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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전동킥보드의 법적 성격과 규제 방향
: 사고책임 및 보험의 관점을 중심으로

황현아 연구위원

포커스

2019.10.2.

 전동킥보드 이용이 확산됨에 따라 사고도 증가하고 있으나, 관련 규제가 아직 완비되지 않아 전동킥보드 

운행방법, 안전기준, 사고 시 책임 소재 및 보험 처리 등에 관한 다양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전동킥보드 관련 쟁점은 운행방법, 안전기준, 사고책임 및 보험의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 자동차관리법상 ‘이륜자동차’(단, 최고속도 25km/h 

이하인 경우 사용신고 대상에서 제외)에 해당함

• 사고책임 및 보험과 관련해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 적용 여부가 문제되는데, 해석상 

불분명한 점이 있으나, 현재는 자배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운행이 이루어지고 있음

 독일은 전동킥보드 등 퍼스널 모빌리티 관련 특별 규정인 eKFV를 시행하여 전동킥보드의 운행방법을 

자전거와 유사하게 규제하되 안전기준 및 보험 등은 자동차와 동일하게 규제하고 있음

• eKFV는 최고속도 6km/h 이상 20km/h 이하인 전동킥보드 등에 대해서는 운전면허를 요구하지 않고, 

자전거 도로 통행을 허용하는 등 운행방법 측면에서는 자전거와 유사하게 규제함

• 안전기준 및 보험 측면에서는 전동킥보드 등을 자동차의 일종으로 보아, 별도의 특칙이 없는 한 자동차

에 관한 기존 규제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자동차보험(대인･대물배상)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함

• eKFV 시행에 따라 독일의 보험회사들은 기존 자동차보험에 준하는 담보로 구성된 전동킥보드 전용 

보험을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음

 전동킥보드의 교통수단으로서의 기능과 보행자 등 제3자 및 전동킥보드 운전자 보호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전동킥보드 사고책임 및 보험에 대해 보다 적극적이고 신속한 제도 마련이 필요함

• 전동킥보드 이용이 확산됨에 따라 사고 발생 위험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전동킥보드 운전자 

및 다른 교통참여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신속한 제도 정비가 필요함

• 구체적 방안으로는 (ⅰ) 전동킥보드에 자동차 사고책임 및 보험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 (ⅱ) 별도 특별법

을 도입하는 방안(예: 온디맨드형 운전자보험 의무화 등) 등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임

• 전동킥보드의 특성, 자동차와의 유사점 및 차이점 등을 고려하여 전동킥보드에 적합한 사고책임 및 보험 

제도를 마련한다면 퍼스널 모빌리티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도 제고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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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토배경

 최근 전동킥보드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관련 사고 건수가 증가하고 사고의 형태도 다양해지고 있음

 전동킥보드 등 퍼스널 모빌리티1)가 가해자인 교통사고는 2017년 117건에서 2018년 225건으로 92% 

증가하였음2)

 도입 초기에는 전동킥보드 운전자의 사망･상해가 주로 문제되었으나, 2018년 국내에서 첫 보행자 사망 

사례가 발생하였고,3) 최근에는 전동킥보드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다가 연쇄추돌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

주한 사례4)가 사회적 문제가 되는 등 사고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음

 독일 등 주요국들은 전동킥보드 규제방안을 마련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전동킥보드 규제방안을 논의 중임

 독일은 2019년 6월 15일 전동킥보드의 안전기준, 운행방법, 보험가입의무 등을 정한 eKFV를 시행하였

고,5) 그 밖의 주요국들도 전동킥보드 규제 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임6)7)

 우리나라도 2019년 3월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제5차 규제･제도 혁신 해커톤 회의에서 전동킥

보드 관련 규제 그레이존 해소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음8)

- 위 회의에서는 (ⅰ) 25km/h 이하인 개인형 이동수단의 자전거도로 주행을 허용하고, (ⅱ) 개인형 이

동수단의 통행방법과 규제는 전기자전거에 준하여 실시하며, (ⅲ) 장기적으로 다양한 모빌리티가 공

1) 퍼스널 모빌리티(Personal Mobility: PM)는 주로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1~2인승 이동수단을 의미함. 현재까지 PM에 대
한 법적 정의는 마련되어 있지 않으나, 2019년 2월 발의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8597)은 
개인형 이동수단을 ‘전기를 동력으로 하여 1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차로서, 시속 25km 이상에서는 전동
기가 작동하지 않고 자체중량이 30kg 미만이며,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성능을 갖출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음. 한편, 산업계에서는 “전동휠체어와 초소형전기차를 제외한 1인용 전동 이동수단”으로 정의하고, 자이로타입 휠, 전동
스케이트보드,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전동스쿠터로 분류하고 있음(신희철 외(2017), 『마이크로모빌리티 교통정책지원사
업』, 연구보고서, 한국교통연구원, pp. 10~11, p. 119)

2) 중앙일보(2019. 4. 28), “길 걷다 전동킥보드 ‘쾅’･･･1년 새 85%나 늘었다”
3) 중앙일보(2018. 10. 12), “전동킥보드에 치인 보행자 첫 사망... 지난해 사고만 117건”
4) 조선일보(2019. 8. 24), “경찰, ‘한남대교 킥라니’ 체포...약속시간 늦어 무단횡단했다”
5) Verordnung über die Teilnahme von Elektrokleinstfahrzeugen am Straßenverkehr (Elektrokleinstfahrzeuge 

-Verordnung – eKFV). 위 규정의 구체적 내용은 해당 부분에서 살펴봄
6) The telegraph(2019. 8. 12), “Electric scooter victims to sue Paris authorities as they demand end to anarchy 

in the streets”, (https://www.telegraph.co.uk/news/2019/08/12/electric-scooter-victims-sue-paris-authorities-demand- 
end-anarchy/ 2019. 9. 24 최종방문); 日本経済新聞(2019. 6. 23.), “ 「ラスト1マイル」 先着争い　電動キックボード上陸”

   (https://www.nikkei.com/article/DGXMZO46399700R20C19A6X13000/ 2019. 9. 24 최종방문)
7) 그 밖의 주요국의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법･제도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신희철 외(2017), 『마이크로모빌리티 교통정책지원

사업』, 연구보고서, 한국교통연구원, pp. 25~44를 참조 바람
8) 4차산업혁명위원회 보도자료(2019. 3. 18) “개인형 이동수단의 규제 그레이존 해소, 식품의 기능성 규제 혁신을 통한 식품

산업 활성화 방안 논의” - 4차산업혁명위, 제5차 규제･제도 혁신 해커톤 개최 -, pp.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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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할 수 있는 도시계획 및 도로환경 조성에 노력하기로 합의함

- 위 합의에 따라 현재 일부 지역에서 전동킥보드의 자전거 도로 주행이 허용되고 있고,9) 국토교통부는 

운행안전기준 등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임10)

 본 보고서에서는 현행법상 전동킥보드의 법적 성격을 검토하고, 독일의 eKFV 내용을 살펴본 후, 교통사고 발생 

시 사고책임 및 보험의 관점에서 전동킥보드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2. 전동킥보드의 법적 성격

 전동킥보드의 법적 성격은 운행방법, 안전기준, 사고책임 및 보험의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음

 전동킥보드 등 퍼스널 모빌리티는 도입 초기에는 주로 레저용으로 이용되었으나,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가 

확산됨에 따라 점차 교통수단으로 변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전동킥보드는 미래형 교통플랫폼인 MaaS(Mobility as a Service)의 한 축을 구성하는 것으로 평가

되고 있음11)

 따라서, 교통수단에 관한 법령인 도로교통법(운행방법), 자동차관리법(안전기준), 자배법(사고책임 및 보

험)상 전동킥보드의 법적 성격을 확정할 필요가 있음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고, 전동킥보드 운전자는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상 각종 

규제에 대하여 자동차 및 오토바이 운전자와 동일한 의무를 부담함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12)에 해당하여, ‘자동차 등’13)의 통행방법을 따라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도로에서만 통행 가능하고, 인도나 자전거 도로에서는 통행이 불가능함

9) 한국경제(2019. 7. 10), “동탄･시흥 일대 자전거도로 ‘공유 전동킥보드’ 달린다”
10) 국토교통부는 “개인형 이동수단 활성화 및 안전에 관한 연구”라는 주제로 연구용역을 발주하여,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실태 조사, 주행안전

기준(안) 제시, 활성화 방안, 제도화 방안 등을 연구할 계획임을 밝힘(http://www.molit.go.kr/USR/tender/m_83/mng.jsp?ID=28571, 
2019. 9. 24 최종방문)

11) 한국경제(2019. 8. 7), “클릭 한번으로 킥보드부터 버스까지 탈 수 있는 ‘MaaS’”
12) “원동기장치자전거”란 ①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시시 이하의 이륜자동차 및 ② 배

기량 50시시 미만(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격출력 0.59킬로와트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자전거 이용 활성화
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는 제외한다)를 의미함(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

13) 도로교통법은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자동차 등’으로 정의하고 있음(도로교통법 제2조 제21호). 참고로, 도로교통
법은 도로교통 참여자를 크게 ‘보행자’와 ‘차마(차, 우마)’로 구분함. 도로교통법상 ‘차마’란 ‘차’와 ‘우마’를 의미하는데, 
‘차’는 ① 자동차, ② 건설기계, ③ 원동기장치자전거, ④ 자전거, ⑤ 기타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으로 도
로에서 운전되는 것을 말하고, ‘우마’는 교통이나 운수에 사용되는 가축을 말함(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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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동킥보드 운전자에 대해서는 운전면허 제도 및 음주운전･무면허운전･뺑소니에 대한 처벌 등 도로교통

법상 운전자에 대한 각종 규제 및 벌칙이 동일하게 적용됨14)

 전동킥보드는 자동차관리법상 ‘이륜자동차’로 자동차의 일종에 해당하나, 사용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어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안전기준은 적용되지 않고, 대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 안전기준이 적용됨

 전동킥보드는 개념상으로는 자동차관리법상 ‘이륜자동차’15)에 해당하나, 실제 대부분의 경우 사용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어 자동차관리법상 규제가 적용되지 않음

- 이륜자동차에 대해서는 사용신고, 번호판 부착, 안전기준 준수 등 규제가 적용되나16) 최고속도 

25km/h 미만이거나, 도로운행이 주된 목적이 아닌 일부 이륜자동차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됨17)

- 전동킥보드는 개념상 이륜자동차에 해당하나, 실제로는 대부분 최고속도가 25km/h 미만으로 설정

되어 있어 자동차관리법상 안전기준 등이 적용되지 않음18)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은 전동킥보드를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으로 분류하고, 제품시험기관

으로부터 안전 확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19)20)

 전동킥보드 운행에 대해 자배법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해석상 불분명하나, 현재 자배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운행이 이루어지고 있음

 자배법은 ‘자동차’ 보유자에게 일반 불법행위책임보다 엄격한 책임인 ‘운행자책임’을 부과하고, 의무적으

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는데,21) 이때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22)를 의미함

 앞서 본 것처럼, 전동킥보드는 개념상으로는 자동차관리법상 ‘이륜자동차’로서 ‘자동차’에 해당하나, 실제로는 

사용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어, 이를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라고 볼 것인지가 해석상 불분명함

14) 예를 들어 음주운전의 경우, 음주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혈중알콜농도에 따라서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나(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음주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한 경우
에는 혈중알콜농도에 관계없이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되는데(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1호), 
전동킥보드는 ‘자동차 등’에 해당하여 음주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는 경우 최대 5년의 징역이 부과될 수 있음

15) 자동차관리법상 ‘이륜자동차’란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설계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를 의미함(자동차관리법 제3조 제1항 제5호). “자동차”란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또는 이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를 의미
함(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

16) 자동차관리법 제48조 내지 제52조
17)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8조의7, 사용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륜자동차에 대한 고시 제2조
18) 신희철 외(2017), 『마이크로모빌리티 교통정책지원사업』, 연구보고서, 한국교통연구원, p. 59
19)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 제11호, 동법 시행규칙 제3조 및 별표4 제2호
20) 전동킥보드 안전기준은 최고 속도가 25km/h를 넘지 않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동 안전기준을 충족할 경우 자동차

관리법상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제외 대상이 됨(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32(스케이트보드), 제2부 전
동킥보드, 5.3.2 최고속도)

21) 자배법 제3조(자동차손해배상책임), 제5조 제1항(보험 등의 가입의무)
22) 자배법 제2조 제1호

포
커
스



 5

 이에 관해 정부는 자동차관리법상 등록･사용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

동차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자배법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23)

- 반면, 우리나라와 법체계 및 내용이 유사한 일본24)에서는 전동킥보드도 자배법상 자동차에 해당한다

고 보아 전동킥보드 보유자는 자배법상 운행자책임 및 보험가입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고 있음25)26)

- 독일도 전동킥보드 등 소형전기차(Elektrokleinstfahrzeuge)는 자동차(Kraftfahrzeuge)이므로27) 

자동차 사고책임 및 보험에 관한 규정이 전동킥보드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고 있음

