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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세계 각국은 보험사기방지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기로 인한

손실금액이 전체 보험금의 1∼15%에 이른다. 미국 전미보험범죄국

(N ICB : N ational In su rance Crim e Bureau)에서 손해보험 산업의 사기

규모를 200억불에서 2001년 300억불로 확대, 발표하는 것을 보아도 그

규모가 증가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보험사기로 인한 문제의 심각성이 이제 우리 사회에도 그

위험수위를 넘고 있다. 최근의 보도에 따르면, 매년 약 5,000건(관련 금

액 약 300억원)의 보험사기를 적발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보

험사기의 은닉성 등을 감안하면 실제 손실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보험계약의 사행계약성과 계약자의 역선택 등이 사기적 행위의 결과

로 나타나는 보험사기는 점차적으로 사회문제화되고 있으며, 보험회사

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즉, 보험사기는 보험회사 내부적인 경영상의 손

실문제 뿐만 아니라, 개인의 윤리적, 도덕적 범죄성향을 자극하게 되고

이에 따른 사회적 차원의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

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보험의 모럴해저드를 줄이기 위한 조직적이고 체

계적인 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였다. 최근 들어 보험회사, 감독당국

차원에서 보험사기방지대책을 마련하고, 관련 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구

축하는 등의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초기단계이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보험산업의 보험사기관리 시스템의 구축·강화

시 참조할 수 있고, 효율적인 사기관리 및 감독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본 연구는 해외 유수보험사의 방문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정리하여

소개하고, 아울러 국내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국내 보험산업의 사기관리실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따라서, 본 연



구는 국내 보험사기관리실태 파악에 있어서 현장에 가장 근접한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각 보험회사 기획조사부, 손해사정팀

(보험금지급심사팀), 보험사기특별조사팀(SIU : Sp ecial Investigation

Unit)·사기전담조직 관련 담당자들의 도움을 받았다. 모든 분들의 성

의있는 도움과 격려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바이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담당자(안철경·조혜원·김경

환)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 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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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Ⅰ . 서론

－ 본 연구는 보험제도의 역기능적인 측면을 악용한 보험사기가 점

점 그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는 상황에서 보험사기와의 전쟁을 선

도하는 보험회사 및 정책당국의 효율적인 사기관리 및 감독을 위

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으며, 구체적

인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첫째, 국내 보험산업의 보험사기관리 시스템의 구축·강

화시 참조할 수 있는 해외 선진사례를 소개하고,
둘째, 국내 보험회사의 보험사기관리실태 및 추진전략을

분석, 이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함.

Ⅱ . 선진 보험사의 보험사기관리 실태

□ State Farm 보험회사

－ State Farm사에서는 대내외적 보험사기방지 중점 추진전략을 수

립, 실행하고 있음.

－ 또한, 보험사기방지를 위한 기본방침하에 보험사기특별조사팀

(SIU)을 설치하여 미국, 캐나다 등에 약 190개, 1,400여명의 직원

을 두고 있음.



State Fa rm社의 보험사기방지 추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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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ubb 보험회사

－ Chubb사는 보험사기에 대해 '무관용의 철학 (a ph ilosophy of

zero tolerance)'을 고수함.

· 즉, 어떠한 사기성 클레임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것이며, 협상도 하지 않는다는 방침으로 보험사기에 대처함.

－ 보험사기방지를 위해 ① 클레임 담당직원의 교육, ② 보험사기

신고과정에 있어서 대리점, 중개인 지원, ③ 법집행기관과 제휴

등을 추진하여 왔으며, 회사의 최고경영진은 소비자, 대리점 및

중개인, 주주, 회사 직원 및 지역사회를 위해 보험사기에 적극

대처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방침으로 정하고 있음.

□ Cou ntry 보험회사

－ Country사의 보험사기에 대한 기본 전략은 특별한 혹은 예외적인

조사기법이 필요한 사기혐의성 클레임을 적발, 조사, 해결하기 위

해 클레임 관리자 및 직원에게 수준 높은 조사지원서비스를 제공

하고 전문기술(기법) 및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임.



Country보험사 S IU의 활동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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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국내 보험사기관리 실태 분석 및 시사점

－ 국내 보험사기관리 현황 파악을 위해 국내 생손보사를 대상으로

한 보험사기관리 Best Practice & Tem plate 조사 를 실시하였음.

