이고, 사전 신고제

는 물론 사후보고 또는 관련서류의 일괄제출제 하에서도 제도의 운영에 따라

서는 사전인가제와 유사한 감독관행이 얼마든지 형성될 수 있다는 사실을 또

한 간과하기 어렵다.

4. 불공정거래행위 중 부당지원

   - 대판 2006.9.22. 2004두3250

가. 사건의 경과 

 1) 공정위의결 1999.3.9, 99 - 28

   ⦁ 삼성생명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건

   ⦁ 부당지원행위 인정,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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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공정위의결 2002.3.21, 2002 - 065

   ⦁ 법위반사실 공표명령 직권변경에 대한 건

 3) 서울고판 2004.2.5, 99누4596 

   ⦁ 원고 삼성생명보험(주)

   ⦁ 피고 공정거래위원회 

   ⦁ 공정위 의결 취소 : 부당지원행위 부정

 4) 대판 2006.9.22, 2004두3250

   ⦁ 원고 삼성생명보험(주)

   ⦁ 피고 공정거래위원회 

   ⦁ 원심판결 인용

나. 사실관계 및 쟁점

 1) 기초사실

기업집단「삼성」의 계열회사인 삼성생명보험(주)(이하 '삼성생명'이라 한

다)는 친족독립경영회사인 한솔제지(주)(이하 '한솔제지'라 한다) 및 한솔전자

(주)(이하 '한솔전자'라 한다)와 종업원 퇴직보험 또는 근로자저축보험 등의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1997.4.1.∼1998.9.30. 기간 중에 한솔제지와 한솔전

자의 자금지원요청에 따라 , 1997. 3. 25. 한일은행에 특정금전신탁 400억 원

을, 1997. 8. 28. 상업은행에 특정금전신탁 60억 원을 각 예탁하였다. 한일은행

은 예탁된 400억 원의 특정금전신탁자금으로 1997. 7. 1.부터 1998. 9. 25.까지 

한솔제지가 발행한 액면금 400억의 기업어음을 5회에 걸쳐 10.80~10.81%로 

할인율로 매입하였으며, 상업은행은 예탁된 60억 원의 특정금전신탁자금으로 

1997. 8. 28.부터 같은 해 10. 1.까지 한솔전자가 발행한 액면금 60억 원의 기

업어음을 12회에 걸쳐 10.95 ~13.50%의 할인율로 각 매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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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쟁점

부당한 지원행위라 함은 사업자가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

에 대하여 "가지급금⦁대여금⦁인력⦁부동산⦁유가증권⦁무체재산권 등"을 "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법 제23조 제1항 7호)를 말한다. 

이 사건 당사자인 삼성생명(피심인 및 원고)은 기업집단「삼성」의 계열회

사이며, 생명보험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사업자'에 해

당되고, 삼성생명의 지원을 받은 한솔제지 및 한솔전자는 1993.9. 기업집단 삼

성에서 분리된 한솔그룹 산하의 기업으로서 친족독립경영회사이다. 그리고 삼

성생명은 특정금전신탁을 이용하여 위 두 회사의 기업어음을 매입하였다. 즉 

본 사안의 쟁점은 삼성생명의 한솔제지 및 한솔전자에 대한 지원행위를 부당

지원행위로 볼 수 있는가 하는 것으로 첫째, 한솔제지 및 한솔전자가 법 제23

조 제1항 7호상의 '다른 회사'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둘째, 부당성 판단에 

있어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판단기준이 무엇인가 하는 점이 그 중점사항이 

된다.

 3) 관계법령

공정거래법(1999.2.5. 법률 제58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

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7.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대여금⦁인력

⦁부동산⦁유가증권⦁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②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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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

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불공정거래행위의 중지, 

계약조항의 삭제, 법위반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96.12.30., 1999.2.5.>  

제24조의2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각 호의 1의 규정

에 위반하는 불공정거래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

령이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

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55조의3(과징금 부과)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1999. 3. 31. 대통령령 제16621호로 개

정되기 전의 것)

제9조(과징금의 산정방법) ① 법 제6조(과징금) 본문⦁법 제22조(과징

금) 본문⦁법 제24조의2(과징금) 본문⦁법 제28조(과징금)제2항 본문⦁법 

제31조의2(과징금) 본문 및 법 제34조의2(과징금)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

하는 매출액"이라 함은 당해 사업자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

(이하 "과징금부과기준매출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당해 사업연도 

초일 현재 사업을 개시한 지 3년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개시 

후 직전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위반행위일까지

의 매출액을 연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② 기타 과징금부과기준매출액의 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



                                          최근의 주요 판결례 161

원회가 정한다. 

제36조 (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①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1과 같다.

[별표1] 일반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36조 제1항 관련)

10. 부당한 자금⦁자산⦁인력의 지원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7호에서 "부당하게 특수관계

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대여금⦁인력⦁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부당한 자금지원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　대여금 등 자

금을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현저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

사를 지원하는 행위

  나. 부당한 자산지원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부동산⦁유가증권⦁무체

재산권 등 자산을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현저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다. 부당한 인력지원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인력을 현저히 낮거나 높

은 대가로 제공하거나 현저한 규모로 제공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

으로써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제61조(과징금 부과기준)

① 법 제6조(과징금), 법 제17조(과징금), 법 제22조(과징금), 법 제24조의2

(과징금), 법 제28조(과징금), 법 제31조의2(과징금) 및 법 제34조의2(과징금)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종별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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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은 법 제55조의3(과징금 부과)제1항 

각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별표 2]  위반행위의 종별 과징금 부과기준(제61조 제1항 관련)

위반행위 관련 법조문 과징금 부과기준

8. 부당한 

지원행위

법 제23조 제1항 

제7호

지원금액이 산출 

가능한 경우

당해 지원금액 

이내

지원금액이 산출되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

당해 지원성 

거래규모의 

100분의 10 이내

다. 공정위 및 법원의 판단

 1) 공정위 의결 제99-28호

  가) 기업어음의 고가인수를 통한 친족독립경영회사 부당지원행위

(1) 행위사실 

피심인 삼성생명은 1997.4.1.∼1998.9.30. 기간 중에 친족독립경영회사인 한

솔제지의 요청에 따라 1997.3.25. 한일은행에 특정금전신탁 40,000백만원을, 그

리고 친족독립경영회사인 한솔전자의 요청에 따라 1997.8.28. 상업은행에 특정

금전신탁 6,000백만원을 예탁한 사실이 있으며, 이와 같이 예탁한 특정금전신

탁자금으로 아래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7. 3. 25.자로 한일은행에 예

탁한 40,000백만원의 특정금전신탁자금에서는 1997.7.1.부터 신세계종금과 동

부증권의 중개로 한솔제지가 발행한 기업어음 40,000백만원을 5회에 걸쳐 총 

200,000백만원을 10.80∼10.81%로 할인하여 매입한 사실이 있고, 1997.8.28.자

로 상업은행에 예탁한 6,000백만원의 특정금전신탁자금에서는 예탁일부터 직

접 또는 신세계종금 등 2개 종금사의 중개로 한솔전자가 발행한 기업어음 

6,000백만원을 12회에 걸쳐 총 72,000백만원을 10.95∼13.50%로 할인하여 매입

한 사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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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사 특금관
련은행

빌행
금액 기간 일수 할인율(A) 정상할인

율(B)
금리차 

B-A(%P)
지원금

액

한솔
제지
(주)

한일
은행

40,000 97.7.1~
97.10.1 92 10.80 11.90 1.10 110

40,000 97.10.~
97.12.30 90 10.80 13.90 3.10 305

40,000 97.12.3~
98.3.30 90 10.80 35.20 24.40 2,406 

40,000 98.3.30~
98.6.30 92 10.81 23.10 12.29 1,239

40,000 98.6.3~
98.9.25 87 10.81 16.45 5.64 537 

계 200,000 4,597

한솔
전자
(주)

상업
은행

6,000 97.8.2~ 
97.11.27 91 10.95 15.10 4.15 62

6,000 97.11.27~
98.2.26 91 10.95 18.60 7.65 114

6,000 98.2.26~ 
98.5.27 90 13.00 27.50 14.50 214

6,000 98.5.27~ 
98.6.11 15 13.50 22.50 9.00 22

6,000 98.6.11~
98.6.26 15 13.00 20.10 7.10 17

6,000 98.6.26~
98.7.3 7 13.00 19.60 6.60 7

6,000 98.7.3~
98.7.20 17 13.00 19.30 6.30 17

6,000 98.7.20∼
98. 8.3 14 13.00 18.00 5.00 11

6,000 98.8.3~
98. 8.17 14 13.00 17.30 4.30 9

6,000 98.8.17~
98. 9.1 15 13.00 17.00 4.00 9

6,000 98.9.1~
98. 9.15 14 13.00 16.50 3.50 8

6,000 98.9.15~
98.10.1 16 13.00 16.40 3.40 8

계 72,000 498 
합계 272,000 5,095

(2) 삼성생명보험(주)의 기업어음 매입관련 지원금액 산출내역

<표Ⅳ-3> 삼성생명보험(주)의 기업어음 매입관련 지원금액 산출내역117)     

                                                       (단위 :백만 원, %)

117) 정상할인율 

   한솔제지(주) : 동일자 발행(동일자 발행이 없는 경우 유사기간 발행) 타 기관이 

인수한 기업어음 금리 및 유사기간도 없는 경우 1차 내부거래 조사시 삼성증권에

서 작성한 동일등급 기업어음 평균금리 적용                          

   한솔전자(주) : 당좌차월금리 적용[한솔전자(주)는 재무구조가 취약하여 기업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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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판단

(1) 지원행위

(가) 피심인 삼성생명은 상업은행이나 한일은행에 예탁된 특정금전신탁자

금으로 친족독립경영회사인 한솔제지 및 한솔전자가 발행한 기업어음을 매입

할 때에는 그들이 발행한 기업어음의 시장금리보다 1.10∼24.40% 상당의 현

저히 낮은 금리를 적용하여 매입함으로써 한솔제지 및 한솔전자에게 낮은 금

리로 대량의 자금을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음이 인정되고, 

피심인은 IMF구제금융신청 이후 고금리 상황에서도 이들 회사가 발행하는 

기업어음을 현저히 낮은 금리를 적용하여 계속해서 매입해 왔음을 고려하여 

판단해 볼 때, 이 건 피심인의 행위는 친족독립경영회사에게 과다한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한 지원행위로 인정된다. 