3. 해외 사례: 독일 eKFV 내용을 중심으로

 독일은 2019년 6월 전동킥보드의 안전기준, 운행방법, 보험 등에 관한 내용을 담은 ‘소형전기차의 도로교통 참여에 

관한 규정’(Elektrokleinstfahrzeuge-Verordnung: eKFV)을 시행함

 독일은 2009년 7월 ‘전기적 이동보조수단의 교통 참여에 관한 규정(“MobHV”)’28)을 제정하여 제한적 

범위에서 퍼스널 모빌리티를 규제해오다가, 최근 eKFV를 제정하여 MobHV를 대체하였음

- MobHV는 주로 세그웨이를 대상으로 한 것이나,29) eKFV 적용대상인 ‘소형전기차’에는 전동스쿠터 

및 전동킥보드 등이 포함됨30)

23) 명묘희･송수현(2016), 『새로운 교통수단 이용에 대한 안전대책 연구-개인형 이동수단(Personal Mobility)을 중심으로』, 
연구보고서, 도로교통공단･교통과학연구원, p. 15; 고경석(2016), 「신종 이동수단인 퍼스널모빌리티의 법적지위와 보험
가입의 필요성」, 『The Risk』, p. 7

24) 일본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자배법(自動車損害賠償保障法)에서 운행자책임과 보험가입의무를 정하면서, 그 적용대상인 
‘자동차’를 ‘일본 도로운송차량법(道路運送車両法) 제2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동차 및 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음. 일본 도로운송차량법은 차량의 등록 및 안전기준에 관한 법으로서 우리나라의 자동차
관리법에 해당함. 그런데, 일본 자배법상 ‘자동차’의 정의는 우리나라처럼 ‘자동차관리법(일본 도로운송차량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라고 정의하지 않고, ‘도로운송차량법의 정의 규정상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
하고 있는 점에서, 위 규정의 체계적 해석상 도로운송차량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신고 대상인
지 여부를 불문하고 자배법 적용 대상인 자동차에 해당되는 것으로 해석될 것임

25) 일본 경찰청은 이러한 내용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하고 있음(https://www.npa.go.jp/koutsuu/kikaku6/kickboard.htm 
2019. 9. 24 최종방문; https://www.police.pref.kanagawa.jp/mes/mesf5018.htm 2019. 9. 24 최종방문)

26) 신희철 외(2017), 『마이크로모빌리티 교통정책지원사업』, 연구보고서, 한국교통연구원, pp. 26~27 
27) 독일 교통 및 디지털인프라부(BMVI) 홈페이지(https://www.bmvi.de/SharedDocs/DE/Artikel/StV/elektrokleinstfahrzeuge-verordnung 

-faq.html 2019. 9. 24 최종방문)
28) Verordnung über die Teilnahme elektronicher Mobilitäthilfen am Verkehr (Mobilitätshilfen-Verordnung) 
29) MobHV 적용대상인 전기적 이동보조수단은 ‘두 개의 바퀴가 평행하게 달려있는 이륜차량’일 것이 요구되어(MobHV 

§1(1)1.), 세그웨이 형태의 이동수단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30) eKFV 적용대상인 ‘Elektrokleinstfahrzeuge’를 번역하면 ‘소형전기차’이나, 주된 규제 대상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논의

되고 있는 퍼스널 모빌리티, 그중에서도 특히 전동킥보드임. 참고로, 독일에서는 전동킥보드와 전동스쿠터를 포함하여 
e-scooter라고 하고 있고, 그중 전동킥보드만을 지칭할 경우 e-pedal scooter라고 부르기도 하나, 일반적으로 
e-scooter라고 하면 전동킥보드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으며, eKFV를 ‘e-Scooter 법’이라고 부르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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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KFV는 (ⅰ) 도로운행이 허용되는 소형전기차의 장치요건(속도, 크기, 무게 등), (ⅱ) 운행요건, (ⅲ) 운전자 요건, 

(ⅳ) 운행방법 등 전동킥보드 등의 운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일괄하여 정하고 있음

 eKFV는 소형전기차의 장치요건, 운행요건, 운행방법, 운전면허, 보험 등에 관한 사항을 하나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것이 특징임31)

 (장치요건) eKFV 적용대상인 소형전기차는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최대속도 6km/h 이상 20km/h 이하

인 자동차로, 크기는 폭 70cm 이하, 높이 140cm 이하, 총 길이 200cm 이하여야 하고, 무게는 탑승자 

무게를 제외하고 55kg 이하여야 하며, 연속정격출력이 500와트32)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eKFV §1)

 (운행요건) 소형전기차를 도로에서 운행하기 위해서는 형식승인33) 요건을 총족하여야 하고, 독일 자동차

등록규정(FZV)34) §29a 요건에 따른 보험스티커를 부착해야 하며,35) eKFV §4~7에 따른 감속장치, 조

명장치, 경음기, 기타 안전 요건을 갖추어야 함(eKFV §2)

 (운전자 요건) 만14세 이상인 자는 소형전기차를 운전할 수 있고, 면허는 필요하지 않으며(eKFV §3), 

운전자 이외의 자가 탑승하거나 트레일러를 연결하는 것은 금지됨(eKFV §8)

 (운행방법) 소형전기차는 자전거 도로로 운행하여야 하고,36) 자전거 도로가 없는 경우에는 일반 도로로 

운행하여야 하며(eKFV §10), 도로 운행 시 가장 우측 차선을 이용하여 일렬로 주행하여야 하고, 방향 

변경 시에는 자전거와 같이 수신호로 이를 표시하여야 함(eKFV §11) 

 eKFV는 통행방법 측면에서는 소형전기차를 자전거와 유사하게 규제하나, 안전기준 및 사고책임과 보험 측면에서는 

소형전기차를 자동차의 일종으로 보고 있음 

 eKFV는 소형전기차 운전에 면허를 요구하지 않고, 자전거도로 통행을 허용하고 있어, 통행방법 측면에

서는 전동킥보드를 자전거와 유사하게 규제하고 있음

- 다만, 특칙이 마련되지 않은 영역에 대해서는 자동차에 관한 기존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는데, 예컨대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음주운전과 동일한 규제가 적용됨37)

31) 이러한 종합적 입법이 가능한 이유는, 상위법인 도로교통법(StVG)에서 독일 연방교통디지털인프라부(BMVI)에 도로교통
과 관련된 일련의 사항에 해당하는 법규명령을 제정할 권한을 포괄적으로 부여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박
종준(2017),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법제에 대한 고찰」, 『법과정책』, 제23집 제2호, p. 89). 우리나라의 경우 앞서 살펴
본 것처럼 안전기준은 자동차관리법 (또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행방법은 도로교통법, 사고책임 및 보험
은 자배법이 적용됨

32) 동력의 60%가 자체 평형을 유지하는데 사용되는 경우에는 1400와트
33) 형식승인은 자동차가 법상 안전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인증하는 것을 의미함. 자동차의 안전성에 대한 인증방법은 형식승

인과 자기인증으로 구분되는데 형식승인은 독일에서, 자기인증은 미국에서 채택하는 인증방법임. 우리나라는 과거 형식
승인제도를 채택하고 있었으나 2003년부터 자기인증제도로 변경하였음

34) FZV: Fahrzeug-Zulassungs Verordnung
35) 보험스티커(Versicherungsplakette)는 독일 소형전기차가 자동차의무보험법에 따른 보험에 가입한 경우 발급되는 스티

커임(FZV §29a). 독일에서는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만 도로 운행이 허용되고(FZV §3(1)), 이러한 보험가입의무는 
소형전기차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자동차의무보험 가입의 증빙으로 보험스티커를 부착하도록 하는 것임(eKFV §2)

36) 통행이 허용되는 자전거 도로에는, 자전거 및 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 도로와 보행자 도로가 구분된 형태의 자전거 도로, 
자전거 전용도로, 일반도로의 자전거 차선 등이 포함됨(eKFV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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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 안전기준 및 사고책임 측면에서는 소형전기차를 자동차의 일종으로 보아, 형식승인, 의무보험제도 

등 자동차에 관한 기존 규제를 소형전기차에도 적용하고 있음

- eKFV 시행에 맞추어 개정된 독일 자동차등록규정(FZV)은 소형전기차의 등록요건에 관한 특칙을 마

련하면서, 소형전기차에 대해서도 자동차의무보험법(PflVG)38)이 적용됨을 명확히 하였음39)

 독일의 보험회사들은 eKFV 시행에 따라 소형전기차 전용 보험상품을 출시하였음

 알리안츠는 대인사고에 대해 1인당 1,500만 유로, 대물사고에 대해 총 1억 유로까지 배상하는 소형전기차 

전용보험을 판매하고 있고,40) Huk-Coburg 및 LMV도 소형전기차 전용보험을 출시함41)

 위 보험상품들은 독일 자동차의무보험법상 최소 보장 한도42)를 넘어서는 배상책임보험을 제공하며, 자동

차종합보험에 해당하는 보장도 제한된 범위에서 제공하고 있음

4. 전동킥보드 사고 시 배상책임 및 보험

 전동킥보드 사고 시 배상책임 문제는 사고책임 및 보험의 관점에서 전동킥보드의 법적 성격을 자동차로 볼 것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짐

 우리나라의 현행 교통사고 책임법 체계는 자동차가 개입된 사고인지 여부에 따라 근거 법령 및 책임의 

요건이 상이함

 자동차가 개입된 사고에 대해서는 자배법이 적용되어 자동차 보유자가 ‘운행자책임’이라는 사실상 무과

실에 가까운 책임을 부담하고, 보유자의 자동차보험으로 피해자 구제가 이루어짐

 자전거가 보행자를 충돌한 경우와 같이 자동차가 개입되지 않은 사고에 대해서는 자배법이 적용되지 않

37) Lena Elisabeth Groh(2019. 8. 16), “E-Scooter auf deutschen Straßen – Rechtslage”
    (https://www.anwalt.de/rechtstipps/e-scooter-auf-deutschen-strassen-rechtslage_157770.html 2019. 9. 24 최종방문) 
38) PflVG: Kraftfahrzeug-Haftpflichtversicherung
39) FZV §3, §29a
40) “E-Scooter Versicherung: Auf den Punkt gebracht(E-Scooter Insurance: In a nutshell)”

(https://www.allianz.de/auto/e-scooter-versicherung/ 2019. 9. 24 최종방문)
41) “E-Scooter: Erste Versicherungsprodukte sind auf dem Markt(E-Scooter: First insurance products are on 

the market)” 위 기사에 따르면 Huk-Coburg의 전동킥보드 전용 배상책임보험 보험료는 23세 미만은 29유로, 23세 이
상은 19유료임. LMV의 경우 배상책임보험 보험료는 29유로임
(https://www.versicherungsmagazin.de/rubriken/produkte/e-scooter-erste-versicherungsprodukte-sind-auf 
-dem-markt-2413196.html 2019. 8. 27 최종방문) 

42) 독일 자동차의무보험법(PflVG)상 최소 보장 한도는 대인배상의 경우 750만 유로, 대물배상의 경우 120만 유로임. 위 금
액은 사고당(je Schadensfall) 금액임(PflVG 제4조 제2항에 대한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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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일반법인 민법 제750조가 적용되어 가해자의 고의･과실이 입증된 경우 배상책임이 인정됨

 관련 법령상 자동차는 원동기를 사용한 육상이동수단으로 정의되고 있는바, 이러한 정의에 따를 때 전동킥보드는 

원칙적으로 자동차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됨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를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라고 정의하고 있어, 

전동킥보드와 같이 원동기를 이용한 육상이동수단은 개념상 자동차에 해당함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최고속도 25km/h 이하인 경우 사용신고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그

렇다고 하여 이를 자동차관리법상의 자동차가 아니라고 볼 것인지는 의문이며, 관리의 필요성이 인

정된다면 사용신고 대상에 포함하여 관리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도로교통법도 ‘자동차’란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를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어 전동킥보드도 이에 해당함

- 현재도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와 거의 동일한 규제를 받

고 있음

 이처럼 기존 법령상 ‘자동차’의 정의에 의할 때, 전동킥보드는 자동차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됨

- 이는 전동킥보드가 원동기를 이용하여(동력), 정해진 선로에 국한되지 않고 자유롭게 육상을 이동(이

동방법 및 장소)한다는 자동차 개념의 핵심 요건을 충족하면서 교통수단으로 기능하고 있기 때문임

- 이러한 특성은 사고의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의를 가지며, 특히 원동기가 주된 동력이 된다는 점에서 

전동킥보드는 자전거나 전기자전거에 비해 자동차로서의 성격이 더 강하다고 볼 수 있음

 전동킥보드가 가해자인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피해자를 신속하고 적정하게 보호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함

 전동킥보드는 주로 기존 보행 구간에 해당하는 라스트마일(last mile) 교통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데, 

이 구간에서는 보행자와의 충돌 가능성이 높으므로, 보행자에 대한 보호 방안이 필요함

- 전동킥보드의 인도 운행은 향후에도 금지될 것으로 보이나, 퍼스널 모빌리티를 고려한 도로환경 정

비 등이 완비되지 않은 현재 상태에서는 전동킥보드의 인도 운행을 100% 막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