□ 보험사기관리 현황

－ 보험사기는 사회정의 차원에서 반드시 척결하여야 하는 중범죄이

며, 심각한 반인륜적 범죄행위로서, 보험회사의 경영수지를 악화

시키는 주요한 요소일 뿐만 아니라, 보험의 본질을 해칠 우려가

있어 건전한 보험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해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것으로 인식함.

－ 그러나, 국내 보험회사의 사기관리실태는 대체적으로 미흡함.

보험사기관리실태(시행비율)



□ 보험사기특별조사팀 (SIU)

－ 대부분의 보험회사에서 인력 및 예산의 부족 , 회사규모상 별도 조

직은 비효율적임 등의 이유로 독립된 SIU를 설치하지 않고 있음.

－ 그러나, 미설치회사의 약 53.4%에서 향후 SIU 설치를 계획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회사내 사기관리전담조직의 필요성이 높게 인

식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보험사기관리 전략

－ 기존의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대한 활용도 조사 결과, 상당히

높은 활용도를 보이고 있으나, 시스템의 중복 및 사용절차 등의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이에 대한 보완이 요구됨.

－ 국내 보험회사들은 보험사기에 대처하기 위해 특별히 고안된 데

이터베이스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특히, 약 97%의 회사에서 동종 보험업계의 계약사항 및 사고에

대한 정보 뿐만 아니라, 공영보험 및 유사보험 등 보험전반에

관한 통합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구축을 요구하고 있음.

－ 보험사기관리의 효율성이 높거나, 시급한 것으로 예상되는 전략

으로는 조사전문인력 양성(87.9%) , 보험사기방지정책 시행

(84.9%) , 전사적 인식공유 및 지원시스템 구축(75.8%) 의 순으로

조사되었음.

－ 이러한 조사 결과는 향후 보험사기관리 전략 수립시, 전담조직,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개선(통합)된 DB시스템 및 통합 보험사기

DB시스템을 활용함으로써 조사의 실효성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

며, 정부차원의 보험사기방지정책 수립 및 지원이 수반되어야 함

을 시사함.



□ 감독 및 법제 관련

－ 일반 대중에게 보험사기에 대한 경각심을 나타낼 수 있는 방지대

책으로는 보험사기범에 대한 조사·처벌 강화 가 가장 높게 나

타났음.

보험사기방지대책의 효과성

－ 약 87.9%의 보험회사에서 보험사기와 관련된 법적체계를 재정비

함으로써 보험사기에 대한 법률적 규제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음.

－ 또한, 국내 보험회사들은 보험사기관리 감독 및 정부지원 에 대

하여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Ⅴ . 결론

－ 보험사기는 중대한 사회적, 국가적 경제범죄일 뿐만 아니라, 보험

회사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할 수 있음.

－ 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보험사기관리 선진사례 조사, 국내 보험회사

의 사기관리실태 파악 등을 통하여 보험회사, 정부 및 감독당국의

효과적인 사기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하였음.

－ 향후 이러한 보험사기관리 방안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는 구체적인 전략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연구와 조사가 이루어

져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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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Ⅰ . 서론

우리나라에서 보험사기와 관련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1990년대 중반 이후라고 할 수 있다. 특히 IMF이후 경기침체와 더불어

보험사기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에 부응하여 학계와 보험업계 등이

중심이 되어 보험사기(범죄) 관련 세미나의 개최 등 많은 관심과 더불

어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기존의 보험사기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우선 조해균(1995)의 연구

를 들 수 있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보험범죄에 관한 본격적인 연

구의 시초이자 대표적인 연구로, 보험범죄의 발생원인, 효율적 관리방안

및 방지대책에 관한 포괄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후의 실무전문가

및 연구자들, 예를 들면 조수웅(1997), 최성림(1998), 내남정(1998) 등의

연구에 유익한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하였다.

그 후 보험사기에 관한 연구는 보험종목별 사례 현황(특히 자동차보

험 중심) 및 분석연구를 통한 실무적 사례연구가 수행되었는데 이러한

연구는 김철영(1996), 김영중(1998) 등에 의해 수행되었다.