(나) 이에 대하여, 피심인은 첫째, 친족독립경영회사인 한솔제지 및 한솔전

자로부터 자금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로부터 보험을 예치

받고 이들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특정금전신탁에 가입하게 된 것으로서, 

이러한 행위는 일반적인 금융거래관행이고 둘째, 은행으로 하여금 특정금전신

탁자금으로 한솔제지 및 한솔전자가 발행한 기업어음을 인수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으며 셋째, 한솔제지 및 한솔전자로부터 보험을 예치하고 이들 회사

에게 자금을 대출해주는 과정에서 손해를 본 바 없으므로 부당지원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피심인의 주장을 차례대로 살펴본다. 먼저 

첫째 이유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심인은 한솔제지 및 한솔전자로부터 보험을 

예치받고 그에 상응한 금액에 상당하는 자금을 신용대출이나 약관대출의 형

태로 직접 대출해 준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건 특정금전신탁을 통한 간접

적 또는 우회적인 대출까지를 포함하여 그 정도의 대출이 일반적인 거래관행

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인정하기 어렵고, 특히 특정금전신탁을 통한 간접적 또

발행 부적격 업체로서 본건 기업어음 이외에는 기업어음 발행실적이 없으므로 한

솔전자(주)의 단기신용도를 반영한 당좌차월금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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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우회적 자금대출은 그것이 외형상으로는 은행이 대출한 것으로 되는 까닭

에 보험회사가 자신들에게 부과된 특정 동일 회사에 대한 대출한도(보험업법 

제1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회사의재산

운용에관한준칙 제7조)를 초과해서 편법적으로 대출해 주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특정금전신탁을 통한 우회적인 저리대출이 

정상적인 거래관행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리고 피심인이 한솔제지 

및 한솔전자에게 이 건 특정금전신탁자금을 통해 간접적으로 대출한 금리 

10.80∼13.50%가 같은 기간중 피심인의 통상적인 금전신탁 운용수익율 13.41

∼15.87%보다 지속적으로 낮았다는 점과 그와 같이 낮은 금리수준으로 특정

금전신탁자금을 통해 간접적으로 대출이 불가피했던 것으로 인정되는 합리적

인 이유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 볼 때, 피심인의 이 건 행위는 정상

적인 거래관행이라고는 볼 수 없고 한솔제지 및 한솔전자에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할 것이다. 다음으로 

둘째 이유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탁의 본질상 수탁자의 자금운용에 관한 위험

부담은 마땅히 위탁자가 지는 것으로서, 신탁업감독규정 제15조와 제19조 및 

피심인과 은행간에 체결한 특정금전신탁계약서 제4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근거해 보더라도 수탁자인 은행의 자금운용에 관한 위험부담은 위탁자인 피

심인이 지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운용지시도 위탁자인 피

심인이 행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행위는 피심인의 

행위로 인정되며, 설령 피심인의 지시없이 은행이 임의로 한솔제지 및 한솔전

자가 발행한 기업어음을 매입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대하여 문제 삼은바 없

으므로 이 건 행위는 피심인의 묵인하에 실시된 것으로서 사실상 피심인이 

은행에게 그 권리를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점과 피심인

이 한편으로는 이 건 특정금전신탁자금이 한솔제지 및 한솔전자에게 간접적

으로 자금을 대출해 주기 위한 것으로서, 자신이 종합수익율을 계산하여 은행

에게 특정금전신탁자금의 운용에 관한 수익율을 정해 주면, 은행은 그 수익율

에 따라 이 자금을 운용하게 된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하면서도, 다른 한편으

로는 은행과 한솔제지 및 한솔전자간에 결정되는 금리는 잘 모르지만 그들간

의 대출금리가 옵션으로 거래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상호 모순되는 주장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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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점, 그리고 피심인과 은행간에 체결된 특정금전신탁계약서와 피심인의 주

장을 종합하여 보면, 은행은 한솔제지나 한솔전자가 발행하는 유가증권을 

피심인이 정해주는 수익율을 적용하여 매입할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에 

은행이 한솔제지 및 한솔전자가 발행한 유가증권, 즉 기업어음이나 회사채 

중 어느 것을 매입하더라도 그 금리차가 현저하기 때문에 지원행위가 성립

하는 것은 마찬가지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 볼 때, 이 건 행위는 피

심인의 행위로 봄이 타당하다. 마지막으로 셋째 이유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심인이 이 건 특정금전신탁자금을 통해 한솔제지 및 한솔전자의 기업어

음을 정상할인율보다 1.10∼24.40%포인트 낮은 할인율로 매입하였으므로 

그만큼 기회비용(이익)을 포기한 것이므로 손해보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

으며, 부당지원행위와 관련해서는 당해 지원행위로 인해 피심인이 직접적

으로 어느정도의 손해를 보았는지의 여부는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심인의 주장은 모두 타당성이 없다 할 것이다.   

(다) 피심인 삼성생명이 위 가.의 행위에 의해 친족독립경영회사인 한솔제

지 및 한솔전자에게 제공한 지원성 거래규모는 272,000백만원이고, 지원금액

은 5,095백만원이며 지원금액의 세부내역은 [앞페이지 표2]와 같다.  

 

(2) 부당성

(가) 한솔제지는 경기침체에 따른 내수부진과 신문발행면수 축소 등으로 

매출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경쟁사업자(한라제지, 신호제지)

의 신규 시장진입으로 인한 경쟁심화로 순이익의 규모가 감소하는 등 경영수

지가 악화되어 투자 및 운용자금의 조달이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었음이 인

정되고, 이러한 상황에서 피심인이 정상할인율보다 현저히 낮은 할인율로 한

솔제지 매출액(1997년 기준)의 17.2%에 달하는 기업어음을 매입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한솔제지의 자금사정이 현저히 개선되고, 이로 인해 경

쟁사업자에 비해 경쟁조건이 유리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당해 시장에서 시

장지배적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유지⦁강화하였거나 유지⦁강화할 우려가 있

다고 판단되므로, 이러한 피심인 삼성생명의 지원행위는 당해 시장에서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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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지원행위라 할 것이다.                

 

(나) 한솔전자는 1997년말 현재 2년 연속적자 및 자본잠식업체로서 외부자

금조달에 제한을 받는 등 재무상황이 어려운 상황에서 피심인이 정상할인율

보다 현저히 낮은 할인율로 한솔전자 매출액(1997년 기준)의 52.3%에 달하는 

기업어음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한솔전자의 자금사정을 

현저히 개선시키는 등 경영여건을 개선시켜 경쟁사업자에 비해 경쟁조건이 

유리하게 되고 나아가서 당해 시장에서의 퇴출이 저해되었거나 저해될 우려

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러한 피심인 삼성생명의 지원행위는 당해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지원행위라 할 것이다.

 2) 공정위 의결 제2002-065호

헌법재판소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7조(시정조치)중 “법위반

사실의 공표”부분을 위헌으로 결정(2001헌바43, 2002.1.31)함에 따라, 서울고등

법원에 불복의 소가 계속중인 사건 및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후 법위반사실의 

공표명령이 이행되지 아니한 사건(본 사건 포함)의 의결서 주문 및 공표문안 

중 법위반사실 공표명령 부분을 위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에 적합한 내용으

로 변경한다. 따라서 이 사건의 의결서 주문 중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을 위반하였다

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로 변경한다.

 3) 서울고등법원118)

  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1) 당사자의 주장

피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사건 처분이 위 처분사유 및 관계법령에 의하여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원고 삼성생명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18) 서울고판 2004. 2. 5, 99누4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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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와 같은 보험회사가 보험을 예치한 경우 보험예치금액에 상응하

는 자금을 신용대출이나 약관대출의 형태로 대여하는 외에 별도로 특정금전

신탁계정을 통하여 보험료의 150% 내지 300%의 범위 내에서 자금을 대출하

여 주는 것은 그 고유한 업무로서 보험업계의 오래된 금융거래관행이다. 원고

는 한솔제지 및 한솔전자가 원고와 종업원 퇴직보험 또는 근로자저축보험 등

의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한솔제지는 1998. 9. 현재 876억 원의, 한솔전자

는 1998. 10. 현재 56억 원의 보험료를 납부하였으므로, 한일은행과 상업은행

에 각 400억 원 및 60억 원의 특정금전신탁에 가입하고, 위 각 은행들은 원고

의 신탁자금으로 한솔제지 등이 발행한 기업어음을 매입하는 방법으로 자금

을 대출하여 준 것인데, 원고는 평소 한솔제지와 한솔전자 이외의 다른 기업

들과의 사이에서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출을 해왔다. 따라서 원고의 위 각 

대출은 법인영업과 관련된 통상적인 영업행위로서 정상적인 대출일 뿐 별도

의 자금지원행위가 아니다.

(나) 또한, 특정금전신탁자금의 구체적 운용은 수탁은행의 재량적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원고가 수탁은행들에 대하여 한솔제지 등의 

기업어음을 매입하도록 지시한 일도 없고, 수탁은행들과 한솔제지 등과의 사

이에 거래된 기업어음의 할인금리의 결정에 원고가 관여한 일도 없으므로, 원

고의 특정금전신탁자금으로 한솔제지 등의 기업어음을 매입하였다고도 할 수 

없다.

(다) 원고는 거래기간 1년 이상의 자금대출시 일반회사채 수익율을 시중실

세금리로 인정하여 대출금리(종합수익율)가 일반회사채 수익율보다 높은 것을 

운용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이 사건에서 원고의 종합수익율은 1997. 12.을 제

외하면 같은 기간 일반회사채 수익률보다 높은 금리였으므로 한솔제지 등이 

원고로부터 자금지원을 받았다고는 볼 수 없으며, 한솔제지 등의 기업어음 정

상할인율을 시장할인율로 산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지원금액의 부당성 여부는 

"한솔제지 등이 발행한 기업어음의 시장금리와 원고의 운용기준인 종합수익



                                          최근의 주요 판결례 169

율과의 차이"에 의하여 산정되어야 한다.

(라) 법 제23조 제1항 제7호의 부당지원행위금지조항에 의하면 지원행위의 

상대방은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로 규정되어 있는바, 여기에서 ‘다른 회

사’라 함은 기업집단 소속회사 즉, 계열회사 및 특수관계인이 지배하는 회사

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1993. 9.에 친족독립경영회사로 인정되어 

기업집단 삼성에서 분리된 한솔그룹 산하의 한솔제지 및 한솔전자는 위 규정

에서 정한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전

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다.

(마) 피고는 한솔제지 등의 기업어음이 발행될 때마다 새로운 거래가 있는 

것처럼 그 때마다 정상할인율에 의하여 지원금액을 산정하였다. 그러나 한솔

제지 등이 발행한 기업어음은 이른바 옵션거래약정으로서 금리변동이 발생되

더라도 당초 약정된 할인율에 의하여 계속하여 어음할인거래를 하는 것이므

로, 형식적으로는 최초에 발행된 기업어음의 만기가 도래되어 다른 기업어음

이 발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동일한 거래이며 기업어음의 발행은 이자를 

선납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2회분 이후의 기업어음거래 당시 

정상금리의 변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지원금액은 최초 거래 당시

의 정상금리와 실제할인율과의 차이에 의하여 산정되어야 한다.