이며,43) 횡단보도 등 보행자와 공동 이용 구간에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음

 전동킥보드의 자전거 도로 이용이 본격적으로 허용될 경우 전동킥보드와 자전거가 충돌하는 사고 사례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바, 자전거 운전자에 대한 보호 방안도 필요함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도로 운행 시 운전상 주의를 제대로 기울이지 않을 경우 상대적 교통강자라고 할 

수 있는 자동차나 오토바이 운전자와의 관계에서도 위험원으로 작용할 수 있음

 이러한 사고 위험 및 다른 교통참여자 보호 필요성은 자전거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발생한다고 볼 수도 

43) 실제 전동킥보드 이용이 활성화 된 지역의 운행 현황을 보면, 골목길 등이 아닌 한 도로로 주행하는 전동킥보드는 오히려 
드물고, 대부분 인도로 주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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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나, 전동킥보드는 자전거와 달리 원동기를 동력으로 한다는 점, 교통수단로서의 활용도가 높고 이용

자가 빠르게 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전동킥보드 사고 위험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44) 

- 실제 퍼스널 모빌리티 보험상품을 출시한 한 보험회사의 조사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수단의 건당 지

급보험금은 374만 원으로 자전거 244만 원보다 많았으며, 이는 사고의 위험도가 자전거보다 크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45)

 과도한 배상책임으로 인한 재정적 부담 및 사고로 인한 운전자 본인의 상해 등 전동킥보드 사고와 관련된 제반 

위험으로부터 전동킥보드 운전자를 보호하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함

 전동킥보드 운전 중 운전자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킥보드 운전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

는데, 사고 규모에 따라서는 배상책임에 따른 재정적 부담이 매우 클 수 있음

- 이 경우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예상치 못한 경제적 부담을 지게 되어 생활상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은 물론이고, 운전자의 배상자력 여부에 따라 피해자가 구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됨

 전동킥보드 운전자는 신체 전체가 외부에 노출된 상태에서 운행하여, 경미한 사고에도 큰 부상을 입을 

가능성이 높아 전동킥보드 운전자에 대한 보호 방안이 필요함

- 퍼스널 모빌리티 사고를 자동차보험사고의 상해등급으로 분석한 결과 중상사고 비율이 10.8%로, 자

동차 사고의 중상사고비율인 2.46%보다 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남46)

 전동킥보드 운전자의 경우 스스로 전동킥보드라는 위험원을 선택하고 본인의 과실로 사고를 유발하였다

는 점에서 별도 보호의 필요성이 높지 않고, 전동킥보드 운전자 본인의 의료실비보험, 개인･단체상해보험 

등에 의한 보상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을 수 있음

- 그러나, 일반적으로 보험약관에서 이륜자동차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를 

위험변경증가통지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보험사에 통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

가 사고를 입으면 보험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될 우려도 있음47)

44) 참고로, 일본의 경우 자전거 이용이 확대됨에 따라 자전거에 대해서도 보험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음(김유미
(2019. 2. 11), 「일본의 자전거보험 의무화 현황」, 『KIRI Report』, 글로벌이슈, pp. 35~37). 자전거는 원동기를 동력으
로 하지 않으므로 개념상 자동차에 포함될 가능성은 없으나, 교통수단으로서의 활용도가 계속 확산될 경우 자전거에 대한 
보험 가입 의무화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임

45)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 보도자료(2017. 5. 23),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 사고 급증, 4년 새 3배 이상”; 김
재영(2017), 『개인형 이동수단(퍼스널 모빌리티)의 소비자보호방안 연구』, 한국소비자원, p.21에서 재인용함

46)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 보도자료(2017. 5. 23),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 사고 급증, 4년 새 3배 이상”; 김
재영(2017), 『개인형 이동수단(퍼스널 모빌리티)의 소비자보호방안 연구』, 한국소비자원, pp. 20~21에서 재인용함

47) 전동킥보드 이용과 위험변경증가통지의무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김상일(2018), 「퍼스널모빌리티의 사용과 위험변경증가 
통지의무」, 『보험법연구』, 제12권 제1호, pp. 122~124에서 참조 바람

포
커
스



 10

5. 결어

 전동킥보드 이용 확산 및 자전거도로 통행 등에 따른 사고 위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동킥보드의 법적 정의

를 명확히 하고, 특히 사고책임 및 보험 관련 규제를 선제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음

 구체적인 방안으로 독일, 일본과 같이 전동킥보드도 자동차관리법 및 자배법상 자동차로 보아, 자배법상 

운행자책임을 적용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다만, 전동킥보드 등 퍼스널 모빌리티가 아직 도입 초기인 점을 고려할 때, 자동차에 관한 기존 규제

를 전면적으로 적용하기로 확정할 경우, 향후 전동킥보드 이용 현황 변화 및 도로 환경 변화 등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음

 전동킥보드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사고책임 및 보험가입의무를 별도로 정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 별도 규제를 도입하는 경우에도 전동킥보드의 교통수단으로서의 기능 및 다른 교통참여자들과 전동

킥보드 운전자 보호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자동차와 유사한 체계의 책임법제 및 보험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함

- 현재 공유차에서 논의되고 있는 온디맨드형 운전자보험을 전동킥보드에도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사고책임 및 피해자 보호 문제를 적절히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조성된다면, 새로운 이동수단에 

대한 신뢰도 및 수용성이 제고되어 모빌리티 산업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임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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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의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관련 

법적 문제 및 규제 개선 현황 

양승현 연구위원

 보험회사의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소로 규제적 불명확성이 지적되어 왔음

• (의료행위) 비의료인이 의료행위를 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됨에도 의료행위의 법적 정의나 구체적 

판단지침이 없어 건강관리서비스를 출시하려는 사업자는 법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음 

• (특별이익 제공금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 등에게 건강관리 관련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보험

업법상 금지되는 특별이익에 해당되는지 명확하지 않은 문제가 있음

• (부수업무･자회사 범위) 보험업이 아닌 부수업무나 자회사 형태로 건강관리서비스업에 진출할 수 있는

지 여부에 관해 법령 해석상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음 

• (질병정보 수집･이용) 개인의 질병정보는 법령상 정해진 목적 외로 수집･이용할 수 없다는 개인신용정

보 관련 규정으로 인해 건강관리서비스를 위한 건강정보 수집･이용에 어려움이 존재함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2017년)이 보험회사가 제공가능한 편익 및 지급기준 등에 관해 지침을 

제공하였으나, 의료행위 이슈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여서 활성화에 한계가 있었음

• 올해 5월 ‘의료행위’와 비의료인이 영위할 수 있는 ‘건강관리서비스’ 간의 구분에 관한 판단지침을 담은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이 발간되어 의료법 위반 위험은 상당 부분 해소된 것으로 보임 

 위 가이드라인을 계기로 금융감독당국은 지난 7월 보험회사의 건강관리서비스업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활성화 방안을 마련･공표함

• (i) 건강관리서비스를 보험회사가 영위할 수 있는 부수업무로 인정하고, (ii)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관련 

3만 원 초과 건강관리기기의 직접 제공을 허용하며, (iii) 건강･질병정보를 건강관리서비스 안내･제공에 

활용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할 계획 등을 밝힘 

 그동안 예방적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 저해요인으로 지목되어 온 사업자의 법･규제적 불확실성이 상당부

분 해소･경감됨에 따라 향후 활발한 상품 및 서비스 출시가 기대됨 

• 장래 출시될 건강관리서비스의 내용을 사전에 예측할 수 없으므로 법제도적 장애요인을 현 시점에서 

모두 파악하여 일소하기는 어려움이 있음

•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유권해석으로 신속히 법적 위험을 제거하고, 축적된 사례를 통해 지속적으로 규

제개선사항을 발굴하고 판단지침을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음 

2019.10.2.

포커스

보험법리뷰

 요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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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토 배경

 지난 5월 ‘의료행위’와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를 구분하기 위한 판단기준을 담은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

인 및 사례집(1차)”(보건복지부)(이하,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이 발간됨 

 의료기관이 아닌 사업자가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출시할 때 법률상 가능한 범위에 대해 예측가능성을 

제고함으로써 예방적 건강관리서비스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임

 보험업계에서는 수년 전부터 고령화 및 4차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한 건강관리 관련 서비스･상품 활성화가 논의되어 

왔으나 아직까지 그 성과는 제한적인 상황1)2)임

 보험업은 규제산업으로, 위 가이드라인에서 다루고 있는 ‘의료행위’ 판단의 불명확성 외에도 특별이익 

제공금지 등 보험업에 특유한 규제 적용 판단상의 어려움이 거론되어 왔음

 금융감독당국은 2017년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판매 가이드라인”(이하, “건강증진형상품 가이드라

인”)3)을 마련하였으나 건강관리서비스 판단기준이 불명확한 상황에서 효익은 제한적이었음 

 

 금융감독당국과 보건복지부는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발간을 계기로 지난 7월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서비스 

활성화 방안”4)(이하, “활성화 방안”)을 발표함

 혁신적인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서비스 출시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적극 모색할 것을 천명하고 향

후 계획을 밝힘

 

 본고에서는 건강관리서비스 관련 법적 문제를 (i) 의료행위 판단기준, (ii) 특별이익 제공금지, (iii) 부수업무 내지 

자회사 업무 영위, (iv) 개인정보보호 관련 문제로 각 나누어 살펴보고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현황을 살펴보고자 함 

1) 2019년 7월 현재 국내 출시된 건강관리형 보험상품에는 걷기 등 건강활동 입력 시 보험료의 10%까지 할인하는 상품 등 
생명보험 총 4종,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코칭서비스 및 맞춤형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상품 등 손해보험 총 9종이 있음(금융
위원회･보건복지부･금융감독원(2019),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서비스 활성화 방안」, p. 9를 참조함) 

2) 경향비즈(2019. 7. 3), “규제 완화로 ‘반전 드라마’ 준비하는 건강증진형 보험상품”(http://biz.khan.co.kr/khan_art_view. 
html?artid =201907031814001)을 참조함 

3) 질병･사망보험 등 건강관리 노력과 관련된 상품에 관해 건강관리 기기 구매비용, 보험료 할인, 보험금 증액 등 제공가능 
편익 열거, 편익제공기준의 기초서류 명시 등 관련 지침을 제시함

4)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19. 7. 2), “최종구 금융위원장, 소비자 건강증진을 위한 보험상품･서비스 활성화 현장간담회 개최”를 
참조함

포
커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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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판단기준 세부 판단기준

① 
행위의 
근거

의학적 
전문지식 

필요

- 의료인이 아니면 취득·판단이 어려운 정보 및 지식에 근거한 행위인지 
- 단순히 ‘질환·의료정보’에 해당하는지가 아니라 정보의 해석 및 판단에 의학적 전문

지식이 필요한지 고려 
-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제시하는 지침·기준을 단순히 안내하는 것은 의료행위가 아

니나 출처 등을 명확히 명시할 필요 

2. 의료행위와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의 구분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5)임

 그럼에도 의료법상 “의료행위”에 관한 직접적 정의규정이 존재하지 아니6)한 관계로 특정 행위가 의료행

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음

-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

과적 시술을 시행하여야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

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함(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5964 판결) 

 건강관리서비스의 의료행위 해당 여부에 관해서는 판례가 축적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새로운 서비스 출시

를 원하는 사업자는 의료법 위반 위험에 노출된 상황임

- 금번 의료행위 가이드라인을 통해 법적 불확실성이 상당 정도 제거될 것으로 기대됨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은 의료행위의 정의 및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비의료인이 제공 가능한 건강관리서비스를 

예시하여 구체적 판단지침을 제공함 

 (정의) 건강 유지･증진과 질병의 사전예방･악화 방지를 목적으로, 위해한 생활습관을 개선하고 올바른 

건강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제공자의 판단이 개입(의료적 판단 제외)된 상담･교육･훈련･실천 프로그램 작

성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말함

 (의료행위 판단기준) 아래 3가지 조건 중 1개라도 충족될 경우 의료행위에 해당함

<표 1> 의료행위 판단기준 

5) 무면허 의료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내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으로 의율되며 영리목적인 경
우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됨(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법 제5조)

6) 의료법 제12조 제1항은 “의료인이 하는 의료･조산･간호 등 의료기술의 시행(이하, “의료행위”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 법이
나 다른 법령에 따로 규정된 경우 외에는 누구든지 간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 개념이나 기준을 제기하
지 않고 있음

포
커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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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판단기준 세부 판단기준

② 
행위의 
양태

대상자의 
상태에 따른 
진단·처방·
처치 수반

- 건강상태를 확인하여 특정한 병명·병상 등을 확인하여 주는 것(‘잠정적’ 가능성을 
언급하며 의료기관 내원을 권유하는 정도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 질환·장애·상해 등을 치유 또는 경감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계획된 체계적 과정 
및 활동을 의미함(일상적 건강관리를 통한 건강증진행위는 간접적 행위에 불과)   