또한, 김광룡(1996), 김헌수(1999, 2000)는 보험사기 적발모형에 관한

실증연구를 수행하여 AH P 및 퍼지이론을 이용한 보험사기 조기적발을

위한 예측모형의 기본틀을 제공하였고, 안철경·박일용(1999a, 1999b),

안철경(2000)은 미국제도를 중심으로 보험사기방지에 대한 제도적 측면

을 연구하였고, 보험사기 성향 및 규모를 추정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최근에 모럴해저드와 관련한 이론적 연구로서 이윤호(2000), 지홍민

(2001)이 있으며, 특히 지홍민(2001)은 보험사들이 보험계약을 통하여

사전적으로 계약자들의 보험사기 인센티브를 줄일 수 있다는 연구를 수

행하였다.

반면, 보험사기지표 및 효과성을 중심으로 하는 실증분석은 주로 미

국에서 진행되었다. 대표적인 연구로는 Weisberg & Derrig에 의해 수

행되었는데, 이들은 1985년부터 1989년 사이에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

1



손해에 관한 실증분석(1991, 1992)1), 사기지표와 혐의정도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1997) 등 자동차보험과 관련한 다양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

다. Colqu it an d H oyt (1997)는 생명보험에서 보험사기를 실증적으로 분

석하였으며, H oyt, Mu stard an d Pow ell(2001)은 자동차보험을 중심으로

보험사기법률의 효과성에 관한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는데 특히, 이들은

보험사기 인프라로서 만들어진 6개의 법률2)이 보험사기의 발생률에 영

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미국의 州別 자동차보험 데이터(1988-1999)를

사용하여 패널분석을 실시하였다.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보험사기제도 및 지표의 실효성과 관련한 실증

분석 연구가 매우 빈약한 실정이다. 그 이유로는 첫째, 보험사기 실증분

석은 보험사기에 대한 인식 및 제도적 대응에 대한 인프라가 어느 정도

구축된 상태에서 그 경험치의 효율성 등에 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하

나, 국내의 경우 아직까지 보험사기에 대한 대응 수준이 초보적인 단계

로서 그 필요성이 크게 부각되지 않았다. 둘째, 보험사기 실증분석을 위

한 기초통계 데이터가 집적되어 있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3)

본 연구는 보험제도의 역기능적인 측면을 악용한 보험사기가 점점

그 심각성이 더해가고 있는 상황에서, 보험사기와의 전쟁을 선도하는

보험회사 및 정책당국의 효율적인 사기관리 및 감독을 위한 가이드라인

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4)

1) 이 연구에서 보험사기적(frau dulent)의 의미는 보험사기나 보험전문인들에게

개인의 경험과 지식, 인식 등에 따라 대단히 주관적이며 따라서 명확하게

보험사기라고 해석할 수 있는 사례에 비하여 의심은 가지만 확실하지 않은

회색지대에 있는 사건이 대부분이라는 것을 지적하였다.
2) 보험회사의 구비요건(3개)으로서 Frau d Warning, Insurer Rep ort, SIU 및

Frau d Plan, 당국의 구비요건(3개)으로서 중죄처벌(Felony), 보험사기국의 설

치(Bureau) 및 허가증 보고요건(License Report)이다.
3) 국내의 경우 2001년 6월부터 보험개발원에서 처음으로 전 보험사의 보험사

기 관련 사고자료의 집적을 하기 시작하였다.
4) 본 연구에서 보험사기의 개념은 고의적·악의적인 경성보험사기(hard fraud)뿐

만 아니라 합법적 클레임을 과장·확대하는 연성보험사기(soft fraud)를 포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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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궁극적으로 본 연구는 보험산업의 건전성, 보험회사의 수익성 제고

및 당국의 효율적인 보험사기감독을 수행하기 위해 첫째, 국내 보험산

업의 보험사기 관리시스템의 구축·강화시 참조할 수 있는 해외 선진사

례를 소개하고, 둘째, 설문조사를 통한 국내 생손보사의 보험사기관리실

태를 분석, 그에 따른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으로 전개한다.

우선 해외 보험사의 선진사례 분석은 현지 보험사를 직접 방문하여

얻은 주요 보험사의 보험사기 조사 및 업무매뉴얼, 보험사기특별조사팀

(SIU : Sp ecial Investigation Unit) 직원들과의 인터뷰 등을 기초로 하여

서술하였으며, 국내 보험사의 보험사기관리업무 실태는 국내 33개 생손

보사별 설문자료를 토대로 분석 및 평가하였다.