(바) 피고는 이 사건 기업어음거래로 원고로부터 한솔제지가 45억 9,700만 

원, 한솔전자가 4억 9,800만 원의 지원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위 각 지원금

액은 1997년 기준 한솔제지 자산총액의 0.19%, 매출액대비 0.3%에 불과하고, 

한솔전자의 경우 자산총액대비 0.2%, 매출액 대비 0.3%에 불과하므로 이 정

도의 지원금액으로 위 각 회사의 경쟁조건이 유리하게 되어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지원행위라고 볼 수 없다.

(사) 가사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가 부당지원행위라고 하더라도 공표명령

부분은 원고가 그동안 국내외에서의 쌓아온 명예 및 신용에 막대한 타격을 

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는 법 제24조의 “법위반사실의 공표”를 전제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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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서, 헌법재판소가 이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한 이상 새로운 근거규

정이 입법되기 전에는 위와 같은 공표명령을 할 수 없고, 같은 조에 규정된 

“기타 시정에 필요한 조치”라는 것은 과거에 이루어진 구체적인 법위반상태

를 원래의 상태로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의미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 직권변

경된 공표명령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또한, 지원금액의 70%에 이

르는 이 사건 과징금은 원고의 법위반 정도에 비하여 과도한 것이다.

(2) 판 단

(가) 이 사건 공표명령에 관한 주장에 관하여

법위반사실의 공표명령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2002. 1. 31. 선고 

2001헌바43 결정)은, “법위반사실의 공표” 부분이 형사재판이 개시되기도 전

에 ‘법위반사실을 행위자가 스스로 인정하고 이를 공표한다’는 의미로 해석⦁
운영되기 때문에 헌법에 위반되지만, 이와 개념상 구분되는 ‘법위반으로 공정

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는 그 입법목적을 달성하면서

도 행위자에 대한 기본권 침해의 정도를 현저히 감소시키고 재판 후 발생 가

능한 무죄로 인한 혼란과 같은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어 허용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고는 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 불공정거래행위의 중지, 계약조항의 삭제, 정정광고, 법위반사실

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한 법 제24조의 규

정에 비추어 “법위반사실의 공표”는 “기타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예

시라 할 것이므로, “법위반사실의 공표”부분이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하였

다 하더라도 “기타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법위반사실의 공표”와 

성격을 달리하는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와 같은 처분을 하는 것이 배

제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법위반사실의 공표”부분이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하였

다 하더라도 “기타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법위반을 이유로 공정거

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명령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

로(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두617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시정명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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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사실의 공표’명령이 위법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특정금전신탁’ 및 기업어음 매입에 대한 판단

①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 내지 13호증, 갑 제

15 내지 20호증, 갑 제23, 24, 25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이동열의 증언, 이 법

원의 주식회사 한빛은행, 조흥은행 및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

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한솔제지는 1997. 3. 25. 원고와 사이에 200억 원의 직장인저축보험계약

(금리 9.11%)을 체결하고 위 보험료를 납부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예금대출

의 방법으로 한일은행에 400억 원의 특정금전신탁자금을 수익율 11.10%로 예

치하였으며, 한일은행은 같은 날 한솔제지 발행의 400억 원의 기업어음을 

10.81%의 금리(이자 지급방식이 3개월 선취이므로 금리 10.81%를 1년 후취로 

계산하면 실효금리가 11.57%로 된다)로 매입하는 한편, 이와는 별도로 자체자

금 400억 원을 한솔제지에 대출하였다.

㉯ 한솔전자는 1997. 8. 28. 원고와 사이에 30억 원의 직장인저축보험계약

(금리 8.96%)을 체결하고 위 보험료를 납부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예금대출

의 방법으로 상업은행에 60억 원의 특정금전신탁자금을 수익율 11.15%로 예

치하였으며, 상업은행은 같은 날 한솔전자 발행의 60억 원의 기업어음을 

11.05%의 금리(이자 지급방식이 3개월 선취이므로 금리 11.05%를 1년 후취로 

계산하면 실효금리가 11.85%로 된다)로 매입하는 한편, 이와는 별도로 자체자

금 60억 원을 한솔전자에 대출하였다.

㉰ 원고는 이외에도, ⅰ) 1997. 6. 5. 현대강관 주식회사와의 보험거래에 따

라, 조흥은행에 만기 2년의 100억 원의 특정금전신탁자금을 수익율 10.80%로 

예치하고, 조흥은행은 위 신탁자금 100억 원으로 1997. 6. 5.부터 1999. 6. 4.까

지 현대강관 주식회사가 발행한 100억 원의 기업어음을 매입하였고, ⅱ) 1997. 

5. 30. 대우중공업 주식회사와의 보험거래에 따라, 상업은행에 만기 2년의 200

억 원의 특정금전신탁자금을 수익율 11.10%로 예치하고, 상업은행은 위 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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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200억 원으로 1997. 5. 30.부터 1999. 5. 30.까지 대우중공업 주식회사가 

발행한 200억 원의 기업어음을 매입하였고, ⅲ) 1997. 8. 26. 동아건설 주식회

사와의 보험거래에 따라, 상업은행에 185억 원의 특정금전신탁자금을 수익율 

10.63%로 예치하고, 상업은행은 위 신탁자금 185억 원으로 1997. 8. 26.부터 

동아건설 주식회사가 발행한 185억 원의 기업어음을 매입하였고, ⅳ) 1997. 

10. 1. 현대석유화학 주식회사와의 보험거래에 따라, 상업은행에 만기 1년 6월

의 150억 원의 특정금전신탁자금을 수익율 11.31%로 예치하고, 상업은행은 

위 신탁자금 150억 원으로 1997. 10. 1.부터 1999. 3. 31.까지 현대석유화학 주

식회사가 발행한 150억 원의 기업어음을 매입하였고, ⅴ) 1997. 10. 16. 한솔

제지와의 보험거래에 따라, 상업은행에 만기 1년 6월의 200억 원의 특정금전

신탁자금을 수익율 11.50%로 예치하고, 상업은행은 위 신탁자금 200억 원으

로 1997. 10. 16.부터 1999. 4. 15.까지 한솔제지가 발행한 200억 원의 기업어

음을 매입하였다.

㉱ 원고를 비롯한 보험회사들은 평소 법인영업의 차원에서 보험계약자인 

거래업체의 대출요청금액이 고액인 경우 거래업체 및 은행과 협의하여 앞서 

본 특정금전신탁의 방법으로 금전대출을 해왔는데, 위와 같은 특정금전신탁은 

통상 위탁자의 지시에 의해 운용되고 수탁은행의 자금운용에 관한 위험부담 

역시 위탁자가 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고, 그 계약서에는 투자대상에 대

하여 개략적인 지정을 하거나 아무런 지정을 하지 않더라도 실제로 수탁은행

은 향후 특정금전신탁과 같은 거액 자금의 유치를 위하여 원고와 같은 기관

고객의 요구에 따르고 있다.

㉲ 원고는 위와 같은 특정금전신탁자금의 운용에 있어 원고가 단체보험계

약의 체결과 직접대출 및 예금대출의 3가지 거래를 통하여 얻게 되는 이자수

입을 원고가 부담하는 순수한 대출금으로 나누는 방법으로 산정된 이른바 종

합수익율을 기준으로 하고 그 종합수익율이 시중실세금리로 인정되는 일반회

사채 수익율보다 높을 것을 자금운용기준으로 삼아왔는데, 원고와 한솔제지 

및 한솔전자와의 보험계약에 있어서 원고의 종합수익율은 소위 IMF 경제위

기라고 불리는 국가외환위기사태 당시 금리가 급등한 1997. 12. 및 1998. 2.을 

제외하면 일반회사채 수익율보다는 높은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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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위 각 수탁은행들과 한솔제지 등은 위와 같은 특정금전신탁자금

에 기한 대출시 대체로 일정기간 시중의 기업어음 할인율에 변동이 있더라도 

수탁은행이 당초 약정된 할인율로 기업어음을 계속 회전매입하기로 하는 소

위 ‘옵션 CP거래 약정’을 해왔다.

② 판 단

㉮ 위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특정금전신탁은 통상 위탁자의 지시에 

의해 운용될 뿐만 아니라 수탁은행의 자금운용에 관한 위험부담 역시 위탁자

가 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고 원고가 위 은행들에 특정금전신탁자금을 

예탁한 날짜 및 금액과 은행들이 매입한 한솔제지, 한솔전자의 기업어음 회전

기간 및 금액 등이 대부분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여 보면, 원고가 

한일은행과 상업은행에 이 사건 각 특정금전신탁자금을 예탁하고 위 은행들

과 사이에 소위 ‘옵션 CP거래 약정’을 맺어 그들로 하여금 위 특정금전신탁

자금을 원천으로 하여 원고가 지정하는 위 회사들이 발행한 기업어음을 정상

할인율보다 낮은 할인율로 매입하도록 한 사실은 넉넉하게 추단된다고 할 것

이다. 그러나 한편, 부당지원행위는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거래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원고가 단순히 위 각 은행들로 하여금 한솔제지 

및 한솔전자가 발행한 기업어음을 정상할인율보다 낮은 할인율로 매입하도록 

한 사실만으로는 위 각 행위를 부당지원행위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나아가 위

와 같은 행위가 법에 규정된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이를 규제하

는 법의 입법목적과 취지, 거래 당사자의 구체적 의사와 거래내역, 당시의 시

장상황, 거래규모와 거래과정 등의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오로지 특수관계인 

등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가 아니라면 합리적인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라고 볼 수 없을 정도의 현저한 지원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

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그동안 한솔제지 및 한솔전자 이외에도 원고와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한 현대강관 주식회사, 대우중공업 주

식회사, 동아건설 주식회사, 현대석유화학 주식회사 등에 대하여도 한솔제지 

및 한솔전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은행의 특정금전신탁을 통한 대출이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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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록 하는 방식의 이른바 ‘법인영업’을 해온 점, 원고와 같은 보험회사가 보

험계약과 관련된 법인영업의 차원에서 특정금전신탁에 가입하는 경우는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한 특정 회사에 대한 대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보험계약 및 보험료납입과 관련된 수익도 고려하여야 하므로 통상 그 

신탁수익율은 순수하게 자산의 운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비하여 낮게 약

정되는 점, 원고가 위 각 회사에 대한 예금대출을 위하여 금융기관의 특정금

전신탁에 가입하면서 약정한 수익률은 10.63% 내지 11.50%의 수준으로서 이 

사건 한일은행(한솔제지) 및 상업은행(한솔전자)과의 약정수익율 11.10% 및 

11.15%와 별다른 차이가 없는 점, 원고가 은행에 예탁한 특정금전신탁자금으

로 매입된 기업어음의 금리는 신탁수익율에 수수료 등의 가산금리가 더하여

진 것으로서 한솔제지와 한솔전자의 기업어음 매입금리(10.80% 내지 13.50%)

와 기타 다른 회사의 기업어음 매입금리(10.60% 내지 10.88%) 사이에도 큰 

차이가 없고 오히려 한솔제지와 한솔전자의 기업어음 할인율이 다른 회사들

보다 조금 더 높은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원고

가 한일은행 및 상업은행에 예탁한 이 사건 각 특정금전신탁자금을 통하여 

한솔제지 및 한솔전자의 기업어음을 매입한 행위는 비록 그 할인율이 정상할

인율보다 낮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통상적인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한 행

위로서 이로써 위 각 회사를 관련시장에서 현저하게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한 부당지원행위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고, 따라서 원고의 위 각 행위가 법에 

정해진 부당지원행위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위법하다. 