③ 
행위의 
효과 및 
부작용

보건위생상 
위해 발생 

우려

- 생체적합성 문제를 야기하거나 침습적인 행위
- 질환보유자에게 직접치료 목적으로(환자의 질환을 인지하고 해당 질환의 치료에 영

향을 주기위한 목적) 재활치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의료인의 처방·판단·의뢰 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해당 범위 내 서비스 제공은 위해 

발생 우려 낮음 

     

 (제공가능 서비스) 개인의 객관적 건강정보의 확인･점검 및 비의료적 상담･조언은 비의료 건강관리기관

에서 제공 가능함 

- (건강정보의 확인･점검) 건강검진 결과 단순 확인 및 개인동의에 기반한 자료수집, 개인용 의료기기

를 활용한 혈압, 혈당 등 건강정보･지표의 자가측정 및 모니터링 등이 해당됨

- (비의료적 상담･조언) 객관적 정보의 제공 및 분석, 건강목표 설정 및 관리, 상담･교육 및 조언이 이

에 해당함

 가이드라인은 나아가 사업자 등의 구체적 판단을 돕기 위해 (i) 건강한 사람 대상 서비스, (ii) 비만관리 서비스, (iii) 

고혈압･당뇨병 환자 대상 서비스에 관해 가능한 행위와 불가능한 행위를 각 예시하고, (iv) 기타 제공 가능한 서비스 

사례를 열거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유형의 건강관리서비스가 개발되어 가이드라인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유권해석 절차를 통해 신속한 법적 불명확성 해소를 도모함

-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민관합동법령해석위원회를 개최(연장 가능)하여 유권해석 자문을 

실시하며, 위원회 개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결과를 통보함

3. 특별이익 제공금지 

 보험회사가 보험상품 판매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건강관리기기 등을 제공하려는 경

우 보험업법상 금지되는 특별이익 제공(제98조)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문제됨

 보험회사나 모집종사자는 보험계약의 체결･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등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

공을 약속해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7) 대상임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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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당경쟁으로 재무건전성이 훼손되거나 보험계약자 간 평등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기 때문임

 제98조는 금지되는 특별이익의 유형을 한정적으로 열거8)하고 있지만 판례9) 등에 비추어 볼 때 열거된 

유형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그와 실질이 유사한 경우 폭넓게 특별이익으로 해석될 수 있음 

- 보험회사가 건강관리서비스와 연계한 보험상품을 개발･판매하는 데 법적 위험 요소로 작용함 

 금융감독당국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2017년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보험회사가 제공가능한 

편익의 종류 및 지급기준, 기초서류 명시 등 관련 지침을 제시함 

 보험회사는 (i) 건강관리기기 구매비용 보전, (ii) 보험료 할인･환급, (iii) 보험가입금액 상향･보험금 증액, 

(iv) 건강 관련 서비스 제공, (v) 서비스 관련 포인트･쿠폰을 지급할 수 있음(제5조)

- (iv) 및 (v)는 해당 상품에서 보장하는 보험사고의 위험과 관련성이 있어야 함(동조③)

- 원칙적으로 모든 편익은 소비자의 건강관리 노력에 따른 보험위험 감소에 부합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제공되어야 함(제6조)

 금융감독당국의 가이드라인으로는 의료법상 비의료인이 영위할 수 있는 건강관리서비스에 대한 지침을 

제공할 수 없어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판매 촉진에 한계로 지적되었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의 수립을 계기로 금융감독당국은 현행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상의 제공편익을 

확대하여 건강관리기기(웨어러블 기기 등) 자체의 지급을 추가로 허용할 계획임 

 건강증진 효과 입증 시, 보험회사가 3만 원을 초과하는 건강관리기기를 직접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함(과

열 경쟁 방지를 위해 금액 한도 설정)

 의견수렴을 통해 구체적 개선안을 마련한 후 공고를 거쳐 최종 시행(2019년 11월경) 예정임

4. 부수업무 및 자회사 업무 영위

 보험회사의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은 직접 보험상품으로 구성･판매하는 방식 외에도 부수업무 영위 방식 내지 자회사 

설립･지분투자 방식 등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 

7)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보험업법 제202조 제1호)
8) ① 최초 1년 보험료의 10% 내지 3만 원 이상의 금품 제공(제98조 제1항 제1호), ② 기초서류에 정하지 않은 보험료 할인･

수수료 지급(제2호), ③ 기초서류보다 높은 보험금의 지급약속(제3호), ④ 보험료 대납(제4호) 내지 이자 대납(제5호 및 제6
호) 등

9)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두8323, 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4다34929 판결을 참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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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회사가 보험업에 부수(附隨)하는 업무를 하려면 보험업법상 신고가 필요10)함

- 보험업법은 보험회사가 본업인 보험업 외 영위가능한 부수업무에 관한 정의규정이 없어 보험회사가 

건강관리서비스업을 부수업무로 영위할 수 있는지 판단이 어려울 수 있음 

 한편, 보험회사가 자회사로 소유(15% 이상 지분취득)할 수 있는 회사의 업종은 보험업법령에 열거된 것

으로 제한되고, 업종에 따라 사전 승인 내지 신고를 요11)함

- 자회사가 영위할 수 있는 건강 관련 업무는 “건강･장묘･장기간병･신체장애 등의 사회복지사업 및 이

와 관련된 조사･분석･조언 업무”가 열거(시행령 제59조 제1항 제12호)되어 있음

- 현재 보험회사 등이 개발･제공하고자 하는 건강관리서비스가 이 조항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해석상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음 

 지난 7월 발표된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기존 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건강관리서비스를 보험회사

의 부수업무로 영위할 수 있음 

 보험회사 질의 시 적극적 유권해석 또는 사전 신고 시 신속수리한다는 방침임(2019년 하반기)

 일반인 대상 건강관리서비스는 보험가입자 대상 서비스의 영향･효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부작용이 없는 

경우 허용 여부를 검토함(2020년 하반기)

 “활성화 방안”에는 자회사 업무범위에 관하여는 언급하고 있지 않아 향후 과제로 남겨져있음 

10) 제11조의2(보험회사의 부수업무) ① 보험회사는 보험업에 부수(附隨)하는 업무를 하려면 그 업무를 하려는 날의 7일 전까
지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부수업무에 관한 신고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부수업무를 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보험회사의 경영건전성을 해치는 경우
    2. 보험계약자 보호에 지장을 가져오는 경우
    3.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해치는 경우
11) 제115조(자회사의 소유) ① 보험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주로 하는 회사를 금융위원회의 승인

을 받아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다. 다만, 보험업 경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주로 하는 회사를 자회사로 소유하려는 경우에는 신고로써 승인을 갈음할 수 있다.

    1.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이 경영하는 금융업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업
    3. 보험계약의 유지･해지･변경 또는 부활 등을 관리하는 업무
    4. 그 밖에 보험업의 건전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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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법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16조(수집ㆍ조사 및 처리의 제한) 

② 신용정보회사 등이 개인의 질병에 관한 정보를 수집･
조사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려면 미리 제32조제1항
에 따른 해당 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목적으로만 그 정보를 이용하여야 한다.

제13조(수집ㆍ조사 및 처리의 제한) 
법 제16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
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각호의 자가 개인의 질병에 관한 
정보를 그 업무와 관련하여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1.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회사가 수행하는 보험업

5. 개인정보보호

 보험회사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수집하는 피보험자 등의 건강 관련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정보12) 및 신용정

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상 질병정보에 해당될 수 있음 

 개인정보보호법 상 민감정보는 소정의 고지사항을 밝히고 별도 동의를 받으면 되나, 신용정보법상 질병

정보는 보험회사가 “보험업” 외의 목적으로는 이용할 수 없어 문제됨

 “활성화 방안”은 보험회사의 건강･질병정보 이용범위를 보험업으로 한정한 신용정보법령을 개정하여 건강관리서비

스의 안내･제공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음(2020년 중) 

 다만, 건강관리서비스업을 통해 취득한 정보를 보험인수 및 보험금 지급 등 보험업에 활용하는 등 우려사

항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제한할 수 있음

6. 결어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 그간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의 걸림돌로 지적되어 온 의료법 저촉위험을 

해소하는 데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난점은 현 시점에서 향후 출시될 건강관리서비스의 내용을 모두 예측할 수 없다는 데 있음 

12)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유전정보, 범죄경력 관련 정보 등(법 
제23조①, 시행령 제18조 각호)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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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행위의 개념 자체도 고정 불변이 아니라 의료기술의 발전과 시대상황의 변화, 수요자의 인식과 

필요에 따라 달라지는 가변적인 것임13)

 가이드라인은 행위의 근거, 양태, 효과 등 일응의 판단기준을 제시하면서, 판단이 어렵거나 예상하지 못

한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대처방안도 제시하고 있음

- 유권해석 절차를 마련하여 신속하게 개별 사안의 법적 위험을 해소하는 동시에, 중장기적으로 축적

된 사례를 통한 가이드라인의 지속적 보완으로 일반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겠다는 것임

 이와 더불어 부수업무 범위 명확화, 신용정보법 개정 등 보험회사의 건강관리서비스업 진출 관련 규제불확실성 제거

를 위한 추가 지원방안이 발표되면서 더욱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음

 장래 개발될 건강관리 관련 상품 내지 서비스의 내용을 미리 예측할 수 없다는 난점은 보험업 규제 측면

에서도 동일하게 존재하며 앞으로 문제가 될 규제사항을 사전에 파악하기는 어려움

-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유권해석 절차 등을 통해 개별 사안의 법적 위험은 신속하게 

해소하고, 사례 축적을 통한 규제 개선 사항 발굴 및 판단지침 보완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13) 대법원 2016. 7. 21. 선고 2013도850 전원합의체 판결을 참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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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 위반 시 보험회사의 해지권 행

사 방법 관련 분쟁조정사례 연구 

백영화 연구위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에 의하면,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

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함에 있어서는 단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한다’는 정도의 내용만 기재

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으로 고지의무 위반 사실이 무엇인지를 해지 통지의 상대방이 알 수 있도록 

기재하는 것이 필요함 

 상법상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지의무 위반 시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상법에 의하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을 보험회사에 알려

주어야 할 고지의무를 부담함1) 

- 보험계약에서는 보험금과 대가관계에 있는 보험료의 산출을 위해 위험률을 정확하게 측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위하여 보험계약자･피보험자의 협력을 요구하는 것임

- 보험계약자･피보험자가 보험사고 발생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보험회사

에 이를 알리는 것이 신의칙상 요구된다고도 할 수 있음

 상법상 고지의무 위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

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경우여야 함

-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은, 보험회사가 보험사고의 발생과 그로 인한 책임 부담의 개

연율을 측정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나 보험계약의 내용(보험료 등)을 결정하기 위한 표준이 되는 

사항으로서 객관적으로 보험회사가 그 사실을 안다면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또는 적어도 동일

한 조건으로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리라고 생각되는 사항을 말함2)

 위와 같은 고지의무 위반의 요건이 성립되면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 책임을 면할 수 있음

1) 상법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
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
한 날로부터 3년 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
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27971 판결 둥

2019.10.2.

이슈 분석

보험법리뷰

 요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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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피보험자가 2015. 12. 22. 보험에 가입한 후 2016. 11. 16. 간세포 암종으로 확정 진단을 받고 2017. 1. 
24. 보험회사에 암진단비를 청구함

Ÿ 2017. 2. 17. 손해사정보고서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과거 ‘간경화’로 진단 받은 사실과 ‘당뇨’로 치료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보험 가입 당시 이를 보험회사에 고지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음

Ÿ 이에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간경화 진단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시 이를 알리지 않아 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2017. 3. 6.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고지의무 위반 사실(간경화)과 보험금 지급 
사유(간세포 암종) 간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사실을 2017. 4. 14. 피보험자
에게 통지하였음 

Ÿ 그런데 추가 조사 결과, 피보험자가 과거에 의사로부터 간경화가 있다는 사실을 들은 적이 없어 보험 가입 
당시에는 간경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음이 확인되었음

- 다만 보험회사가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내에 한

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가 계약 당시에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음

- 한편, 만약 고지의무 위반 사실과 보험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을 해지

하더라도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서는 여전히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 책임을 부담함3)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해지함에 있어, 해지 사유를 어느 정도

로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는지에 관한 분쟁조정사례가 있음

 해당 분쟁조정사례는 피보험자가 ‘간세포 암종’ 진단을 받고 보험회사에 암진단비를 청구한 사안이었으

며,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음(2019. 3. 19.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 조정번호 제2019-1호)

- 보험회사는 손해사정 결과 피보험자가 보험 가입 당시 ‘간경화’에 관한 사실(①)과 ‘당뇨’에 관한 사

실(②)을 고지하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음

- 이에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 해지를 하면서, ①의 ‘간경화’에 관한 

사실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만을 해지 사유로 명시하고 ②의 ‘당뇨’에 관한 사실에 대한 고지의무 위

반에 대해서는 별도로 명시하지 않고 피보험자에게 해지 통지를 하였음 

- 그런데 그 이후 해지 사유로 명시되었던 ‘간경화’에 관한 사실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피보험자의 고

의･중과실이 없다고 판단되어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보험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됨