는 것으로 이해한다. 구체적으로는 보험사기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이

보험금 편취를 목적으로 ① 고의로 보험사고를 발생시키는 경우, ② 실제

보험사고가 발생되지 않았거나 다른 원인에 의한 손해를 보험사고로 위장하

는 경우, ③ 계약체결의 시기를 사고발생전으로 소급시키거나 사고발생의

시기를 계약체결 후로 조작하는 경우, ④ 기왕증, 직업 등의 중요한 사항을

은닉하고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보험사고의 결과를 현저하게 위장하는 경

우, ⑤ 기타 부당하게 보험계약에 따른 급여 기타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

를 포함한다. 박일용·안철경(1999 b), pp .4-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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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선진 보험사의 보험사기관리 실태5)

1. S tate Fa rm 보험회사

가. 개황

State Farm사의 보험사기에 대한 방침은 내부적으로는 보험사기에

대한 대내적 인지도를 확산하고, 보험사기 방지활동 프로그램의 개발

및 다양한 대응전략 실행에 주력하는 것이다. 이를 기본으로 회사는 직

원 및 기타 관련종사자들을 지원하여 정당하지 않은 클레임 등 보험사

기를 방지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수행한다.6)

외부적으로는 보험사기와의 싸움은 대중적(공적) 지원을 필요로 한

다는 점을 중요시함에 따라, 보험소비자, 입법 및 법률개정자, 법 집행

기관, 보험사기 관련기관 등과 공동으로 보험사기 적발 및 억제 환경을

조성하는데 전사적 차원의 많은 자원을 투자하고 있다.

이와 같은 회사차원의 대내적 보험사기방지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서는 폭넓은 지원과 협력이 요구된다. 보험사기와의 전쟁은 현명한 소

비자의 합리적 선택에 의해 허용되거나 관용되는 단순한 경제적 측면의

인정행위가 아니라, 형사적 범죄행위로 다루어져야 할 범법행위로서 다

수의 선량한 사회 구성원에게 해가 된다는 사실을 인식할 때에 성과를

5) 이 장은 금융감독원과 보험개발원은 공동으로 수행한 『보험사기관리 Best
Practice & Template(2001.12) 보고서』에서 발췌하였다. 동 보고서는 보험개

발원,『보험사기 Best Practice & Template 해외출장보고서(2001.11.13∼
11.21)』(내부자료)와 「보험회사 대상 보험사기관리 설문조사 및 분석」자

료를 기초로 하여 작성되었다.
6) 이러한 보험사기에 관한 방침, 구체적 실행전략 등은 회사 웹사이트

(http :/ / www .statefarm .com)를 통해 공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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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보험사의 보험사기관리 실태

기대할 수 있다.

<그림 Ⅱ-1> S tate Fa rm사의 보험사기방지 추진방향

내부적 추진전략

외부적 추진전략

Data·정보시스템 구축

전담조직(S IU) 설치·지원

교육·훈련프로그램개발

공공적 인지도 활동

법률(안) 제정 지원활동

법집행 지원활동

전사적
사기방지

노력

대중적
인지도
확산

State Farm사는 이러한 기본방침하에 보험사기전담조직인 보험사기

특별조사팀(SIU : Sp ecial Investigation Unit, 이하 SIU라 한다)을 설치

하여 미국, 캐나다 등에 약 190개, 1,400여명의 직원7)을 두고 있다.

SIU는 보험소비자 사기(Con su m er Frau d)클레임만을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회사 사기(In su rer Frau d), 보험대리점 사기(Agency Frau d),

보험계약사기(Application Frau d) 등 모든 종류의 보험사기를 취급한

다.8) State Farm사에서 중요하게 취급하는 보험사기의 유형을 보면 다

음과 같다.

보험소비자 사기(Cons ume r fra ud)

－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로에 대해 거짓 진술하는 행위

－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이미 손해가 존재하고 있었던 경우

7) 이는 전체 클레임 종사자의 3~3.5%에 해당한다.
8) State Farm사의 SIU 조사자와의 인터뷰에 따르면 2000년 기준 사기누수금액

은 총 8억 달러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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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의 주요 운전자라고 기재한 자가 실제로 21세미만인 경우

－ 과거 사고경력, 교통위반 경력, 보험금청구, 계약 해지 또는 비갱

신, 의료 또는 장애 경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 도난된 물건을 거짓 보고하거나, 실제로 도난된 물건보다 값을

높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 상해를 입은 후에 의사, 변호사와 협의하여 보다 많은 보험금을