㉯ 피고는 이에 대하여, 보험감독원은 1997. 4. 24. 각 보험회사에 대하여 

자기계열사로부터 거액의 직장인저축보험 등 단체보험계약을 인수한 후 해당 

업체에 대하여 은행, 종금사를 통하여 계약액 이상의 거액대출을 실행하는 방

법으로 행해지는 계열사에 대한 우회대출 등은 보험회사의 외형 및 지급여력

을 크게 왜곡시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금지하는 내용의 지시를 하였는바, 

원고의 이 사건과 같은 은행의 특정금전신탁자금을 통한 우회대출은 위와 같

은 국가의 금융 및 보험정책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서 그 정당성을 인정

받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평소 현대강관 주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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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등 계열사와는 전혀 무관한 다른 회사들에 대하여도 유사한 방법과 조

건으로 은행의 특정금전신탁자금을 통한 우회대출을 해온 점에 비추어 보

면 원고의 한솔제지 및 한솔전자에 대한 이 사건 특정금전신탁자금을 통

한 우회대출이 반드시 보험회사의 외형 및 지급여력을 크게 왜곡시킬 가

능성이 있는 거래라고는 할 수 없을 뿐더러, 가사 원고의 한솔제지와 한솔

전자에 대한 이 사건 특정신탁자금을 통한 우회대출이 보험감독원의 위와 

같은 지시사항에 위반하여 규제대상이 되는 대출행위에 해당된다고 하더

라도, 그것만으로는 위 각 대출행위가 당연히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부

당지원행위에 해당된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주  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99. 3. 9. 전원회의 의결 제99-28호로 한 별지 

제1항, 제3항 기재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2002. 3. 21. 전원회의 의결 

제2002-65호로 한 별지 제2항 기재 공표명령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대법원119)

  가)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에 해당하는지의 판단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

의 차이는 물론 지원성 거래규모와 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지원기간, 

지원횟수, 지원시기, 지원행위 당시 지원객체가 처한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

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급부와 반대급부가 현

119) 대판 2006.9.22, 2004두3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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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히 유리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정상금리라 함은 지원주체와 지

원객체 사이의 자금거래와 시기, 종류, 규모, 기간, 신용상태 등의 면에서 동

일 또는 유사한 상황에서 그 지원객체와 그와 특수관계에 없는 독립된 금융

기관 사이에 자금거래가 이루어졌다면 적용될 금리, 또는 지원주체와 지원객

체 사이의 자금거래와 시기, 종류, 규모, 기간, 신용상태 등의 면에서 동일 또

는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 없는 독립된 자 사이에 자금거래가 이루어졌다

면 적용될 금리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1두

2935 판결, 2006. 2. 10. 선고 2003두15171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① 원고는 1997. 3. 25. 친족독립경영회사

인 한솔제지 주식회사(이하 ‘한솔제지’라 한다)로부터 보험료 200억 원의 직장

인저축보험계약을 유치하고서 한일은행에 특정금전신탁으로 400억 원을 예탁

하고 한일은행으로 하여금 그 예탁된 자금으로 1997. 7. 1.부터 1998. 9. 25.까

지 사이에 한솔제지가 발행한 액면금 400억 원의 기업어음을 5회에 걸쳐 

10.80% 내지 10.81%의 할인율로 매입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한솔제지에 자금

을 대출하여 주었고, 원고는 1997. 8. 28. 역시 친족독립경영회사인 한솔전자 

주식회사(이하 ‘한솔전자’라 한다)로부터 보험료 30억 원의 직장인저축보험계

약을 유치하고서 상업은행에 특정금전신탁으로 60억 원을 예탁하고 상업은행

으로 하여금 그 예탁된 자금으로 1997. 8. 28.부터 1998. 10. 1.까지 사이에 한

솔전자가 발행한 액면금 60억 원의 기업어음을 12회에 걸쳐 10.95% 내지 

13.50%의 할인율로 매입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한솔전자에 자금을 대출하여 

준 사실(이하 원고의 위 수탁 은행들을 통한 위 각 기업어음 매입행위를 합

쳐 ‘이 사건 각 기업어음 매입행위’라 한다), ②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각 

기업어음 매입행위는 특정금전신탁이라는 우회적인 방법으로 한솔제지 및 한

솔전자의 기업어음을 정상할인율보다 1.10% 내지 24.40% 정도 낮은 금리로 

고가매입한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로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부당지원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처

분을 한 사실, ③ 피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기업어음 매입행위가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한솔제지의 경우에는 위 각 

기업어음 발행일 당시 다른 금융기관이 인수한 한솔제지의 기업어음금리,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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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기업어음 발행일 당시 다른 금융기관이 한솔제지의 기업어음을 인수한 바

가 없는 경우 그 유사시점에 다른 금융기관이 인수한 한솔제지의 기업어음금

리, 위 두 경우에 해당하는 기업어음금리가 없는 경우 피고의 이른바 1차 내

부거래 조사시 삼성증권 주식회사에서 작성한 동일 신용등급 기업어음의 평

균금리를 그 판단기준이 되는 정상할인율로, 한솔전자의 경우에는 이 사건 각 

기업어음을 발행할 무렵 다른 기업어음 발행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한솔전자

의 단기 신용도를 반영한 당좌차월금리를 그 판단기준이 되는 정상할인율로 

본 사실, ④ 그런데, 원고를 비롯한 보험회사들은 평소 영업차원에서, 단체보

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한 회사들에 대하여 위에서 본 특정금전신

탁의 방법으로 대출을 해주는 이른바 ‘법인영업’을 영위하여 왔으며, 원고는 

이러한 ‘법인영업’의 일환으로 한솔제지 및 한솔전자의 이 사건 각 기업어음

을 매입하였고, 한솔제지 및 한솔전자 이외에도 이 사건 각 기업어음 매입행

위 무렵인 1997. 6. 5.경부터 1997. 10. 1.경 사이에 현대강관 주식회사, 대우중

공업 주식회사, 동아건설 주식회사, 현대석유화학 주식회사 등(이하 위 4개 

회사를 합쳐 ‘현대강관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보험계약을 유치하고서 조흥은

행 등에 특정금전신탁으로 자금을 예탁하고 그 수탁 은행들로 하여금 그 예

탁된 자금으로 현대강관 등이 발행한 기업어음을 수회에 걸쳐 10.60% 내지 

10.88%의 할인율로 매입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현대강관 등에 자금을 대출하

여 주기도 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법리 및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기업어음 매입행

위는 원고의 이른바 ‘법인영업’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행위로서 한솔제지 및 

한솔전자가 원고와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준 것에 대한 일종의 대가적 성격이 

내포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러한 대가적 성격이 반영되지 아니한 

기업어음금리 등을 정상할인율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이 사건 각 기업어음 

매입행위가 지원객체인 한솔제지 및 한솔전자에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 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각 기업어음 매입행위 무렵에 원고가 특수관계 없는 현대강관 등으로부

터 보험계약을 유치하고서 ‘법인영업’의 일환으로 현대강관 등이 발행한 기업

어음을 매입하면서 적용한 할인율이 이 사건 각 기업어음의 정상할인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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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 근접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할인율이 10.60% 내지 10.88%로서 한솔제

지와 한솔전자의 이 사건 각 기업어음 할인율인 10.80% 내지 13.50%와 비교

하여 큰 차이가 없고 한솔제지와 한솔전자의 기업어음 할인율이 오히려 높은 

점에 비추어 이 사건 각 기업어음 매입행위가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나) 결론

원심의 이유 설시는 일부 적절하지 아니한 점이 있지만 이 사건 각 기업어

음 매입행위가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라고 인정되지 아니한 이상 독점

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부당지원행위에 해당

하지 않는다고 본 결론은 정당하고, 이 사건 각 기업어음 매입행위가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상고이유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

요 없이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라. 약간의 논의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는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대여금⦁인력⦁부동산⦁유가증권⦁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

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

는 행위'를 불공정거래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부당지원행위 금지

조항은 96. 12. 30 개정에서 공정거래법에 도입(아래 표 "법률의 비교"참고)되

었고,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일반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10호 규정의 운영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심사기준을 설정하기 위

하여 1997년「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1996

년 개정이전에도 『대규모기업집단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심사기준』에 

따라 계열회사에 대한 상품⦁용역거래를 통한 부당한 지원행위를 규제하고 

있었지만, 규제의 실효성이 크지 않았으며, 자금 등의 지원행위의 반경쟁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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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가 보다 큰 점을 고려하여 법 제23조 제1항 7호가 새롭게 신설되었다. 또

한 이와 관련한 정보공시 차원에서 2000년 4월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이사

회의결 및 공시제도를 도입하여 현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이 제도의 적

용을 받고 있다120).

이 행위는 다른 나라에서는 찾을 수 없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이다. 다른 

나라에서도 기업집단 계열사 상호간 혹은 자본적이거나 기타의 제휴관계에 들

어서는 기업들 사이의 부당한 이전거래에 대한 통제는 소수주주의 보호, 주주

와 집행임원 사이의 정보비대칭 해소 등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법적 현안이

다. 그러나 이들 이전거래는 기본적으로 회사법적 관심과 통제의 대상에 머무

르고 있고, 상속이나 증여 등의 세법상의 문제를 보통 수반하게 된다. 