- 이 경우 ‘당뇨’에 관한 사실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보험계약 해지의 효력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음4) 

<표 1> 제2019-1호 분쟁조정사례의 구체적 사실관계

3) 상법 제655조(계약해지와 보험금청구권)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라도 보험자가 제650조, 제651조, 제652조 및 제653조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고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고지의
무(告知義務)를 위반한 사실 또는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되거나 증가된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
이 증명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4) 한편 보험회사가 해지 사유로 당뇨병을 언급하기 시작한 시점에는 이미 상법상 해지권 행사기간(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한 후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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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이에 보험회사는 ‘간경화’와 관련한 고지의무 위반에 대해 피보험자의 고의･중과실이 없다고 판단하고 피보
험자에게 암진단비를 지급하였음

Ÿ 이후 피보험자는 고지의무 위반이 없었기 때문에 해지된 계약을 원상회복시켜야 한다고 보험회사에 요청하
였으나,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당뇨’로 치료받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 고지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보험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분쟁이 발생한 것임 

 즉, 보험회사가 ‘간경화’에 관한 사실을 불고지했음을 이유로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을 뿐 ‘당뇨’에 관한 

사실을 불고지했음을 이유로 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은 없으므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지 않았다고 보아

야 하는 것인지(피보험자 측의 입장), 아니면 해지 통지문에 당뇨에 관한 사실을 특정해서 명시하지 않았

을 뿐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지한다는 취지가 피보험자에게 전달된 이상 종래의 해지의 의사표시는 

‘당뇨를 포함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것으로 해석되어 보험계약은 이미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보아야 하는 것인지(보험회사 측의 입장)가 문제된 것임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보험회사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해지 통지를 함에 있어서는 단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한다’는 정도의 내용만 기재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으로 고지의무 위반 사실

이 무엇인지를 해지 통지의 상대방이 알 수 있도록 기재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음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리지 않은 채 단지 ‘고지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보험

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만을 기재해서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허용될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측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고 본 것임 

 또한 보험약관상 고지의무 위반의 효과에 관한 조항에 의하면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해지할 때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사실뿐만 아니라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 및 계약의 

처리결과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고 정하고 있는데,5) 이에 의하더라도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한다는 내

용만 통지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고 보았음

- 위 약관 조항에 의하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어떠한 사실에 대해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는지

를 밝힌 다음, 이러한 사실이 해당 보험계약에서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를 기재하는 것이 필

요하다는 것임 

 아울러, 2개 이상의 질병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질병을 기준으로 고지 대상인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의･중과실이 있는지 여부가 달리 판단

될 수밖에 없고, 해지권 행사의 제척기간 역시 각각의 불고지 사실을 보험회사가 안 날을 기준으로 진행

하므로 보험회사는 2개 이상의 질병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으로 해지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제척

기간 내에 행사해야 한다는 것임

 결국, 해당 사안의 경우 보험회사는 ‘간경화’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지한다고 통지하였을 뿐 

5) 현행 생명보험표준약관 제14조 제2항에서도 동일한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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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을 기재한 사실이 없고, 보험회사가 ‘당뇨’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에 대해 해

지하겠다고 언급한 시점에는 이미 해지권 행사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해당 보험계약은 해지된 

바 없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다고 본 것임

 이러한 분쟁조정위원회의 판단은 대법원 판례나 학계의 다수설의 입장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에 보험회사

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 해지를 함에 있어서는 구체적으로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무엇인지를 해지 통지의 상대방이 알 수 있도록 명시할 필요가 있음

 보험회사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보험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함에 있어서는, 상대방이 그 근거가 

된 해지 사유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지 사유를 명시할 것이 요구되며, 

어떠한 해지 사유에 의하여 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이후에 다른 해지 사유에 의한 것으로 전용(轉用)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임(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55377, 2004다

55384 판결)6)

- 해지 사유마다 별개의 해지권이 발생하는 점, 해지 사유를 명시하지 않은 해지권의 행사 또는 해지

권의 전용을 허용한다면 상대방의 법적 지위에 불안정을 초래하는 점 등을 고려한 것임

 또한 학계에서도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회사가 해지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고지의무 위반이 되는 구체적인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는 것이 다수설임7)

 이에,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 해지를 함에 있어서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적시하도록 유의하여야 

할 것임

- 나아가 약관 조항에 의하면, 구체적으로 고지의무 위반 사실이 무엇인지를 명시하고, 그와 같이 고지

의무를 위반한 대상이 되는 사실이 해당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와 계약의 처리 결

과, 그리고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를 기재하여 해지 통지를 하

여야 할 것임

- 특히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지의무 위반 사실이 2개 이상 있는 경우, 보험금 청구와 직접적

인 관련이 없어 보이는 고지의무 위반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들을 전부 적시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겠음 

6) 위 대법원 판례는 ‘계약 후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해지의 의사표시를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해지의 의사표시
로 전용하고자 한 사안에 대한 것이기는 하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해지에 있어 2개 이상의 고지의무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에 각 위반 사실을 이유로 한 해지의 의사표시의 전용의 문제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임 

7) 정동윤･손주찬, 주석 상법; 한기정, 보험법; 박세민, 보험법; 임용수, 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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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권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백영화 연구위원

보험업법상 보험회사의 사전 동의를 얻은 경우 소비자는 보험회사의 비용으로 자신이 직접 손해사정사를 선임

할 수 있음. 이러한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권 활성화를 위해 최근 보험협회에서는 손해사정사 선임에 관한 

모범규준을 제정하였음(2020. 1. 1. 시행). 모범규준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 요청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세부 기준을 운영하여야 하며,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

임 요청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명확하게 설명하여야 하고,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

임 요청 건수･선임 거부 건수 및 사유 등을 공시해야 함. 또한 실손의료보험 담보에 대해서만 보험금이 청구된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 요청에 원칙적으로 동의해야 함. 이와 같은 제도 개선을 통해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권이 두텁게 보호될 수 있기를 기대함 

 보험업법상, 원칙적으로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사를 고용 또는 선임하지만, 일정한 경우에는 소비자가 직접 손해사정

사를 선임하는 것도 가능함 

 보험업법상 손해보험과 제3보험을 판매하는 보험회사는 손해사정사를 고용하여 손해사정 업무를 담당하

도록 하거나 외부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여 손해사정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여야 함

- 손해사정사 제도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손해사실 확인 및 손해액 산정을 통해 적정한 보험금이 지급

되도록 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임

- 실제 손해액을 보상하는 손해보험과 제3보험의 경우, 객관적이고 공정한 손해사정을 위해 전문가인 

손해사정사로 하여금 이를 수행하도록 하고, 보험회사는 원칙적으로 그러한 손해사정 결과를 토대로 

보험금을 심사･지급하도록 하는 것임

 한편 일정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등1)이 손해사정사를 직접 선임하는 것도 가능하며, 그 경우에는 보험

회사가 별도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됨2)

1)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피해자 그 밖에 보험사고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를 말하며, 이하에서는 총칭하여 “소비자”
라는 표현을 사용하도록 함 

2) 보험업법 제185조 및 보험업감독규정 제9-16조

2019.10.2.

이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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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가 자신의 비용이 아닌 보험회사의 비용으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기 위해서는 보험회사의 사

전 동의를 받거나 일정기간(7일)의 경과가 필요함

- 보험회사가 이미 수행한 손해사정 결과에 불복하여 다시 손해사정을 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보험

회사와 별도로 손해사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함

 

<표 1> 보험계약자 등의 손해사정사 선임 사유

선임 사유 비용 부담

① 손해사정이 착수되기 이전에 소비자가 보험회사에게 손해사정사의 선임 의사를 통보하여  
   동의를 얻은 때

보험회사
②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회사가 보험사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이 경과하여도 손해사정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 

③ 보험회사가 고용 또는 선임한 손해사정사가 사정한 결과에 소비자가 승복하지 아니한 때
소비자

④ 소비자가 보험회사와는 별도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고자 할 때

 최근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권 보장을 위해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 요청에 대한 보험회사의 처리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모범규준이 마련되었음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소비자가 보험회사의 사전 동의를 얻은 경우 보험회사의 비용으로 소비자가 손해사

정사를 선임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동의 여부에 대한 보험회사의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 소비자의 손해사

정사 선임권이 충분히 보장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음3)

- 일부 보험회사는 자체적인 손해사정이 불가능한 경우 등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만 소비자의 선임 요

청에 동의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임

- 그에 따라, 보험회사가 명확한 기준(내규)을 마련하여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 요청에 대한 동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됨4)    

 이에 보험협회는 2019. 7. 19. 『손해사정 업무위탁 및 손해사정사 선임 등에 관한 모범규준』을 제정하였

으며,5)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보험회사는 소비자가 손해사정사의 선임 의사를 통보한 경우 그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세부 기준을 운영하여야 함

3)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생보협회･손보협회･한국손해사정사회 보도자료(2018. 12. 6), “보험권의 손해사정 관행이 개선됩니다”
4) 2018. 1.~11.까지 손해사정 관행 개선 방안을 위한 관계기관 간 T/F(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보험협회, 손해사정사회 등이 

참석)에서 논의된 사항임
5) 2019. 6. 12.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으로 “협회는 제2항 제1호에 따른 동의와 관련하여 보험회사가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

는 표준동의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협회는 보험회사의 불공정한 손해사정 위탁 수수료 지급 및 불합리한 손해액 또는 
보험금의 감액 사정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험회사가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손해사정업무 위탁 모범규준을 마련할 수 있
다”는 조항이 신설됨으로써(보험업감독규정 제9-16조 제6항 및 제9-20조 제6항), 보험협회가 자율규제로서 위와 같은 모
범규준을 제정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마련되었음. 한편 모범규준에서는 보험회사의 위탁손해사정사 평가 기준에 관한 내
용도 일부 포함하고 있으나, 본고에서는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권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만 소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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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회사는 보험금 청구 접수를 받은 경우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권에 관한 사항, 손해사정사의 

선임 비용에 관한 사항, 소비자가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지 않는 경우 보험회사가 위탁･선임한 손해사

정사가 업무를 진행한다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해야 함

- 위와 같은 안내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소비자가 손해사정사 선임 관련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

우, 보험회사는 보험회사가 위탁･선임한 손해사정사가 업무를 진행한다는 사실을 안내하고 손해사정 

업무를 착수할 수 있음

- 보험회사가 소비자로부터 손해사정사 선임 의사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내에 동의 결정 여부

를 소비자에게 회신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 요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됨

- 보험회사는 소비자가 선임하고자 하는 손해사정사가 보험업법에 따른 손해사정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손해사정 관련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다른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것을 소비자

에게 요청할 수 있음

- 보험회사가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 요청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명확하

게 설명해야 함

- 보험회사는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 요청 건수, 선임 동의 기준, 선임 거부 건수 및 사유 등을 보

험협회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시해야 함

 특히 위 모범규준에 의하면, 실손의료보험 담보에 대해서만 보험금이 청구된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소비

자의 손해사정사 선임 요청에 원칙적으로 동의하여야 함

-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대표적인 국민 실생활 보험이라는 점, 실제로 발생한 의료비를 보장하고 급여 

진료비와 함께 청구되는 특성이 있어 손해사정의 객관성이 어느 정도 보장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

여, 시범적으로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권을 넓게 인정하여 운영하려는 것임

- 다만 실손의료보험 담보뿐만 아니라 진단비･수술비･일당･후유장해 등 정액 담보 보험금과 함께 청

구되는 경우나, 보험회사가 보험금 청구서류 심사만으로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여 조사나 확인이 불

필요한 경우에는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 요청을 거부할 수 있음  

 위 모범규준은 보험회사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2020. 1. 1.부터 시행하되, 시행 이전에 시범시행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함

 금융감독당국은 보험회사의 공시 내용을 통해 손해사정사 동의 기준이 적정한지, 선임 거부 건수 및 거부 

사유가 적정한지 등에 대해 사후적으로 감독할 예정이라고 밝혔음6) 

 또한 금융감독당국에 의하면 소비자가 손해사정사를 직접 비교･조회하여 선임할 수 있도록 손해사정사 관련 정보 

공시를 확대하고 손해사정사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함7)  

 그 동안 소비자가 손해사정사에 대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없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2019. 1.부터 한국손

6)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9. 6. 27), “보험금 산정을 위한 보험계약자 등의 손해사정사 선임 권한이 강화됩니다”
7)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생보협회･손보협회･한국손해사정사회 보도자료(2018. 12. 6), “보험권의 손해사정 관행이 개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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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 절차 내용

보험사고 이후 보험금 
청구서류 제출

･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 관련 상담 가능

보험회사의 청구서류 심사
･ 청구서류 접수 이후 서류심사로 심사가 완료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손해사정 없이  
  보험금 지급 완료

손해사정 선임권 안내
(보험회사)

･ 손해사정 대상인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금청구권자에게 손해사정사 선임 관련 내용을  
  적극적으로 안내

보험금청구권자의 
손해사정사 선임권 행사 

여부 확인(보험회사)