받기 위해 오랫동안 회사를 쉬는 경우

보험회사 사기(Ins ure r fra ud)

－ 보험회사 직원이 의사 또는 차량수리공장으로부터 뇌물을 제공받

고, 보험회사를 기만하는 경우

－ 보험회사 대리점이 보험계약자로부터 받은 보험료를 회사로 이송

하지 않고, 계약자가 클레임 청구를 하지 않기만을 희망하는 경우

－ 허위 보험회사를 설립하여 선량한 소비자로부터 보험료 갈취, 보

험금 지급은 하지 않는 경우

나. 보험사기 조사

1) 보험사기지표

보험사기 조사착수에 있어 가장 중요한 단서 및 조사기준은 보험사

기지표(Frau d in dicator)이다. State Farm사는 회사가 개발한 독자적인

보험사기지표는 없고, 대부분의 보험회사와 마찬가지로 전미보험범죄국

(N ICB : N ational Insurance Crim e Bureau)에서 개발하여 제공한 보험사

기지표를 활용한다.9) N ICB에서 제공되는 보험사기지표는 다음과 같다.

9) NICB의 보험사기지표를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사기지표의 객관성

(objectivity)을 확보하고 향후 발생할 수도 있는 소송에 대비하기 위함이다.
예를 들면 회사가 자사의 클레임 데이터를 가지고 보험사기지표를 개발할

경우 지역·성·인종 등의 단체로부터 소송이 제기될 소지가 있으며, 이 경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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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물보험 사기지표(Ind icators of Prop erty Frau d)

· 재난보험 사기지표(Ind icators of Casu alty Frau d nom adic)

· 근재보험 사기지표(Ind icators of Workers' Comp en sation Frau d)

· 자동차 도난 사기지표(In dicators of Vehicle Th eft Frau d)

· 자연재해보험 사기지표(Ind icators of Catastrop he Frau d)

· Ind icators of Rental Frau d

· 보험계약사기(Ind icators of Application Frau d)

· 근재보험 보험료 사기(Indicators of Workers' Compensation Premium Fraud)

· Ind icators of N om adic Grou p Activity

2) 조사지원 도구

State Farm사의 SIU 조사자는 사기혐의성 사건의 조사시 내부적으

로 규정되어 있는 도구상자(Tool Box)를 활용한다. 도구상자는 일종의

사기혐의성 클레임을 처리하는 절차(내부규정)로서 모든 클레임에 대해

적용하며 사건별로 변형하여 활용하고 있다. 이는 조사자에 따라 접근

방법은 상이하겠지만 일단 사기혐의성 조사를 위해서는 메뉴얼에 따라

동일한 절차를 적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사기혐의성 파악 및 보험사기범 적발을 위한 전문시스템, 예를

들면 스코어링 시스템(Scorin g System ) 혹은 사기적발자동화시스템 등

은 아직까지 활용하고 있지는 않다.10) 동 시스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확성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함에 따라, 현재 상태에서 이러한

전문시스템이 SIU의 전문조사자를 대체하기에는 곤란하고, 단지 보조적

인 역할만을 수행할 것이라 간주하고 있다.

전문시스템과는 달리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은 ISO와 N ICB의 데이터

우 회사의 이미지 손상은 물론 소송에서 패할 경우 경제적 손실이 우려되

기 때문이다.
10) 이러한 시스템은 기술의 발달에 따라 활용가능성이 점차적으로 높아지고,

그 필요성 또한 요구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손해보

험회사의 경우 현재는 사용하지 않으나 향후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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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스를 혼합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활용도가 매우 높은 편이다. 회사

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활용을 위해 데이터마이닝 기술과 기관간 및

회사간 상호협조를 위해 노력한다. 데이터베이스는 특정인이 혐의성 클

레임과 관계되었을 경우 확인이 가능하고, 사고요인(factor)의 발견에 사

용할 수 있다. 그러나 혐의성 클레임인지의 여부는 결국 전문 조사자가

판단하여 결정을 내리게 되며, 컴퓨터는 정보만 제공할 뿐 일정한 한계

가 있다.

3) 보험사기전담조직(S IU)11)

SIU의 핵심업무는 사기혐의성 클레임에 대한 조사업무이며, 그 외에

일반 보상 부서의 교육, 훈련 등을 중요한 업무로 취급하고 있다.