우리나라에서도 부당지원행위 일반이 공정거래법의 관심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대규모의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사가 다른 계열사를 지원하는 행위가 

사실상의 표적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의 대표적 관심사의 하나가 경제력집중억

제인 만큼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규제는 공정위의 정책적 노력의 초점이 되어 

왔다.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규제는 우리나라 경쟁정책의 중요한 특징의 하나

라고 할 수 있다121). 내부거래는 기업집단내의 인터널 트랙에 의지하는 영업

정책을 통하여 상품과 자본시장의 불완전성을 극복하여 효율성을 제고하는 수

단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기업집단 내에서의 교차보조와 지원을 통하여 계열회사들에게 경쟁

상의 부당한 우위를 확보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경쟁기업의 도태, 

잠재 경쟁자의 진입저지 등의 경쟁제한적 효과가 수반될 수 있으나, 우리 공

정거래법에서는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를 표적으로 하여 경제력집중억제에 그 

초점이 있다. 여기에서 상품⦁용역 내부거래 보다 지원효과가 더 큰 내부거래 

수단인 자금⦁자산 등의 부당지원행위를 망라하기 위하여122), 1996년 공정거

래법 개정시 부당한 자금⦁자산⦁인력지원행위에 대한 규제근거를 추가하였

다. 이 규정의 신설에 따라 대규모 기업집단 및 공기업집단 등에 대한 대대적

120) 정호열, 앞의 책, 369면.
121) 정호열. 앞의 책, 369면. 
122) 공정위, 1997년 공정거래백서, 16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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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조사가 이루어졌고, 1998년부터 2001년까지의 3년의 기간 동안 10회에 걸

친 조사를 통해 총 3,100억원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하였던 사실에서 이 제

도가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에서 점하는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대규모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하여 피심인 사업자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도록 

촉발한 면도 없지 않고, 결과적으로 경쟁정책이나 경제력집중억제 정책에 대

한 사법심사의 계기를 만든 의미도 적지 않다고 본다. 이 와중에서 서울고등

법원도 부당지원행위에 관한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의 헌법적합성과 

관련하여 위헌제청을 한 바도 있다.123) 그 쟁점은 부당지원행위 규제 자체에 

대한 헌법적합성이 아니라 부당지원행위규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가 이중처벌금지위반, 과잉금지위반 등에 반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으나, 

5대4의 아슬아슬한 평결로 합헌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이 사건의 피심인이자 원고인 삼성생명이 한솔제지 및 한솔전자와 단체보

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금융회사에 예치하고 이를 담보로 특정금전신탁

의 형태로 대출하는 행위는 당시의 보험업계의 영업관행의 하나이지만 이는 

물론 자금지원에 해당된다. 그러나 이 사건의 핵심은 부당성에 관한 판단부분

이다. 공정위는 삼성생명이 한솔제지 및 한솔전자가 발행한 기업어음을 매입

할 때 그들이 발행한 기업어음의 시장금리보다 1.10~24.40% 상당의 현저히 

낮은 금리를 적용하여 매입하였고, 일반적인 금융거래관행이라는 피심인의 주

장에 대하여는 특정금전신탁을 통한 간접적⦁우회적인 대출은 정상적인 거래

관행이라 할 수 없다고 보았다. 또한 피심인이 매입한 한솔제지의 기업어음이 

1997년 당시 한솔제지 매출액의 17.2%에 달하였고, 한솔전자의 경우에는 1997

년 매출액의 52.3%에 달하였으므로, 이는 현저한 규모에 해당한다고 판단하

였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즉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에 해당하

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차이는 물론 지원성 

거래규모와 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지원기간, 지원횟수, 지원시기, 지

원행위 당시 지원객체가 처한 경제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급부와 반대급부가 현저히 유

123) 헌재 2003.7.24, 2001헌가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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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정상금리라 함은 지원주체와 지원객체 

사이의 자금거래와 시기, 종류, 규모, 기간, 신용상태 등의 면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황에서 그 지원객체와 그와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금융시관 사이

에 자금거래가 이루어졌다면 적용될 금리, 또는 지원주체와 지원객체 사이의 

자금거래와 시기, 종류, 규모, 기간, 신용상태 등의 면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 없는 독립된 자 사이에 자금거래가 이루어졌다면 적용될 

금리를 의미한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기업어음 매입행위는 원고의 이

른바 '법인영업'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행위로서 한솔제지 및 한솔전자가 원고

와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준 것에 대한 일종의 대가적 성격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므로, 공정위가 이러한 대가적 성격이 반영되지 않은 기업어음금리 등을 

정상할인율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부당성을 판단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

았다. 즉, 이 사건의 부당성 판단은 원고가 특수관계가 없는 현대강관 등으로

부터 보험계약을 유치하고서 '법인영업'의 일환으로 현대강관 등이 발행한 기

업어음을 매입하면서 적용한 할인율과 이 사건 각 기업어음의 할인율과 비교

하게 된다. 즉 특수관계가 없는 회사의 기업어음을 매입하면서 적용한 할인율

이 10.60~10.88%이며, 한솔제지와 한솔전자의 기업어음 할인율은 

10.80~13.50%로서, 오히려 이 사건 각 기업어음 할인율이 높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삼성생명의 각 기업어음 매입행위가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Ⅴ. 결론

1. 전문규제와 독점규제의 조율

가. 일반적 논의

 1) 공적규제의 네가지 유형

에너지, 통신, 금융 등 대표적 규제산업에 대한 공적규제의 유형은 이를 크

게 네가지로 유형화할 수 있다.

첫째, 기술적 규제의 유형이다. 여기에는 기술정보의 관리, 설비의 기술기

준의 설정, 각종 기자재의 형식승인 등 기술적 호환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제

들이 포함되고, 각종 안전규제와 정보보호 그리고 환경보호에 관한 규제도 여

기에 포섭이 가능하다. 둘째, 경제적 규제가 있다. 여기에는 사업에 대한 허가

와 허가취소, 업무영역의 제한과 겸업의 승인, 합병이나 분할 영업양수도 등 

M&A에 대한 인가, 해산 기타 휴폐업에 대한 인가, 경제력집중의 억제 등이 

포함된다. 셋째, 필수설비의 이용과 관련되는 각종의 규제가 있다. 여기에는 

필수설비접근에 대한 협정의 체결, 변경 또는 폐지에 대한 인가, 공정경쟁저

해행위의 단속, 타사업자의 사업활동방해 금지, 신규진입방해의 금지 등이 포

함된다. 넷째, 경쟁사항에 대한 규제가 있다. 기존의 독점사업자의 독점화행위

의 금지, 경쟁제한적 M&A의 금지, 부당공동행위의 금지, 불공정거래행위 기

타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의 금지 등 현행 공정거래법이 규제하는 

주요 항목이 모두 여기에 포함된다.

 2) 전문규제자와 일반적 경쟁당국

각종 규제산업 부문에 대해서는 사업법 혹은 영업법이 있고, 여기에서 당

해 산업부문에의 진출, 영업수행과 관련한 인허가권과 입법권을 장악하는 주

무관청의 지위가 설정된다. 이들 주무관청은 당해 산업에 대한 전문규제자의 

위치에 서는 반면, 모든 산업분야의 모든 사업자를 관할하는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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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일반적 경쟁당국의 지위를 가진다.

한편 개별 산업법에서 공정거래법의 적용면제를 도입하거나 혹은 공정거래

법 제58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규제산업의 사업자 공정거래법의 일반

적 수범자로서 동법이 정하는 제도들의 일반적 적용을 받는다. 그 결과 경쟁

정책의 기본을 정하는 법제면에 있어서는 고유의 규제법과 공정거래법의 두 

갈래 법이, 그리고 정책시행 면에서는 전문규제당국, 예컨대 산자부장관(전기

위원회)과 공정거래위원회의 두 갈래 규제기관이 서로 경합하는 양상을 빚어

낸다. 양 기관이 중복하여 개입하는 구조는 이중규제의 논란을 낳을 뿐만 아

니라 예민한 정책사항에 대해 두 기관의 판단이 서로 충돌될 가능성도 있다. 

예컨대 합병이나 회사분할 혹은 영업양수에 대한 주무관청의 심의와 인가와 

관련하여 주무관청의 판단과 공정위의 경쟁제한성 판단이 충돌할 수 있고, 주

무관청의 심의와 인가가 당해 기업결합의 합법성을 인증하는 것도 아니다.

나. 전문규제와 독점규제의 특징

첫째, 추구하는 정책적 관점이 다르다. 공정위는 시장기능과 경쟁촉진을 통

해 경제적 효율성과 소비자의 후생증대를 도모한다. 이에 비해 각 산업부문의 

주무관청은 경쟁정책 이외의 각종 산업정책적 관점을 입법 혹은 법집행 차원

에서 반영하게 된다. 특히 당해 산업내의 질서안정, 보편적 역무의 제공(소득

배분 포함)이나 지역적 이해의 반영, 중소기업 보호 등 사회정치적 목표들은 

경쟁촉진을 통한 경제적 효율성을 지도이념으로 하는 일반 경쟁당국에 친근

하지 아니하다. 즉 전문규제기관은 일반경쟁당국에 비해 다양한 목적을 추구

하면서 가치충돌 혹은 목표충돌을 조율하게 된다. 둘째, 개입의 방법과 시점

에서 다르다. 공정위는 독점력 혹은 시장기능을 저해하는 기업들의 행태, 즉 

경쟁제한행위를 소극적으로 또 사후적으로 규제하며, 경쟁당국은 시장에서의 

객관적 법질서, 즉 경쟁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지, 특정한 경쟁자나 구체적 

소비자를 보호하는 기구가 아니다. 이에 반해 전문규제당국은 당해 산업의 고

려를 반영하여 시장기능에 대한 직접적 개입, 즉 가격형성 기타 거래조건의 

통제, 제품이나 용역의 품질에 대한 직접적 통제를 통해 소비자를 보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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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력의 작동을 제약하며, 최근의 무선통신시장에서 보듯이 비대칭적 규제를 

통해 특정사업자를 보호하기도 한다. 또한 경쟁법적 규제는 기업결합에 대한 

규제를 제외하고 사후적, 간헐적인데 반해, 산업규제는 시장진입에 대한 인허

가, 요율표에 대한 사전인가, 거래조건에 대한 사전통제 등에서 보는 바와 같

이 사전적이고 지속적이다.

셋째, 전문성과 정보취득의 범위에서 큰 차이가 있다. 규제당국이 진입규

제, 가격형성통제, 품질관리, 건전성 통제 등을 위해서는 규범적, 경제적 분석

능력은 물론, 기술적 측면과 회계적 측면의 전문성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사

업자의 지속적인 보고와 감시를 통해 재무 및 회계정보 기타 정보를 통람하

는 위치에 서 있다. 이에 반해 일반경쟁당국은 시장구조와 기업행동에 대한 

법경제적 분석과 규범논리적 판단을 중시하며, 사업자에 관한 정보 또한 반경

쟁적 행태가 신고되거나 이를 직권으로 인지하였을 때부터 수집하게 된다. 경

쟁당국은 모든 시장 모든 사업자들 대상으로 보편적 경쟁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지만, 규제당국은 당해 산업의 특수성과 기술적 전문성이 수반되는 사

항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경우가 많다. 그 결과 규제당국의 판단에 대해서는 

사법부가 그 전문성을 인정하고 이를 존중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한편 사

업자와 상시적 접촉과 정보교류 상태에 있는 전문규제자들은 포획(capture)에 

노출될 개연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다. 규제권 조율에 관한 논의

 1) 세가지 유형

비록 일반화의 한계를 안고 있으나, 각종 규제산업의 개편이 진행되는 주

요국에서 규제권의 귀속과 배분에 있어서는 4가지 유형이 거론된다. 기술적규

제에 관해서는 이를 전문규제당국이 관장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고, 

경제적 규제, 필수설비규제, 경쟁적 규제 등의 배분이 문제가 된다. 규제권의 

배분은 당해 산업의 특성과 실정, 규제의 연혁, 규제당국과 경쟁당국의 역학

관계 등에 따라 다르고, 나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첫째는 경쟁당국 주도

형이다. 경쟁당국이 주도권을 장악하여 경제적 규제, 필수설비규제, 경쟁적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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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를 관장하는 유형이다. 이 유형의 장점은 관할권분쟁의 여지가 없으며, 피

규제자에 의한 규제자의 포획의 개연성이 낮으며, 특히 경제적 규제와 경쟁적 

규제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각종 설비에 대한 이용규

제나 가격형성 규제 등은 일반적 경쟁당국에 친숙하지 아니한 면이 있다. 통

신이나 전력분야와 관련하여 뉴질랜드, 호주, 덴마크, 네널란드, 노르웨이 등

이 이 유형에 속한다. 두 번째는 규제권분장형이다. 여기에는 전문규제당국이 

기술적규제와 경제적 규제를 담당하고, 경쟁당국은 필수시설에 대한 접근과 

반경쟁적 행위에 대한 규제 그리고 시장력의 측정 등을 담당하는 경우와 전

문규제당국이 기술적 규제, 경제적 규제, 필수설비규제를 그리고 경쟁당국이 

경쟁적 규제와 시장력측정을 전담하는 세부유형으로 다시 나눌 수 있다. 후자

의 경우는 필수설비에 대한 규제권과 경쟁적 규제를 분리하는 특징이 있다. 