･ 보험금청구권자가 손해사정사 선임 관련 안내일로부터 3영업일 내에 선임 관련  
  의사표시
･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청구권자가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위탁  
  또는 선임한 손해사정사가 업무를 진행한다는 사실을 안내하고 손해사정 업무 착수

보험회사에 대한 선임 동의 
요청

･ 보험회사는 손해사정사 선임 기준에 따라 동의 여부를 판단(3영업일 이내에 회신)
･ 손해사정사 선임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그 사유를 보험계약자 등에게 설명･안내  
  하고, 손해사정사의 재선임 요청(재선임은 5영업일 이내에 해야 함)

손해사정사와 
보험금청구권자의 계약 체결

(보험회사 동의 이후)
･ 계약 체결 시 보험금청구권자와 손해사정사간의 권리･의무 등에 대한 사항을 안내

손해사정 수행 ･ 보험계약 및 청구내용 확인, 피보험자 면담, 병･의원 등 관련기관 확인

손해사정서 작성
･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6-18조(손해사정서 기재사항 등)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기재

손해사정서 교부
･ 손해사정서 작성을 완료한 후 지체없이 보험회사 및 보험계약자 등에게 교부
･ 필요한 경우 보험회사의 손해상정서 정정･보완 요청

보험금 지급액 결정 및 
안내(보험회사)

･ 보험금이 정상 지급된 경우 보험금 지급내역, 보험금 산출근거, 비례분담 내역 등
에    대해 설명 및 안내
･ 보험금 부지급 또는 감액 지급된 경우 사유 및 결과 등을 상세히 안내

해사정사회에 소속된 주요 손해사정업체의 경우 소속 손해사정사 인원, 손해사정업 등록일, 매출액, 징계

유무 등의 내용을 공시하고 있음8)

- 향후 그 외의 손해사정업체 등에 대해서도 손해사정사회 또는 보험협회를 통해 유사한 수준의 정보

를 제공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함

 금융감독당국은 또한, 손해사정사 역량 강화를 위해 손해사정사회 및 보험연수원 등을 통해 손해사정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수교육을 주기적으로 운영하고 손해사정사별 교육 이수 현황을 위 공시 항

목에 반영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음

 아울러, 손해사정 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해 보험업계･손해사정사회 공동으로 표준화된 손해사정 업무 

매뉴얼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함

- 이에 따라 보험협회 및 한국손해사정사회는 2019. 7. 『소비자 선택권 강화를 위한 실손의료비(단독) 

손해사정 업무 매뉴얼』을 마련하였으며, 향후 다른 보험상품에 대한 손해사정 업무 매뉴얼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함

<표 2> 손해사정 업무 진행절차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9. 6. 27), “보험금 산정을 위한 보험계약자 등의 손해사정사 선임 권한이 강화됩니다”

8) 한국손해사정사회 홈페이지(http://www.kicaa.or.kr/)의 “공시실” 메뉴에서 “검색바로가기”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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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은 제도 개선을 통해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권이 두텁게 보호될 수 있기를 기대함 

 소비자는 적극적으로 손해사정사 선임 권한을 행사하고 보험회사는 객관적 기준에 따라 손해사정 선임 

요청을 검토함으로써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권이 충분히 보장되는 경우, 손해사정사 선임이나 손해사

정 결과를 둘러싼 소비자와 보험회사 사이의 분쟁･민원 감소도 기대할 수 있을 것임

 손해사정사 또한 소비자에게 경영정보 등을 투명하고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역량을 보다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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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2019.10.2.

각국에서의 고지의무제도의 입법적 개혁

김선정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고지의무제도는 보험 분쟁 중 다수를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유형의 문제도 속출하고 있음

• 여기에 각국은 제도 개선을 통하여 대응하고 있는데, 강한 소비자 보호 경향과 과학 기술의 발달을 반영

하고 있으며 변화에 대한 요구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임

 본고는 영국, 독일, 일본 등 우리에게 관심이 큰 나라에서 행하여진 최근의 입법 내용을 살펴 입법 경향을 

파악하고 향후 우리의 제도 개선 방향을 전망하고자 하는 것임

• 각국의 고지의무제도는 그 내용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를 보임

• 자발적 고지의무에서 수동적 답변의무로의 변화는 아주 강한 추세이며, 고지의무위반의 효과로 비례감

액주의도 추세라 할 수 있음

• 유전자정보의 고지는 일정한 제한 하에 허용하는 추세임

• 인과관계요건의 요부는 종전과 큰 변화가 없음

• 계약전발병부담보조항의 허용 여부는 나라에 따라 크게 다르나 보험자가 이를 제한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는 점은 공통됨

• 독일은 선의계약설에 영향을 받지 않았지만 영국, 일본, 한국은 지난 250여 년간 선의계약성을 고지의

무제도의 주요 근거로 이해하여 왔으나 근래 고지의무제도의 국가별 입법개혁에 따라 이를 절대적 원칙

으로 간주하기는 어려워 보임

 각국의 변화를 고려하여 우리 현실에 최적인 개정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하여 빠른 추적과 

심도 있는 분석이 계속되어야 함   

2019.10.2.

특별 기고

보험법리뷰

 요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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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변함없는 중요 과제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1), 2018년 금감원에 접수된 금융민원은 83,097건에 이른다. 이를 권역별로 보

면 보험 61.7%로 비은행, 은행, 금융투자 등 타 업권에 비하여 여전히 보험민원이 압도적이다. 

  보험분쟁은 계약의 경로 중 모든 단계에서 발생하나 고지의무를 둘러싼 분쟁은 여전히 많고 새로운 유형

의 문제가 속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은 각국에 공통된 현상으로, 각국은 고지의무제도의 개혁 없이 소

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인식 아래 입법적 개선에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

  이 글은 최근 영국, 독일, 일본 등에서의 고지의무 법제의 변화를 살펴 우리 입법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참

고하고자 한다.

2. 각국의 입법적 노력

1) 영국

가) 개정 경위

  2007년 우리 법무부 상법 보험편 개정시안에 등장하기도 했던 보험계약의 선의계약성은 그 입법적 기원

을 1906년의 MIA 제17조에 둔 것으로 오랫동안 영국 고지의무제도의 기조였다. 제17조에 이어 제18조의 

고지의무는 ‘양’당사자의 자발적 신고의무이며 보험자에겐 정보제공의무 내지 약관설명의무로 간주되어 왔

다. 그동안 영국에서는 중요사항의 판단에 경험 많은 보험기업의 주관적 판단을 중시하였고, 보험계약자의 

주관적 요건으로 중과실을 요구하는 우리와 달리 과실만 요구하였기 때문에 보험계약자는 매우 열악한 지위

에 있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이미 1957년 법률개정위원회 보고서는 이런 문제들을 암시하고 있었다.

  최근 런던시장의 위상 변화와 소비자 보호에 대한 시대적 요구에 따라 고지의무제도의 엄격성을 완화하기 

위한 자율규제 등 노력이 진행되어 왔고, 2012년 법은 기업보험과 소비자보험을 구분하기로 입법방향을 잡

았다. 개인의 거래, 영업 또는 직업과 전적으로 또는 주로 무관한 목적 아래 계약이 체결되는 소비자와 보험

회사 사이의 계약을 소비자보험으로 정의하고, 종래 소비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평가된 커먼로 룰을 

보험계약자 보호 관점에서 완화하는 입법방향을 설계한 것이다.

1) 금감원 보도자료(2019.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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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고지의무제도의 개혁

  2012년 법에서는 먼저 기업보험과 소비자보험의 구분입법을 실현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자발적 고지

의무제도를 질문에 대한 답변의무로 전환하였고 그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전부면책주의를 비례감액주의로2) 

바꾼 것도 획기적 전환이다. 

  전자는 보험자로서도 업무효율화 관점에서 볼 때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로부터의 자발적 정보제공에 따른 

위험선택은 비현실적이고 고지되는 정보도 균일하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자발적 고지의무를 보험자의 질문

에 답변할 의무로 바꾼 것이다.3) 즉, 고지의무는 보험자의 질문에 대하여 부실표시를 하지 않을 합리적 주의

를 기울일 의무이다. 

  후자의 비례감액주의는 그동안 정직하게 고지하였더라면 보험료가 조금 오르는 정도에 그쳤을 사항도 고

지의무 위반이라는 이유로 보험금 전부를 못 받게 하는 것은 보험계약자에게 가혹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

다. 2012년 개정법에서는 고지의무 위반의 효과로 종전처럼 계약의 취소를 기본으로 하되, ① 피보험자의 

의도적 또는 경솔한 위반의 경우 보험자는 의도적 또는 경솔한 위반임을 입증하여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고 이 경우 보험료도 반환하지 않으며, ② 의도적 또는 경솔한 위반이 없는 경우에는 보

험자는 계약을 해지하여 보험금지급은 거절하되 보험료는 반환하며, 보험료를 제외한 다른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보험자가 원하면 당해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할 수 있고, 보다 높은 보험료를 부

과할 계약이었다는 점을 증명하면 보험자는 비례감액방식으로 감액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되었다(제2

조~제8조).  

  고지의무 위반과 인과관계가 없는 사고에 대하여도,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우리와 같은 소위 인과관계부존재특칙이 없기 때문인데, 역시 가혹하다는 지적이 있지만 개정되지 않았다.

  한편 유전자정보의 이용 여부는 법률보다 자율규제에 일임하고 있다. 영국보험자협회(ABI)는 유전자실무규

범에서 피보험자가 유전자검사를 이미 받아 알고 있는 사항은 고지하도록 하였다. 현재까지 정부승인을 얻은 

것은 보장액 50만 파운드를 초과하는 생명보험계약에서 무도병(Huntington’s chorea)에 대한 유전자검사이다. 

  계약전발병부담보에 대하여는 이를 고지의무의 잠탈 조항으로 보지는 않으며, 금지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계약자보호 차원에서 이 조항의 남용을 제한하는 판례가 존재한다.

   

다) 평가 

2) 흔히 pro-rata principle을 비례감액주의라고 표현하지만 여기에는 ① 제대로 고지되었더라면 본래 지급하였을 보험료에 
대한 비율에 응하여 보험금을 삭감하는 비례감액원칙(프랑스보험법전 113-8조 제113-9조), ② 고지가 바르게 되었다면 
성립하였을 보험계약의 내용에 따라 보험급부를 행하는 인수기준감액주의(스웨덴 보험계약법 제6조, 오스트레일리아 보험
계약법 제28조, 독일보험계약법 제19조), ③ 과실의 정도 등 개별사정에 응하여 감액을 행하는 비율적 감액원칙(스웨덴 소
비자보험법 제30조) 등 여러 유형이 존재한다.

3) 프랑스법계와 밀접한 벨기에 보험계약법은 답변의무인 프랑스와 달리 자발적 고지의무를 고수하는 등 일부 국가는 여전히 
자발적 고지의무를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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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3.의 「2012 소비자보험(고지･표시)법(the Consumer Insurance (Disclosure and Representations) 

Act 2012(c.6)」은 영국보험법 현대화의 징표라 할 수 있다. 이 개혁은 2015년 보험법(2016. 8. 10.시행)에 

따라 비소비자보험(non -consumer insurance)에서의 고지의무 개혁 등 해상보험법 개정으로 이어졌다. 

이로써 해상보험법의 고지의무조항(제17조~제21조)과 판례에 의하여 규율되던 가계보험(소비자보험)분야의 

고지의무제도는 물론 기업보험분야의 고지의무도 보험계약자 보호라는 큰 방향에서 개혁이 마무리되었다. 

이는 EU 동향과도 부합한다. 그동안 소비자보호노력이 감독청과 사업자단체 등의 자율규제방식으로 전개되

어 실효성에 의문이 있었으나 법제화로 명확해졌다. 다만 개정내용이 완벽한 소비자보호주의라고 하기는 어

렵다. 2012년 개정법이 MIA 제17조를 명시적으로 폐지하지는 않았지만 2012년 개정법 제2조 제5항 a호는 

소비자보험계약이 최대선의계약의 하나라는 취지의 어떠한 법규칙도 개정법이 요구하는 범위에서 수정된다

고 규정하였다. 답변의무로의 전환, 비례감액주의 채택은 선의계약성의 수정에 해당한다. 그러나 제척기간을 

규정하지 않은 것, 인과관계 불필요 원칙을 유지한 것은 선의계약성의 표현이고,  최대선의는 여전히 보험자

의 행위규범이라는 시각이 존재한다.

 

2) 독일 

가) 보험계약법 개정

  1908. 5. 30.의 보험계약법을 전면개정하기 위한 보험계약법개정전문가위원회가 2000. 6. 7. 연방법무부

에 구성되어 2004. 4. 19. 개정보고서를 제출하였고 이를 기초로 연방법무부는 공청회 등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수정한 보고자 초안을 2006. 3. 13. 공표하였다. 2007. 7. 5. 연방의회 의결과 2007. 9. 

21. 참의원 결의를 거쳐, 2008. 1. 개정법이 시행되었다.

  1세기만에 이루어진 개정법은 체제를 일신하고, 내용도 시장의 변화, 과학기술발전, 유럽계약법의 진전을 

반영하였다. 유럽연합은 소비자보호의 소용돌이에 있었고 새 법도 이 흐름을 따랐다.