보통 일선 보상 부서의 클레임 중 복잡한 사건이나, 사기혐의성 클

레임 등은 SIU로 이송하게 되며, 이송기준(referral criteria)은 주로 보험

사기지표를 활용하여 보상직원이 결정하게 된다. SIU의 조사업무는 법

혹은 보험약관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수행하게 되어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12) 예를 들면 손해보험의 경우는 자료제출요구권, 조사협조요청권이

있는 반면, 생명보험의 경우 동 권한이 없어 조사시 애로사항이 있다.13)

11) 미국의 SIU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안철경·박일용, 『보험사기 적발 및 방

지방안』, 보험개발원, 1999.11. 참조

12) 예를 들면 회사간의 자료교환의 경우 독과점법의 규제를 받아 가격정보(
cost information)를 위한 것은 가격조작의 우려가 있어 불법이지만 사기방

지를 위한 정보활용 목적에서 자료교환을 하는 행위는 적법한 것으로서 법

으로 일정한 절차를 요구하고 있다. 통상 진술서·사진 등의 경우 회사간

공유가 가능하다.
13) 자동차보험의 약관중 사고발생시 피보험자의 보험조사 협조의무

What to do In Case of Accident or Loss :

ⓐ cooperate with us in the investigation, or settlement or defense of
any claim or suit ;

ⓑ promptly send u s copies of any notices or legal p apers received in
connection with the accident or loss ;

ⓒ submit a sw orn proof of loss when required by u s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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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e Farm사의 SIU는 사기조사시 거짓말 탐지기를 사용하지 않는

다. 그 이유는 대체적으로 동 기구가 신뢰성에 문제가 있고, 주별로 상

이하지만 미국의 법원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SIU의 조사직원에 대한 금전적인 인센티브는 제공하지 않는 것을 원

칙으로 한다. 조사직원들에 대한 경제적 인센티브는 보험사기 방지에 경

쟁적으로 작용하여 오히려 고객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투입대비 산출을 공정하고 정확하게 측정

하여야 하나 SIU 업무 특성상 계량화가 곤란한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SIU의 조사활동은 주보험청(주보험사기국) 혹은 검찰, 경찰의 조사활

동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 SIU는 보험사의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 부당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부당하게 지급된 보험금을 환수(recovery)하

는데 그 목적이 있다. 반면, 당국의 보험사기 조사는 사기범의 형사처벌

을 위한 조사(crim inal investigation), 사회적 안정성 추구 등에 주목적

이 있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는 사기조사과정에서 SIU가 수집한 광범

위한 자료를 보험사기국 또는 경찰에 제공할 의무가 있다.

다. 보험사기 방지활동

State Farm사에서는 SIU 설치 및 지원 외에 1993년부터 방화범을

체포하기 위한 131마리의 방화견(arson dogs)의 훈련 및 조련사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보험사기 신고센터(h otline)를 설치

하여 일반 소비자가 사기성 클레임을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수신자부

담전화를 운영한다. 그 밖의 보험사기 방지활동으로 비영리조직인 전미

보험범죄국(N ICB)을 지원하고, 일리노이주 보험사기 Task Force의 대표

로 활동하며, 대중의 경각심 고취를 위한 사기방지 교육 및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 do whatever else is required in the Section of the policy which
provides coverage for the loss, damage or inj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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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State Farm사는 일반대중이 보험사기 방지에 참여할 수 있도

록 다음과 같은 활동을 권장하고 있다.

－ 모든 보험사고 및 손해를 보고함. 특히, 증인의 설명은 보험사기

판명에 도움이 될 것임.

－ 사고 발생시 관련자(가해자, 피해자, 제3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

호, 운전면허증 번호, 차량등록번호, Social Secu rity Card 번호

등을 기록함.

－ 사기를 조장하는 형태(유형), 사기 가능성이 있는 행위를 경계함.

예를 들어, 의사 또는 변호사가 금전적 이익 취득을 제안하거나,

정비공장에서 실제 손해보다 부풀리는 경우 등임.

－ 조사에 착수하면서부터 체포 또는 기소까지 철두철미하게 관계당

국에 보고토록 함.

－ 병원, 기타 의료기관으로부터의 영수증을 꼼꼼히 검토하여 처방

받은 모든 진료서비스를 확인함.

－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지급 정보를 검토하여 의료서비스, 의료기

관 및 날짜가 정확히 기재되었는지 확인하고,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회사로 연락함.