규제권분장형이 가장 일반적이며, 또 기술적 규제와 경제적 규제는 기술적 그

리고 회계적 전문성을 가진 전문규제기관이 담당하는 것이 적절하고 또 산업

정책적 혹은 사회정치적 정책목표를 가진 경우가 많은 경제적 규제사항은 경

제적 효율성을 이념으로 하는 일반 경쟁당국이 관장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면

이 있다.124)

세 번째는 전문규제당국 주도형이다. 이는 전문규제기관이 기술적 규제, 경

제적 규제, 필수설비규제, 경쟁적 규제를 관장하고, 경쟁당국은 경쟁적 규제의 

일부 그리고 시장지배력 측정 만을 담당하는 방식이다. 이는 에너지 및 통신

산업 분야에서 영국이 채택하는 규제체제로서 전문규제자(Office of Gas & 

Electricity Markets)가 경쟁제한성의 심사와 집행에 개입하는 특징이 있고, 결

과적으로 OFT(Office of Fair Trade)의 기능을 한정하는 의미가 있다.125)

124) 규제기관과 일반 경쟁당국이 각각 별도의 법적용을 행하며 관할권충돌 혹은 중

복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공식적인 조정장치를 두지 않은 것이 보통이나, 일본

의 경우 1999년 전기사업법을 개정하여 소매분야까지 부분자유화를 도입한 후 

전문규제기관인 통산산업성이 공정거래위원회와 공동으로 작성한 지침을 발표

한 바 있다.通商産業省⦁公正取引委員會,“適正な電力取引についての指針,” 1999. 
12.20. 

125) 영국의 경우 OFGEM(Office of Gas & Electricity Markets)은 전기사업에 대한 

허가에서 공정경쟁의 조건을 붙여 조건부 허가를 한 후 이 조건의 충족 여부를 

심사함으로써 경쟁법규를 적용해 왔으며, 2000년부터는 OFGEM은 전력시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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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정리

  가) 유형 요약

규제권의 배분과 귀속에 관한 위의 네가지 일반유형 중 현 시점에서 어느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인지는 일반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보편적 역무의 개

념, 중단기적 효율성 분석, 사회정치적 요인, 특히 한국의 노사정책 혹은 고용

정책적 함의 등의 제반사항이 고려되어야 하고, 특히 효율성 차원에서는 당해 

시장의 구조, 경쟁정책 추구의 강도, 시장자유화의 상태 등도 고려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비교법적 검토가 절대적인 시사를 주는 것도 결코 아니다. 예컨대 경쟁당

국주도형이 되기 위해서는 경쟁정책의 다른 산업정책에 대한 우월성에 대한 

인식 위에 경쟁당국이 강력한 규제권한과 전문적 인력을 축적하고 있어야 하

며, 당해 시장이 유효경쟁에 가까운 상태로 전이될 것을 전제로 한다. 

반면에 주무관청 주도형은 종전의 독점상태하의 시장상태에서 취하던 규제

형태이고, 시장의 집중상황을 개선하고 특정 사업자의 지배적 지위를 걷어내

어 규제를 경쟁으로 대체한다는 구조개편에 관한 기본적 정책의지에 부합하

지 않는다. 또한 유형론이 깔고 있는 전제에 대해서도 검토의 여지가 적지 않

다. 예컨대, 경쟁적 규제는 기본적으로 규제대상이 되는 행위의 반경쟁성 혹

은 불공정성을 인한 것이다. 

그러나 유형재화시장에 관한 일반적 척도를 보험금융, 전력, 통신시장 등 

규제분야에 바로 적용하는 것은 기술과 역무제공의 특성, 현재의 시장상황상 

적절하지 아니할 수 있다. 

여기에서 경쟁적규제, 특히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규제를 규제산업 특유

의 행태규제와 일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제로 이원화할 여지도 있다. 

  나) 경쟁사항에 관한 입법정책

결국 경쟁정책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결국 전문규제당국과 경쟁당국이 

행해지는 반경쟁적인 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경쟁법(Competition Act 1998) 적

용상의 권한을 일반 경쟁당국과 공유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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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개입하는 방안과 경쟁당국이 이를 전담하는 방안이 남는다. 현실적으

로도 보험업법 등의 규제산업법의 경쟁관련조항과 공정거래법규의 이중적 규

율상태가 존재하고 있다. 즉 전문규제당국과 공정거래위원회가 규제의 권한을 

공유하고 있으나, 두 기관의 중복규제나 관할권 충돌이나 중복절차의 조율과 

관련하여 일반적 조정장치는 제도화되어 있지 않다. 물론 각종 규제산업법이 

정하는 경쟁관련 규정의 집행과 공정거래법의 중복적 적용은 이를 피하는 것

이 형평면이나 수범자의 법감정 그리고 이중처벌의 금지에 관한 헌법정신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전문규제당국의 시정조치는 그 내용이나 법적 

성질, 제재의 강도 등이 공정거래법의 그것과 대응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주

무감독관청에 의한 단속법위반에 대한 규제로서 이것이 일반경쟁법의 적용을 

일반적으로 배척하는 것으로 입론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곤란한 일이다. 경쟁

적 규제에 관한 한, 특정한 규제산업 분야에서 유효경쟁상태 혹은 이에 가까

운 상태가 이루어졌을 때, 경쟁당국이 이를 궁극적으로 전담하는 것이 경제적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규제기관과 경쟁당국 중 어느 일방이 경쟁적 규제를 전담하고 타방

은 배제되는 상황이 일반적으로 바람직한 것만은 아니다. 금융시장처럼 국민

경제적으로 중요한 시장의 경우 감독의 일원화가 중요한 정책실수로 이어질 

개연성을 높일 수 있고, 실제 우리나라 통신시장에서 SKT와 신세기통신의 기

업결합의 허용126)은 규제기관과 경쟁당국이 중복하여 개입하였음에도 불구하

고 cellular 주파수대의 구조적 독점을 초래한 중대한 정책과오라고 평가되기

도 한다. 그러나 중장기적 입법정책 차원에서는 주무관청과 경쟁당국의 협조

를 전제로 입법정책적인 조율을 통해 규제의 이중성을 조절할 필요가 있고, 

이는 결국 경쟁사항과 관련된 개별 규제법과 하위법령의 입법론으로 귀착하

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입법정책적 판단에서는 일정한 기간을 둔 동적분석

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되어야 한다. 

현시점을 기준으로 한 정적분석에서는 주무관청의 개입이 경제적 규제는 

물론 반경쟁적 행위에 대한 단속과 규제에서 보다 효과적이며 전문성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일정한 기간을 놓고 유효경쟁 또는 이에 가까운 시장상태로 

126) 공정위의결 2000.5.16, 2000-76. 



188 연구보고서 2008-2

변모할 것이라면 경쟁적 규제는 물론 경제적 규제도 이를 경쟁당국의 관할에 

두는 것이 수범자의 계산가능성을 높이고 효율성을 제고할 것이다. 최근 미국

의 Antitrust Modernization Committee는 최근 규제산업의 기업결합 관할권

을 FTC와 DOJ로 집중시키고 있으며, 독일의 경우 에너지산업에 대한 경쟁정

책 시행권을 2007년부터 연방카르텔청이 담당하도록 되었으며, 캐나다와 유럽

연합의 경우 통신분야에 대한 경쟁법적 규제를 강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라. 공정위와 금감위의 업무협력협약

현행법 해석론상으로 두 기관, 즉 전문규제당국과 일반적 경쟁당국의 중복

적 개입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수범자의 법감정, 옥상옥의 규제, 관할권의 다

툼, 이중처벌금지의 헌법정신상 바람직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된다127). 따라

서 법운용면에서 주무관청이 단속규정을 적용하거나 경쟁당국이 일반 경쟁법

을 적용하는 두가지 선택 중 하나에 가능한 한 머물도록 하되, 법집행면에서 

두 기관의 공식적, 비공식적 협조가 전제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차원에서 2007.11.27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위원회 사이에 업무협약이 

체결되었다는 소식은 환영할 충분한 가치가 있다.128) 공정위와 금감위가 소관

법령에 따라 금융회사에 대한 규제를 수행한 결과 두 기관이 규제집행과정에

서 중복적으로 조사⦁제재하는 사례, 예컨대 변동금리부 대출에 고정금리 적

용한 씨티은행에 대하여 금감원에서 2006.6. 기관경고 등의 제재를 가하고 다

시 같은 시기에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한 일이 있었다. 이와 같은 중복조사

와 제재로 금융회사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협의채널을 

통한 협력방안을 논의한 결과 공정위와 금감위 두 기관의 장이 협력협약에 

127) 예컨대 통신사업의 경우 정통부(정책),통신위(경제규제),정보통신윤리위원회

(내용규제) 등이 전기통신사업법 등에 의거하여 각각 규제를 가하게 되고, 방

송의 경우 방송위(정책, 경제, 내용규제), 문광부(방송영상정책), 정통부(방송기

술정책) 등이 방송법 등에 의거하여 개입하게 된다. 결국 통신과 방송 관련정책 

담당부서는 정통부, 방송위, 문광부, 국무조정실 등으로 혼재하고 있으며, 여기

에 공정위가 일반적 경쟁당국으로 독점규제를 가하는 착잡한 구조를 보이게 된다.
128) 공정위, 금융회사에 대한 규제 효율화 방안, 200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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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하기에 이르런 것이다.