  개정법은 보험기술의 발전을 반영하여 보험료불가분원칙을 폐기하고, 과학기술에 따라 보험자의 정보제공

을 문서가 아닌 텍스트형식으로 제공토록 하였다.  

 

나) 고지의무제도의 개혁

  구 보험법 제1절 제2장(제16조~제34조a)에서 규정하던 고지의무와 위험증가규정은 제21조~제32조로 이

동하였고, 내용에 큰 변화가 있다.

  보험자는 고지의무 위반사실을 텍스트형식의 별개의 통지를 통하여 알려주어야 하는데, text form은 텔

레그램, 텔렉스, 델레팩스, 이메일 등 내구성 있는 전달수단으로 구두전달시 수신자의 오인을 방지하고 수신

자가 반복해서 읽을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독일민법 제126b). 고지는 계약체결 시까지 하여야 하고,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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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형식의 질문에 ‘답변할 의무’이다.4) 

  고지의무 위반의 효과도 계약자 보호측면에서 개정되었다. 즉, 단순한 전부 또는 전무원칙(Alles-oder-Nichts-

Prinzip)은 계약자의 책임을 실제로 계량하기 보다는 미필적 고의나 인식 있는 과실 등 어느 한편으로 분류해야 

하는 주관적 인식에 따라 급부를 결정하므로 가혹한 것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는데 이를 반영하였다. 악의적인 고

지의무 위반에 대하여는 보험자가 면책된다. 고의 또는 중과실 없는 고지의무 위반에 대하여 보험자의 해제권은 

배제되며 다만 1월간의 해지예고부 해약을 할 수는 있다.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거나 보험료 인상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라면 굳이 면책으로 처리하지 

않으며, 보험자의 사기는 엄중히 다루되 단순한 과실은 면책사유에서 제외 하는 등 보험계약자에 대한 비난

가능성의 정도를 보험자의 권리에 면밀히 연계하는 방향에서 개정하였다.

  보험자가 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을 알면서도 계약자가 잘못 제공한 정보에 기하여 달라진 조건으로라도 

계약체결에 나갔다면 보험계약자의 중과실을 이유로 한 보험자의 해제권 및 제19조 제3항 제2문(앞의 1개

월간 해지예고부 해약)에 의한 해지권은 부인된다. 이때에 보험료가 10% 이상 높아졌거나 고지되지 않은 사

실에 대한 담보가 배제되었을 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의 통지도달 후 1월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보험자의 권리는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안 때로부터 1월내에 행사되어야 한다

(제21조).

  보험자는 보험사고 발생 후 해지권행사 시까지 사이에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책임이 없으나 인과

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이 사기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책임이 있다. 고지의무 

위반과 사고 발생 간에 인과관계가 없을 경우에도 계약해지가 가능하다. 해지권행사기간은 계약체결 후 5년

이며 보험계약자가 고의 또는 사기적으로 고지의무에 위반한 경우는 10년이다.

  한편 독일 법원은 계약전발병부담보조항을 고지의무조항의 잠탈이라는 이유로 무효로 본다. 일본의 소수

설과 우리 금감원 분조위 조정사례(2017. 6. 27. 조정번호 제2017-9호)가 독일 판례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2010. 2. 1. 발효 독일 유전자진단법(Gesetz über genetische Untersuchungen bei Menschen: 

GenDG)의 보험관련 조항은 제18조 단 1개이다. 유전자검사 또는 분석을 실시하도록 요구하는 것 또는 ‘이

미 행하여진’ 유전자검사 또는 분석 결과 또는 데이터의 통지를 요구하는 것 또는 그러한 결과 또는 데이터

를 수령하거나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나 이미 행하여진 것의 활용은 생명보험(Lebensversicherung), 취로불

능보험(Berufsunfäigkeitsversicherung), 불가동보험(Erwerbsunfäigkeitsversicherung) 및 개호보험

(Pflegerentenversicherung)의 보험금액이 30만 유로를 초과하거나 또는 연금액이 3만 유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허용된다. 또 보험계약법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와 제47조(소위 정보의무)가 적용되는 경우에 한

하여 과거의 질병(Vorerkrankungen) 및 현재의 질병은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독일보험계약법(VVG)상 ‘정보’는 고지의무(제19조), 보험계약자의 대리인의 고지 등(제20조), 

고지의무 위반에 의한 보험자의 해지권 등(제21조), 악의의 기망에 의한 보험자의 해지권(제22조), 타인을 

4) 『정부법안이유서』는 이를 가장 중요하고 새로운 규정이라고 표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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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고지(제47조)에 관련된다.

다) 평가

  2008년 개정 보험계약법은 질풍노도와 같은 유럽연합의 소비자보호 흐름에 합류하였고, 보험단체의 이익

과 개별 보험계약자의 이익이 충돌할 경우 단체의 절대성보다는 이익형량에 의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

였다. 개정법은 연방법무부가 제시한 소비자보호 제고, 적절한 이해 조정, 생명보험의 현대화라는 목표를 이

루었다. 보험계약체결의 필수경로이고 분쟁다발구간인 고지의무제도와 관련하여 질문에 대한 답변의무로 전

환하였고 사기적 의도나 중과실에 의한 고지의무 위반에 대하여 인수기준감액원칙에 따른 해결을 도모한 제

19조와 제21조는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다만 사기적 의도나 중과실로 고지의무에 위반한 보험계약자는 

여전히 보호하지 않는다. 한편 보험계약자에 대한 보험자의 정보제공의무도 주목할 만한 것이지만(제7조) 그 

내용의 명확성에 대하여는 비판적 입장도 있다.

  계약전발병부담보는 이를 유효한 것으로 보다가 몇 건의 판결로 무효조항으로 굳어졌다. 고지의무조항의 

잠탈조항이라는 이유에서인데, 고지의무자가 불가쟁조항에 의하여 보호받는데 대하여 보험자가 불만을 갖고 

대항하여 동원한 부담보조항의 역사적 경위에는 관심이 없어 보인다. 다만 보험자의 다른 대항조항인 사기

무효주장은 인정되고 있다.  

  독일의 경우, 계약법상 신의성실(Treu und Glauben)원칙이 존재하지만 이것이 특히 보험계약법의 해석

원칙으로 강조되지는 않았고, 선의계약성은 1919년 독일 보통해상보험약관 제13조에 드러나 있는 정도였

다. 그 결과 최대선의원칙에는 관심이 없다.

3) 일본 

 

가) 개정 경위

  일본 보험법은 1899년 상법 제2편 제10장으로 제정되어 1912년 일부 개정이 있었으나 일본에서는 

2008. 5. 30. 개정(2010. 4. 1. 시행)을 ‘100년만의 개정’으로 자평하고 있다.

  ‘보험법의 현대화’란 기치를 걸고 상법 보험편을 ‘보험법’이란 법률명으로 독립하여 단행법전화하고, 재판

관규범이라는 지적을 수용하여 용어를 쉽게 바꾸어 보험제도 이용자의 행위규범으로 전환하는 등 형식을 쇄

신하였다. 내용면에서도 여러 조항을 신설하는 등 큰 변화가 있었으나 가장 치열하게 논의된 것은 고지의무 

관련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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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고지의무제도의 개혁

  법 개정을 주도한 법제심의회 보험법부회회장인 山下友信 교수는 중의원심의과정에서 고지의무제도의 개

혁을 보험계약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소개하였다.

  상법 보험편이 통칙-손해보험-인보험으로 구성되는 우리와 달리 일본 법은 대뜸 손해보험을 규정하는데 

그 내용은 대체로 1960년 우리 상법 제정 당시의 보험편의 원형이라 할 수 있었다. 

  2008년 개정법은, ① 상법에는 규정이 없었지만 질문표에 답하는 거래관행을 반영하여 자발적 고지의무

를 수동적 답변의무로 전환하였고, ② 답변할 중요사항은 질문표에서 질문한 사항으로 제한, 결국 고지할 중

요사항은 종전 상법의 ‘중요사항’ 중 질문한 사항에 한정하여 분쟁을 크게 감소시키며, ③ 보험모집인(사실상 

모집위탁관계에 있는 모든 자를 보험매개자) 등이 고지의무 위반을 권유하거나 이행을 방해하는 경우에 징

역 또는 벌금 등 형사처벌과 보험자의 손배책임 규정이 있는데 이에 더하여 보험법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

로 해제할 수 없다는 규정을 신설(방해 행위와 고지의무 위반 간에 인과관계 부존재 시는 해제가능)하여(제

28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 등) 계약유지의 민사보호를 규정하였고,5) ④ 고지의무규정 중 제척기간 규정을 

제외하고는 모두 편면적 강행규정으로 하여 우리 상법 제663조(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금지)와 유사한 

규정을 두는 등의 개정을 하였다.

  고지할 중요사항이 무엇인지는 해석에 일임(객관적 기준설이 다수설이며 판례)하고, 보험계약자의 악의ㆍ

중과실로 인한 고지의무 위반 시 해제(우리의 해지와 그 효과가 동일)할 수 있다는 전통적 견해에 대하여 과

실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도 해제한다면 보험계약자에게 조사 의무를 인정하는 것이어서 부당하다는 것

이 최근의 판례와 유력설이다. 인과관계 요건은 유지하였다.    

  일본의 경우 보험법 개정 시에 계약전발병부담보조항의 법제화가 논의되었으나, 보험상품의 담보내용에 

관한 것을 법률로 규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보류하였고 그 대신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일본생명

보험협회가 가이드라인을 작성･제시하여 실무에 참고토록 하고 있다.

  계약전발병부담보조항은 고지의무 조항과는 등장배경, 존재이유가 다르며 원칙적으로 유효하다는 것이 통

설･판례이나, 보험자가 절제력을 발휘하여 합리적으로 운용하자는 분위기가 강조되며, 아예 무효로 보자는 

소수설이 있다.  

 

다) 평가

  역사적으로 고지의무의 근거는 선의계약설에서6) 위험측정설로 바뀌는 추세이다.

  1900년 상법은 고지의무 위반인 보험계약은 무효로 하였고 1912년에 해제로 개정한 점에 비하여 보험계

약자 보호로 기울어지고 있다. 극단적으로 고지의무 폐지론도 없지 않다.

5) 손해배상은 보험계약자만 청구할 수 있는 문제점(일본 보험업법 제283조 제1항, 우리 보험업법 제120조 제1항)도 보완하였다.
6) 역사상 가장 유명한 Carter v. Bohem(1766) 3 Burr 1905.의 영향으로  1906년 영국해상보험법 제17조가 명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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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개정 시 보험법 전체를 통하여 가장 치열한 쟁점이며 다수학자의 지지를 받던 비례감액

(pro-rata) 원칙은7) 실무자들의 업무과중 등을 이유로 도입을 포기하였다.8) 인과관계 부존재 특칙은 유지

하였다.

  ‘다른 보험계약의 존부’가 고지할 중요사항인지가 치열하게 논의되었으나9) 도덕적 위험을 추측할 사항은 

보험사고발생의 위험사실로 기 어렵고 인과관계를 증명하기 어려우며 위험변경증가의 통지라 하기도 부자연

스러워 별도로 규정하지 않기로 하였다. 그 대신 법제심의회 보험법부회가 공개한 해결방안은 타보험계약의 

존재가 아주 과중하여 보험자가 계약체결여부를 좌우할 정도가 될 때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계약해

제사유로 삼되 인과관계 부존재 때문에 보험금은 지급하고(제28조, 제55조, 제86조 참조), 타보험계약의 체

결 또는 불고지가 당사자의 신뢰손상으로 당해계약존속을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다면 중대사유에 의한 

특별해약권행사 대상(해제하되 중대사유발생시부터 해제 시까지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험금은 불지급, 제30

조, 제57조, 제86조)이 되도록 하였다.

  이 해결 방안에 따르면 결국 다른 보험계약의 존부를 알릴 의무는 존재한다. 10)11) 그러나 제척기간의 존

재, 인과관계 부존재 특약, 중대사유 해제를 고려할 때 다른 보험계약의 존재는 보험사고와 무관하기에 질문할 

수 없는 사항으로 피보험자의 보험료계산에 필요한 보험위험사실을 수집하기 위한 제도라는 측면이 강조된다.

  향후 pro-rata 원칙 채용 논의가 재연될 가능성 있고, 이와 더불어 인과관계부존재 특칙 폐지론, 법제화

를 미루어둔 계약전발병부담보에 대한 평가와 대응, 유전자정보 활용 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3. 맺는 말

  위의 주요 입법례에서 보듯이 소비자 보호라는 시장의 요구와 정책방향, 과학의 발전과 기술의 진보라는 

7)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웨덴 등이 채택하였다. 이 원칙에서도 해지할 경우는 있다. 
8) 포기이유는 고지의무 이행자와의 형평성, 보험실무와 재판상 고의와 중과실 구별의 모호성, 업무처리기술상 복잡, 고지의

무 위반계약을 계약체결 시로 소급하여 시정하는 것의 정당성 여부, 소송상 입증과정서 보험자의 인수기준 노출로 도덕적 
위험 조장, 외국의 경우 해지권행사기간 무제한 사례, 재판실무상 고의인정이 드물어 보험금지급과 보험료인상의 악순환, 
보험자의 해지권조각사유나 인과관계 특칙 등 소비자보호 수준의 종합적 평가가 필요하다.  