－ 의료보장(Medicare)의 피보험자이면서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의료보장 사기신고센터(Medicare Frau d H otlin e)로 신고함.

최근 들어 미국의 보험소비자들은 보험사기비용이 증가됨에 따라,

보험회사로 하여금 보험사기 문제의 해결에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회사에서는 아무리 사기혐의가 의심된

다 하더라도 명백한 증거가 없으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을 것

이다. 보험회사가 독자적으로 보험사기의 문제를 해결하는데는 한계가

있게 마련이다. 따라서 보험사기에 대처하기 위하여 State Farm사를 비

롯한 많은 미국의 보험회사들은 보험사기방지협회(CAIF), 전미보험범죄

국(N ICB), 전미건강보험사기방지협회(N H CAA)14) 등의 기관들과 다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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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협력을 한다.

2 . Chubb 보험회사

가. 개황

Chubb사는 보험사기에 대해 무관용의 철학(a ph ilosophy of zero

tolerance)을 갖고 있다. 즉, 어떠한 사기성 클레임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것이며, 협상도 하지 않는다는 확고한 방침을 갖고 보험

사기에 대처한다. 보험사기를 경제적이 아닌 도덕적 관점에서 다루어,

보험사업의 핵심가치를 저해하는 불법적인 행동으로 이해한다. 따라서

사기성 클레임의 지급을 막기 위해 보다 많은 비용이 투입된다 하여도

그 비용을 기꺼이 감수할 것이라는 방침을 수립하고 있다.

보험사기로 인해 보험회사는 재정적으로 압박을 받게 되며, 동시에

선량한 소비자는 사기성 클레임으로 보다 많은 보험료를 지출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인식한다. 이에 따라 회사는 수년동안 보험사

기를 구분(확인)할 수 있도록 클레임 담당직원을 교육시키고, 보험사기

신고 과정에 있어서 대리점, 중개인을 지원하며, 보험사기건을 기소하기

위해 법 집행기관과 제휴해 왔다. 특히 회사의 최고경영진은 소비자, 대

리점 및 중개인, 주주, 회사 직원 및 지역사회를 위해 보험사기에 적극

대처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방침으로 정하고 있다.

14) 건강보험사기방지협회(NH CAA : N ational Health Care Anti-Frau d
Association)는 1985년 교육, 훈련 및 연방정부, 주정부 차원의 입법문제에

공조 등을 통해 건강보험사기의 적발, 조사, 민사 및 형사소송을 증진시키

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동 협회에는 민영보험회사, 자가보험기관, 의료기

관 및 독립손해사정전문회사, 연방 및 주의 법집행기관 등이 회원으로 가

입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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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보험사기 조사

1) S IU 조사 가이드라인

Chubb사의 SIU지침서에 따르면 SIU의 주요 업무를 크게 다음의 7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① 클레임의 확인과정

② Sp ecial In dex 검토

③ 보험사기국(IFB)으로의 이송

④ 법집행기관과의 연계

⑤ 피보험자 및 증인 조정, 화해

⑥ 변호사 등을 포함한 전문가의 고용 및 관리

⑦ 전반적인 조사, 사건 및 손해의 확인과 전략에 대한 책임

이와 비슷하지만 현업 보상부서(손해사정인)의 주요 업무로 나열하

고 있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사기지표(red flags)의 인식

② SIU로의 이송

③ 서류작성, 보고

④ PILR 보고

⑤ 담보범위의 확인

⑥ 물리적 조사

⑦ 손해의 범위 구분

⑧ Unfair Claim s Acts의 준수

⑨ 변호사 등 전문가 고용 및 관리

⑩ 조정 및 화해

현업부서(보상 혹은 언더라이팅)로부터 SIU에 사기혐의성 사건이 이

송되어 오면 SIU의 전문조사자들은 <그림 Ⅱ-2>와 같은 절차에 따라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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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건에 대한 조사업무를 수행한다.