위 협약의 내용을 주요 쟁점별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현재 금감위(원)는 금융관련 법령에 따라 공정

위와의 사전협의를 거쳐, 금융회사간 합병 등을 인가하고 있는 바, 공정위는 

합병 등의 경쟁제한성 심사에서 금융산업의 특수성에 대한 금감위의 의견을 

최대한 고려한다. 둘째, 부당공동행위에 대하여는 금감위, 금감원의 행정지도

에 따른 공동행위의 위법성이 논란되어 온 바, 금융회사가 금융감독 당국의 

행정지도의 범위 내에서 개별적으로 행한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위의 시정조

치 대상에서 이를 배제하고, 또 공정위는 행정지도의 존부, 범위, 내용에 대해 

금감위, 금감원의 의견을 최대한 고려하며, 금감위와 금감원은 행정지도시에 

금융회사가 부당공동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지시킨다. 셋째,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는 금감위(원)와 공정위가 일부 불공정 거래행위를 중복적으로 규제한

다. 공정위는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예: 거래상 지위남용 

등)에 초점을 두는 반면, 금융관련법령은 금융수요자 보호를 위해 다양한 형

태의 불공정 거래행위(예: 구속성 예금 강요 등)를 금지하고 있다. 여기에서 

금감위와 공정위는 소관 법령에 따라 사업와 소비자 사이의 불공정거래행위

에 대해 조사, 조치를 하되, 중복조사와 중복제재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금융

회사의 부담을 최소화한다. 구체적으로는 특정 금융회사에 대하여 타 기관의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이에 준하는 사정(예: 임박한 구체적 조사계획 등)이 

있는 경우 당해 사안에 대한 조사절차를 중지하고 조사주체 등에 대하여 실

무협의를 행한다. 그리고 중복제재에 대해서는 타기관에 의한 조치가 완련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중복제재를 가하지 않지만 법령의 취지가 달성되지 않

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실무협의를 통하여 추가제재가 가능하다. 넷째, 부

당표시광고에 대해서는 현재 공정위가 직권으로 조사할 사유가 있는 경우 금

감위 혹은 금감원에 통보하여 처리하되(표시광고법) 공정위는 표시광고에 대

한 신고사건을 접수하여 처리하고 있다. 부당표시광고에 대해서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관한 협조방안을 준용한다. 다섯째, 금융거래약관에 대해서는 현재 금

감위(원)가 금융관련 법령에 따라 금융회사가 신고 또는 보고한 약관(여신전

문금융업법에는 약관 관련 조항이 없어 법개정이 추진 중임)을 심사하고,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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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위는 약관법상 금융약관에 대하여 금감위에 시정조치를 요청하거나 시정조

치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에 대해 협약은 현행 제도를 유지하되 자본시장

통합법의 약관조항(2009년에 시행되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 의

하면 금감위는 금융회사가 신고 또는 보고한 약관을 공정위에 통보하고 공정

위는 금감위 혹은 금감원에 시정조치를 요청하게 됨)의 운영실태를 고려하여 

제도개선 방안을 공동으로 연구하도록 하였다. 

한편 실무협의기구의 구성, 운영에 대해서는 양 기관의 국장급으로 구성하

여 동 협약의 이행과 관련한 협력방안 및 해석과 관련한 이견사항 등을 협의

하고, 중복규제 관련 제도개선사항을 논의하며, 실무협의기구는 분기별 회의

를 원칙으로 하되, 한 기관의 요청에 의해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2. 법상황 요약 및 정책적 제언

가. 개관

보험산업과 관련하여 지난 10년 간의 공정거래법, 금융지주회사법, 자본시

장통법법과 보험업법의 변화를 정리하면, 공정거래법의 보험시장에 대한 전면

적 적용, 지주회사의 해금과 금융지주회사의 도입, 방카슈랑스의 도입, 보험설

계사의 교차모집 허용, 금융보험시장 구획의 완화와 이를 통한 경쟁여건의 촉

진이다. 이러한 제도개편은 보험시장에 대한 경쟁정책의 일반적 시행과 금융

시장의 철저한 할거주의를 완화하여 통합금융129)으로 이행하는 일련의 과정

으로 평가될 수 있지만, 이들 하나 하나가 종래의 보험시장 구조와 경쟁여건

에 대해 근본적인 변화를 내포하는 매우 중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흔히 통합

금융의 경쟁촉진적 기능을 주목하며 장기적으로는 금융소비자의 후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측한다130). 그러나 수십년 간의 철저한 할거주의가 제공해 

129) 주지하다시피 통합금융은 여러 가지 차원을 가진다. 금융시장 자체의 통합, 금융

기관 조직차원에서의 통합, 금융상품 차원의 통합(교차판매, 꾸러미 상품의 개발

과 판매, 다종의 금융상품 자체의 단일적 구성, 교차판매와 수요자접근채널의 통

합과 분산 등)의 차원이 있음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 Berge/Verweire/Carchon, 

Convergence in the Financial Services Industry, Sep. 1999, Part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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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나름대로의 시장질서와 경쟁제한의 안락함 그리고 선단행정과 관치금융 

속에서 축적된 금융관행과 문화가 일거에 친경쟁적으로 바뀌는 것은 기대하

기 어려운 일이고, 오히려 그 이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비용과 갈등이 

주목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동일한 금융산업에 속하면서도 서로 다른 감독

법의 체제가 유지되는 것과 관련하여 보험, 은행, 증권 등의 제 금융분야에서

의 경쟁조건의 균등성, 다시 말해, 금융영역의 허물기가 진행되는 오늘날 보

험회사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다른 금융사업자와 동일한 사업조건이 부여되

어야 한다. 또한 우체국보험이나 농협공제 등 유사보험에 대한 규범적 환경의 

통합과 공정한 경쟁질서의 확보 또한 중요한 보험시장내의 경쟁정책의 초점

의 하나가 될 수 있다.

나. 규제산업에 대한 공정위의 법집행의 강화

우리나라 보험시장의 구조나 보험상품의 특성을 살펴 볼 때, 공정거래법의 

독점금지와 관련된 제도, 즉 시장지배적 지위남용과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그

리고 카르텔금지조항 등은 물론이고, 보험사업자의 경쟁행태를 규제하기 위한 

공정거래법상의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조항이나 부정경쟁방지법 등의 적용을 

유보해야될 구조적 사정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이미 우리나라 보험시장에서는 

‘상당히 많은 수’의 또 ‘경쟁상 유의의한’ 사업자들이 생존을 건 경쟁을 벌이

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보험시장 내에서의 독점력 남용이나 반시

장적 담합이나 불공정거래관행 등은 공정거래법이 없다면 보험업법에 의거하

여 보험감독관청에 의해서라도 규제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 수년간 공정거래위원회의 법집행은 규제산업에 있어서의 카르텔규제 

부분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여 왔고, 지난 5월의 손해보험사업자에 대한 500억

의 과징금 부과처분이나 현재 진행중인 생보업계에 대한 공정위의 심결절차

도 이러한 큰 흐름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장기간의 담합에 대한 공정

130) Group of Ten, Report on Consolidation in the Financial Sector, Jan. 2001, 

p.265, p.275; Berge/Verweire/Carchon, Convergence in the Financial Services 

Industry, p.59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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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규제의지가 강하게 드러나고 있다. 예컨대 금년 들어 세제 4개사의 8년 

4개월에 걸친 담합에 대한 410억원 과징금부과, 가루 8개사의 6년 2개월에 

걸친 담합에 대한 434억원의 과징금 부과, 합성수지 10개사의 11년 1개월에 

걸친 담합에 대한 1,051억원의 과징금 부과처분, 그리고 설탕 3개사의 경우에

는 14년 9개월의 과징금부과기간이 산출되어 511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바 

있다131). 그러나 미국의 맥캐런-퍼거슨법의 제정경과에서 살펴 보았듯이, 필요

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공동의 요율표 사용이라든가 공동의 조사연구 등의 

보험사업자 상호간의 공동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의 적용에 대해 입법정책적 

배려가 필요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는 신중하고 정치한 비교법적 검토를 바

탕으로 보험업법 내의 상호협정 규정을 포함한 입법정책적 논의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다. 보험업법 제125조의 상호협정 규정 보완

공정거래법 제58조는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법의 적

용을 면제하고 있는 바, 이의 대표적 사례로서 보험업법 제125조의 금감위의 

인가를 받은 보험사업자 사이의 상호협정이 거론된다. 즉 보험업법 제125조의 

보험회사의 업무에 관한 상호협정으로서 금감위의 인가를 얻은 것은 기본적

으로 위법성 조각되는 것으로 되어, 보험회사들 사이의 공동적 영업관행이 보

험업법 제125조를 배경으로 무제한으로 허용될 수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그러나 보험업법 제125조 소정의 ‘업무’에 대한 법원의 구체적 해석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다시 보험업계의 공정경쟁질서유지에 관한 협정과 시행세칙의 

예에서 보듯이, 금감위의 인가를 얻은 본 협정을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시행세칙에서 규율하는 사항도 법령에 의한 ‘정당한 행위’의 범주 안에 들어

가는지 여부도 비판적으로 검토될 것이다. 

우리나라 보험업법 제125조의 상호협정의 인가제도는 내각총리대신의 승인

을 얻도록 하는 일본 보험업법의 상호협정에 대한 규제와 비교할 때에도 보

131) 박성엽, 장기담합에 포괄일죄 개념을 도입함에 있어서의 몇가지 고려사항, 한국

경쟁포럼 2007.12.6 발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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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인가의 요건이나 대상 등에 대해 보다 구체화된 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

된다. 상호협정 인가제에 대한 보완에 그칠 것인가 혹은 위험의 집적, 분산과 

전이(pooling and spreading of risks)를 핵으로 하는 특정한 보험사업자의 공

동관계 혹은 공동적 영업행태에 대하여 정면으로 적용면제를 도입할것인지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일에 있어서는 맥캐런-퍼거슨법하에

서 주의 보험규제가 이루어지는 사항으로서 보험사업(business of insurance)

에 해당되는 관행을 구체적으로 또 개별적으로 점검하면서, 맥캐런-퍼거슨법

의 폐지를 선호하거나 이의 유지를 원하는 보험시장내의 상충하는 논의를 배

경으로 동법에 대한 연방의회의 동향을 면 하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된다. 또한 유럽연합의 보험시장에 대한 적용면제의 구체적 요목과 전체적 동

향도 비교법적 차원에서 더불어 검토할 필요가 있다.

라. 금감위와 공정위의 관할권 조율

보험거래 혹은 보험산업에 대해 공정거래법의 적용에 있어 가장 큰 정서적 

문제는 역시 보험업법에 의거한 보험감독관청(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의 감독권과 공정거래법에 의거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병행적 규제라고 할 것

이다. 연방 독금법의 관할권과 주의 감독권의 충돌이 가장 큰 문제로 된 미국

의 예에서도 이 점은 분명하고, 맥캐런-퍼거슨법도 주의 감독이 이루어지는 

범위내에서 연방 독금법의 적용을 유보하여 병행적 규제를 피하고 있는 것이

다. 그리고 연방국가인 미국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연방과 주의 관할

권 다툼은 없으나, 금융당국으로서 전문규제감독권을 행사하는 금감위의 견해

와 일반적 경쟁당국으로서 공정위의 판단이 대립하는 경우도 얼마든지 생각

할 수 있다.