9) 고지의무 문제로 보면 ‘보험자가 인수여부를 판단할 자료를 숨겨서는 안 된다(위험측정설)’는 입장과 ‘사행계약의 급부에 
영향을 줄 정보를 숨기는 것은 불공평한 계약이다(선의계약설)’는 관점에 모두 부합한다. 

10) 그러나 입법담당자의 의사에 구속되지 않는 판결이 등장하였다. 最高裁 2015. 2. 22. 民集62卷2号576頁.
11) 2008년 법무부 상법(보험편)개정안에는 다른 생명보험계약의 고지의무(안 제732조의3), 둘 이상의 손해보험계약의 통지

의무(안 제672조의2)가 있었다.
    우리의 경우, 보험개발원 보유 보험사고정보시스템(ICPS) 등이 2016년부터 신용정보원에서 통합 관리되고, 신용정보원

과 각 보험사 간에 IP시스템으로 연결되고(보험사직원 개인별 아이디와 패스워드 부여 안함) 보험사 시스템은 외부인터넷
과 망분리가 되었다. 신용정보원시스템은 주민등록 등 개인인식 표지로 조회가 불가능한 것으로 데이터 자동조회방식으
로 보험가입 내역, 보험금지급액 등 확인 가능하다. 보험사고정보를 명확히 확인하지 않고 계약을 채결한 보험자는 고지
의무 위반이 명백하지만 고지의무 위반사실을 알지 못한데 중과실 있어 해지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입장(서울고등법원 
2016. 4. 21. 선고 2015나2043880 판결(확정)이 더욱 일반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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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스를 수 없는 산업환경에서 각국은 고지의무제도를 보험법 및 관련 법률을 통하여 정비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보호와 같은 강한 경향성에도 요구에 불구하고 그 내용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

어 원형을 찾기 어렵다.

  자발적 고지의무에서 수동적 답변의무로의 변화는 아주 강한 추세이며, 고지의무위반의 효과로 비례감액

주의도 추세라 할 수 있다. 

  유전자정보의 고지는 일정한 제한 하에 허용하는 추세이다.

  인과관계요건의 요부는 큰 변화가 없으나, 우리의 경우 표준약관에서 삭제한 계약전발병부담보조항의 허

부는 나라에 따라 크게 다르며, 다만 보험자가 이 조항을 남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은 공통적이다.

  고지의무제도는 앞으로 계속 변화 요구에 직면할 것이 분명하다. 예컨대 보험이 전제하는 위험 단체성의 

소멸 가능성에12) 따라 보험계약의 선의성이 약화되고 있으며, 맞춤형 보험에서는 고지사항도 달라질 것이

다.13) 설계사, 대리점, 보험중개사에 의한 판매형태의 변화도14) 영향을 미칠 것이다.

  우리나라 상법 보험편의 개정, 보험업법과 약관규제법, 보험에서의 유전자정보 고지를 원천 차단한 2004

년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46조), 과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에서 

보험자와 보험계약자의 이해를 균형 있게 조정할 이상적 규제를 해나가기 위하여 보험선진국의 입법동향에 

대한 지속적이고 심도 있는 빠른 추적을 통하여 우리 법의 내용을 구축할 필요가 크다.

  보험제도가 전제하던 위험단체의 개념이 약화되고, 1766년의 Carter v. Bohem 사건 이래 지난 250여 년  

동안 여러 나라에서 크게 의심할 바 없던 최대선의의 원칙이 더 이상 고지의무제도의 이론적 지주라 하기 어

려워졌다. 현실은 보험계약자측의 약한 악의(weak bad faith)는 사실상 선의(good faith)로 간주되는 상황

이다. 최대선의나 도덕적 위험보다는 기술적 측면에서 고지의무제도의 변화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12) P2P 보험사들은 단체성보다는 개별성을 강조하는 맞춤형 위험상품을 판매하고 block chain 기술을 활용하여 개인별 처
리를 지향하여 수지상등의 원칙, 계약자동등취급의 원칙을 약화시키며, 위험측정을 위한 기법도 고지의무에 의존하기 보
다는 과학적 기술이나 통계에 의존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더리움에 기반한 P2P보험은 지인들 간의 네트워크를 기반으
로 하는 보험상품을 통하여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를 줄일 수 있는 보험모델로 보험자의 위험인수가 아닌 계약자 간 위험
분담 형태를 지향한다.

13) 공유경제, 자율주행자동차 등은 개인별 위험을 중시하지 않게 되며, 고지사항은 대폭 감소할 전망이다. 이미 보험사가 확
보한 다양한 정보를 활용하여 위험을 측정하고 텔레메틱스나 웨어러블, 스마트 홈 디바이스 기기를 활용하여 위험을 체크
하고 분석하므로 통지의무도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가능하다. 충실한 수집자료는 계약갱신이나 보험계약 부활 시 고지
의무에 대치될 가능성이 있다.

14) 전통적인 판매방식과 달리 다수 보험회사의 다양한 상품을 분석해 놓고 최적의 상품을 찾아 주는 aggregator와 가격비교
웹사이트(Price Comparison Website: PCW)는 보험업법상 보험중개사와 그 법적 지위가 유사한데 그들은 고객의 정확
한 입력정보를 기초로 가격을 산출하고 최적의 보험상품을 탐색하고 몇 개의 정형화된 사정만 입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위험인수에 대한 판단은 여전히 이들이 연결해주는 보험자에게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고객입력정보를 실시간 보험자와 
공유하며 계약체결을 유도하는 기업의 영업활동은 고지사항의 수령 및 위험선별 기능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자동차
보험가입 희망자가 휴대전화로 차량번호판을 찍어 보내면 빅데이터와 IoT를 통해 필요한 고객정보를 수집･분석하여 위험
인수를 결정하고, 고지할 사항을 없애거나 줄이는 것 등이 그 예이다.

특
별
 기

고

특
별
 기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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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의된 보험업법 개정안 현황 

백영화 연구위원

제20대 국회(2016. 5. 30. 임기 개시)에서 발의된 보험업법 개정안은 총 58건이며, 그 중에서 11건이 처리

되고 현재 47건이 국회에 계류 중임. 최근에는 보험업 겸영 제한, 보험회사의 금리인하요구권 설명의무 위반

에 대한 과태료 부과 대상, 외화자산에 대한 자산운용 한도 규제 완화, 의료자문 결과 등의 고지에 관한 보험

업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음

 보험업 겸영 제한 관련 신상진 의원 발의 보험업법 개정안(2019. 7. 26. 발의, 의안번호 2021684)    

 현행 보험업법에 의하면 생명보험업과 손해보험업의 겸영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3보험의 보험종목에 부가되는 보험에 대해서는 겸영이 가능함

- 이에 따라 현행 보험업법 시행령 제15조는 손해보험회사가 판매할 수 있는 질병사망 담보에 대하여, 

질병사망을 제3보험의 특약 형식으로 담보하는 보험으로서 ① 보험만기는 80세 이하일 것, ② 보험

금액의 한도는 개인당 2억 원 이내일 것, ③ 만기 시 지급하는 환급금은 납입보험료 합계액의 범위 

이내일 것이라는 3가지 요건을 충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본건 개정안은 손해보험회사가 판매할 수 있는 질병사망 담보의 기준에 대해서 시행령이 아니라 법에서 

직접 정하도록 하면서, 그 요건으로, 질병사망을 제3보험의 특약 형식으로 담보하는 보험으로서 ① 보험

금액의 한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일 것, ② 만기 시 지급하는 환급금은 납입보험료 합계액의 

범위 이내일 것이라는 2가지 요건을 충족하도록 규정함1)

현행 개정안

제10조(보험업 겸영의 제한) 보험회사는 생명보험업과 손
해보험업을 겸영(兼營)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종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생  략)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3보험의 보험종목
에 부가되는 보험

제10조(보험업 겸영의 제한) --------------------
------------------------. ---------------
---------------------------------.
1.⋅2. (현행과 같음)
3. 제3보험의 보험종목에 부가되어 질병을 원인으로 하는 
사망을 특약 형식으로 담보하는 보험으로서 다음 각 목의 

1) 신･구조문대비표는 아래와 같음

2019.10.2.

보험법 동향

보험법리뷰

 요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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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의하면 손해보험회사가 판매할 수 있는 질병사망 담보의 요건 중에서 보험만기에 대한 제한이 

폐지되는 효과가 발생함

 금리인하요구권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대상 관련 고용진 의원 발의 보험업법 개정안(2019. 7. 29. 

발의, 의안번호 2021708)   

 2018. 12. 11. 보험업법 개정으로 금리인하요구권 관련 규정이 신설되었고, 이를 위반할 경우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였음

- 금리인하요구권은 보험회사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가 재산 증가나 신용평가등급 상승 등 신용

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2) 보험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는 권리이며, 보험회

사는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위와 같은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 알려야 함(보험업법 제

110조의3)

- 당시 보험업법뿐만 아니라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은행법에도 각각 금리인하요구권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규정이 신설되었음

 그런데 상호저축은행법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은 금리인하요구권을 알리지 아니한 상호저축은행 및 여신전

문금융회사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보험업법은 보험회사의 임원에게 과태료를 부과

하도록 하고 있음

- 이에 금리인하요구권을 알리지 않은 경우 보험회사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임3)

 외화자산에 대한 자산운용 한도 규제 완화 관련 유동수 의원 발의 보험업법 개정안 (2019. 8. 23. 발의, 의안번호 

2022087)

 보험업법은 보험회사가 특정 자산에 편중하여 투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산운용 비율 규제를 하고 

있음(보험업법 제106조)

 본건 개정안은 이 중에서 외화자산에 대한 자산운용 비율 규제(외국환이나 외국부동산의 소유가 보험회

현행 개정안

요건을 갖춘 보험
가. 보험금액의 한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
일 것
나. 보험 만기 시에 지급하는 환급금은 납입보험료 합계
액의 범위 이내일 것

2) 개인이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취업, 승진, 재산 증가 또는 신용평가등급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인이 아닌 자(개인사업자를 포함한다)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재무상태 개선 또는 신용평가
등급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함(보험업법 시행령 제56조의3)

3) 한편 현행 은행법도 은행의 임직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에 고용진 의원은 은행법에 대해서도 은
행의 임직원이 아니라 은행을 대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자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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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총자산의 일정 비율 이하여야 함)를 완화하려는 것임(현행 30%에서 50%로 상향 조정)4)

- 보험회사의 금리 리스크 관리를 위해 해외 자산에 대한 투자 필요성이 있으며, 외화자산 자산운용 

비율 규제가 완화되더라도 RBC 제도를 통해 보험회사의 건전성 감독이 가능하다는 것임

 의료자문 결과 등의 고지 관련 전재수 의원 발의 보험업법 개정안(2019. 8. 28. 발의, 의안번호 2022140)

 의료사건과 관련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 심사를 함에 있어 의료자문을 받는 경우가 있음

 이처럼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과 관련하여 의료자문을 받은 경우, 보험회사는 ① 의료자문에 응한 사람의 

성명과 ② 소속기관 및 ③ 의료자문의 결과를 해당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주도록 

의무화하고 이의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을 신설하자는 것임   

- 보험회사가 의료자문 결과에 따라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의료자문에 응

한 자문의의 성명과 소속기관, 자문결과를 알리도록 함으로써5) 의료자문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

하자는 것을 개정안의 취지로 밝히고 있음 

현행 개정안

▪ 동일 개인･법인 신용공여 : 총자산 3%
▪ 동일 개인･법인 주식․채권 : 총자산 7%
▪ 동일 차주 신용공여+채권･주식 소유 : 총자산 12%
▪ 동일 개인･법인 등 거액 신용공여 : 총자산 20%
▪ 대주주･자회사 신용공여 : min(총자산 2%, 자기자본 40%)
▪ 대주주･자회사 주식･채권 : min(총자산 3%, 자기자본 60%)
▪ 자회사 신용공여 : 자기자본 10%
▪ 부동산 : 총자산 15%   
▪ 외국환 : 총자산 30%
▪ 파생거래 위탁증거금 : 총자산 6%

▪ (존치)
▪ (존치)
▪ (존치)
▪ (존치)
▪ (존치)
▪ (존치)
▪ (존치)
▪ 폐지
▪ 폐지
▪ 폐지

4) 참고로, 2017. 5. 23. 정부가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의안번호 2006986)은 보험회사 자산운용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하
여 외화자산 소유 한도, 부동산 소유 한도, 파생상품에 대한 투자 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정부 발의 보험업법 개정안에 의한 보험회사 자산운용 한도 규제 개정 내용> 

5) 참고로, 현행 보험업법령상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보험업법 제95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의2). 또한 보험회사별로 의료자문을 받은 병원명, 
자문과 및 자문건수를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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