우선 동일 혹은 유사사안에 대한 공정거래법과 보험업법의 이중적 규율상

태에 대한 입법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 여기에는 독점규제적 취지를 가지는 

보험업법 안팎의 관련규정을 몇가지 열거하면, 우선 보험계약 체결 또는 모집

에 관해 광범한 행위제한을 가하는 보험업법 제97조 등은 막연하게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보험사업자 상호간의 가격경쟁을 제한하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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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이 존재할 수 있다. 또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보험거래에 관

한 일반적 적용과 관련하여 ‘보험상품에 관한 표시광고에 관한 공정거래지침’ 

이 운용되는 점을 고려할 때, 보험안내자료에 관한 보험업법 제95조에 의거한 

보험감독이나 보험업법 제124조 등에 의한 자율규제로서 비교공시 제도도 이

중적일 수 있다. 사업자는 보험감독관청과 공정위의 이중적 통제를 받는 것이

다. 셋째 보험업법 제127조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에 대한 신고나 제출 등의 

통제를 가하는 보험약관(기초서류의 하나로서 보험사업 허가시 첨부됨)에 대

해 다시 공정위가 일반적으로 개입하는 상황도 다시 검토할 여지가 있다. 약

관 일반에 대한 인가제를 폐지하고 금감위에 대한 신고나 제출절차로 갈음하

는 상황에서 약관을 이용한 사거래에 대해 경쟁당국이 행정적으로 다시 개입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재고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된다. 독일의 경우는 거래의 

불공정경쟁의 문제나 약관문제에 대해서는 사인간의 사법절차(司法節次)에 의

한 권리투쟁에 맡기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그리고 법집행과 관련하여 지난 

11월 21일 금감위와 공정위가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 협정의 시행을 통하여 보업업법과 공정거래법의 집행상의 이중

절차의 문제를 해소하는 관행이 형성되기를 기대한다. 

마. 감독행정과 경쟁제한의 문제

현재 우리나라 보험산업을 둘러싼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보험업법에 

의한 전문규제당국의 지나친 규제와 간섭이라고 생각된다. 즉 보험업법을 배

경으로 한 감독관청의 전면적인 간섭과 선단행정의 결과로 보험사업자 사이

의 자유로운 경쟁이 제한되어 보험소비자의 후생이 근본적으로 침해되고 있

고, 시장기능을 통한 사업자의 자연스러운 퇴출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결

국 보험소비자의 후생증대를 위해서는 자유로운 가격경쟁, 특히 부가보험료 

삭감경쟁을 통한 보험시장의 선진화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공정거래법의 

적용은 강화하되 반대로 보험업법에 의거한 감독 내지 규제는 이에 상응하여 

완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132). 그러나 이는 보험감독의 필요성을 부인하

132) 원래 독점금지법의 적용은 공적 간섭이 없는 유효경쟁 내지 가쟁경쟁시장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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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은 결코 아니라 지나친 정부간섭과 개입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다. 한

국 특유의 경쟁문화 혹은 보험경영행태 하에서 영업허가 기타 감독을 통하여 

과당경쟁의 요인을 근원적으로 막고 상당한 수의 견실한 사업자가 경합할 수 

있도록 하거나 보험사업의 건전성유지를 위한 감독이나 소비자가 양질의 보

험사업자와 보험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진실한 정보공시를 하도록 유도하

는 것 등은 보험사업의 내막과 실정을 잘 아는 감독관청의 기본적 사명이기 

때문이다.

제로 한 것이고, 요율규제나 체약강제 등의 공적 규제(public regulation)는 대체

로 공공서비스 등 공적인 독점사업에 대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서로 대척적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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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호 선진보험그룹 글로벌화 추세와 시사점 / 안철경, 오승철 2006.12

 23호
미국과 영국의 손해보험 직판시장 동향분석 및 시사점 / 안철경, 기승

도 2007.7

  24호
보험회사의 자본비용 추정과 활용: 손해보험회사를 중심으로 / 이경희 
2007.7

  25호 영국손해보험의 행위규제 적용과 영향 / 이기형, 박정희 2007.9

  26호 퇴직연금 중심의 근로자 노후소득보장 과제 / 류건식, 김동겸 20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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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EO Report

2000-1
일본 제일화재의 파산에 따른 국내 손보산업에의 시사점 / 양성문, 김혜성 

2000. 5 

2000-2
일본 제백생명의 파산에 따른 국내 생보산업에의 시사점 / 보험연구소 

2000. 6 

2000-3 최근 금융시장 불안과 보험회사 자산운용 개선방안/김재현 2000. 10

2000-4 보험회사의 보험사기 적발 및 방지활동과 기대효과 / 안철경 2000. 11 

2001-1 부동산권리보험 도입현황과 시사점 / 신문식, 권순일 2001. 8

2001-2 자동차보험 가격경쟁 동향과 향후과제 / 서영길, 기승도 2001. 8

2001-3 일반 손해보험 가격자유화 추진 경과와 향후 과제 / 이희춘, 문성연 2001. 10

2002-1 금융재보험의 도입과 향후과제 / 보험연구소 2002. 4

2002-2 PL법 시행에 따른 PL보험 시장전망과 선진사례 시사점 / 손해보험본부 2002. 6

 2002-3 종신보험상품의 예상 리스크 및 시사점 / 생명보험본부 2002. 6

 2002-4 주 5일 근무제와 자동차보험 / 자동차보험본부 2002. 9

 2002-5 CI(Critical Illness)보험의 개발과 향후 운영방안 / 생명보험본부 2002. 10

 2002-6 자동차보험시장 동향 및 전망 / 자동차보험본부 2002. 10

 2003-1 장기손해보험 상품운용전략 / 장기손해보험팀 2003. 2

 2003-2 2003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동향분석팀 2003. 3

2003-3 인구의 노령화와 민영보험의 대응 / 오영수 2003. 6

2003-4 국가재해관리시스템 개편에 따른 보험제도 운영방향 / 손해보험본부 2003. 7

2003-5 생명보험산업에서의 경험통계 활용방안 / 생명보험본부 2003. 7

2003-6 OECD의 기업연금 재정안정화 논의와 시사점 / 동향분석팀 2003. 8

 2003-7 퇴직연금시장 전망과 보험회사의 대응과제 /  류건식, 남효성, 박홍민 2003. 12 

 2004-1 자동차보험 예정기초율 연구 및 전략적 시사점 /자동차보험본부  200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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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2 보험회사의 방카슈랑스 제휴 성공전략 / 연구조정실 2004. 2

 2004-3 보험부채의 공정가치 평가와 향후과제 /  생명보험본부 2004. 2

 2004-4
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원인 분석 및 전략적 시사점 / 자동차보험본부 

2004. 2

 2004-5 생명보험가입자의 사망원인 분석 및 시사점 / 생명보험본부 2004. 3

 2004-6 역모기지 ( Reverse Mortgage) 시장전망 및 대응방안 /생명보험본부 2004. 3

 2004-7 자동차 보험 관련 법령 개정 동향 및 시사점 /자동차보험본부 2004. 4

 2004-8 EU 지급여력제도 개선추세 및 시사점 / 생명보험본부 2004. 6

 2004-9 퇴직연금시대 도래와 보험회사의 진입전략 / 보험연구소 2004. 7 

 2004-10 자동차보험 관련 법령 개정 동향 및 시사점 / 자동차보험본부 2004. 4

 2004-11 손보사의 자연재해보험시장의 참여전략 /손해보험본부 2004. 9 

 2004-12 
국제보험회계기준에 대한 해외보험사 CEO들의 인식과 시사점 / 보험연구

소 2004. 10

 2004-13 자동차보험시장 동향 및 전망 /자동차보험본부 2004. 11

 2004-14 적재물배상책임보험 도입과 향후과제 /손해보험본부 2004. 12

 2005-1 생명보험 계약자 속성분석 및 시사점 / 생명보험본부 2005. 3 

 2005-2 민영건강보험의 리스크관리 방안 / 보험연구소 2005. 4

 2005-3 차명모델별 자동차보험료 차등화 도입방안 / 자동차보험본부 2005. 3 

 2005-4 FY2005 수입보험료 전망 / 보험연구소 2005. 6

 2005-5
최근 환경변화에 대응한 합리적인 차량수리비 관리방안 / 자동차기술연구

소 2005. 7

 2005-6 자연재해 리스크 관리와 CAT 모델 / 손해보험본부 2005. 7

 2005-7 교통사고 발생추이 및 감소방안 / 자동차보험본부 2005. 7

 2005-8
국가 암조기검진 사업 및 국민건강보험 확대에 따른 암보험 대응방안 / 보
험연구소 200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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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1 생보사 개인연금보험 생존리스크 분석 및 시사점 / 생명보험본부 2006. 1

 2006-2 보험회사의 퇴직연금 운용전략 / 보험연구소 2006.1

 2006-3 생보사 FY2006 손익 전망 및 분석 / 생명보험본부 2006.2

 2006-4 의무보험제도의 현황과 과제 / 손해보험본부 2006.2

 2006-5 자동차보험 지급준비금 분석 및 과제 / 자동차보험본부 2006.3

 2006-6 보험사기 관리실태와 대응전략 / 정보통계본부 2006.3

 2006-7 자동차보험 의료비 지급 적정화 방안 / 자동차보험본부 2006.3

 2006-8 자동차보험시장 동향 및 전망 / 자동차보험본부 2006.4

 2006-9 날씨위험에 대한 손해보험회사의 역할 강화 방안 / 손해보험본부 2006.4

 2006-10 장기손해보험 상품운용전략 -손익관리를 중심으로- / 손해보험본부 2006.5

 2006-11 자동차 중고부품 활성화 방안 / 자동차기술연구소 2006.5

 2006-12 장기간병보험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상품개발 방향 / 보험연구소 2006.6

 2006-13 보험산업 소액지급결제시스템 참여방안 / 보험연구소 2006.7

 2006-14 생명보험 가입형태별 위험수준 분석 / 리스크⦁통계관리실 2006.8

 2006-15 ⌜민영의료보험법⌟ 제정(안)에 대한 검토 / 보험연구소 2006.9

 2006-16 모기지보험의 시장규모 및 운영방안 / 손해보험본부 2006.9

 2006-17 생명보험 상품별 가입 현황 분석 / 생명보험본부 2006.10

 2006-18 자동차보험 온라인시장의 성장 및 시사점 / 자동차보험본부 2006.10

 2007-1 퇴직연금제 시행 1년 평가 및 보험회사 대응과제 / 보험연구소 2007.4

 2007-2
외국의 협력정비공장제도 운영현황과 전략적 시사점 / 자동차기술연구소 

20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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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간

   ○ 보험통계월보

  ■ 계간

   ○ 보험동향

   ○ 보험개발연구

  ■ 연간

   ○ 보험통계연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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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및 제공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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