<그림 Ⅱ-2> Chubb사의 S IU 가이드라인

보험청약서
검토 및 확인

보험사기지표
(Fraud Indicato r)

서류 검토 및 확인
－ 클레임 파일
－ 과거 손해상황
－ 담보범위 (계약)

피보험자 인터뷰
진술서 작성

제공된
정보의 확인

－과거신용상태 확인
－과거범죄경력 확인
－담보범위(계약)

인터뷰 및
진술서 작성

사진 및
현장분석

－ 보험금청구인
(C la ima nt)

－ 증인

경찰/당국과의
인터뷰

서류분석 및
확인기록

－필요 전문가 확보
－증거분석

권고
(Re co mme n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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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 IU의 책무

Chubb사에서는 SIU 직원의 주요 책임과 의무사항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 클레임 파일의 분석 및 조사계획을 착수한다.

② 다음에 사항에 대한 충분한 증거확보를 위해 접수건에 대한 정밀

조사를 수행한다.

· 합법적 클레임의 구체적 확인

· 불법 클레임의 부인에 관한 내용

· 추가적 제재수단의 권고, 예를 들면 민사 혹은 형사기소 등

③ 피보험자, 클레임 목격자, 기타 사기성 클레임에 대한 당사자로부

터 심층적인 인터뷰를 수행하고 기록 혹은 문서서류를 확보한다.

④ 서류로 제출하기 위한 보고서를 작성한다.

⑤ 증거수집 및 이에 대한 유지·보완한다.

⑥ Chubb Service Stand ard에 충실하고, 좋은 관계(public relations)

를 유지토록 한다.

⑦ 감독 및 조사당국 및 법집행당국과 접촉업무를 수행한다.

⑧ 관리자, 감독자, 클레임 전문가 및 지역별 사기 조정자로부터 사

기조사의 협조를 얻기 위해 정기적인 모임에 참석한다.

⑨ 혐의성 신고 조사를 지원하기 위해 참여하게 되는 사설조사기관

을 관리하여야 한다.

⑩ 수집된 증거를 기초로 보험금 지급, 거절, 혹은 타협(합의)에 관

한 권고안을 작성한다.

⑪ 필요할 경우 조사현황에 관한 문서 혹은 구두의 보고서, 및 통계

보고서를 제공한다.

⑫ 사기적발 및 방지에 있어 피보험자뿐만 아니라 클레임 및 언더라

이팅 직원의 훈련을 지원한다.

⑬ 최근의 사기방지법 혹은 규제를 검토한다.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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⑭ 전문사기방지조사협회의 회원으로 가입할 뿐만 아니라 제공되는

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⑮ 모든 일에 전문적인 태도로 행동한다. 특히, 피보험자, 보험금 청

구자 혹은 제3자의 인격 혹은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또한 조사자는 클레임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사실을 제공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

다. 제3자 보험사기 처리지침

1) 신고절차

대인상해클레임은 신고건을 할당받은 클레임 조사자에 의해 총체적

으로 처리된다.

클레임 처리시 중요 고려사항으로는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가 최우선

적이며, S.C.A .M .15)에 코드화된 사건을 조사하는데 있어 클레임 조사자

의 기본적 책무는 다음과 같다.

－ 모든 관련자(예를 들면, 피해자, 증인 등)와의 신속한 접촉

－ 신체상해클레임에 관한 진술을 개별적으로 확보

－ 피해액의 확인 및 처리 양도

－ 사건을 S.C.A .M으로 코드화하고 사기조정관에게 통보함.

－ 州당국에 의해 보고가 요구되는 경우, N ICB, 주 및 지방당국에

즉각적인 보고

－ CIB form을 기입함.

－ 최종 평가를 위해 사기위원회(Frau d Comm ittee)에 제출

－ W/ S n otes를 n on-view able 하게 넘겨줌.

15) Chubb사 SIU는 보험사기 혐의성 클레임이 접수되면 우선적으로 S.C.A.M.
이라고 하는 코드화된 접수파일에 입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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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고관리

일단 사건이 S.C.A .M.에 코드화되면 조정자(adju ster)는 사건의 향후

처리 계획을 진행시키기 위해 보험사기조정관(frau d coord in ator)과 논

의하여야 한다.

보험사기조정관은 클레임의 혐의성 측면에 관해 클레임조사자에게

기본 방향을 제시한다. 사기조정관은 해당 사건에 관해 2가지 측면(사

기/ 비사기)의 방향을 모두 설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재난감독자(casu alty sup ervisor)는 일반적인 신고감독, 예를 들면 보

류, 소송관리, 재판 보고서 등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된다. 재난관리자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점클레임관리자(branch claim m an ager)가 수행하

게 된다.

3) 조사처리절차 및 보고

3당사자 대인상해 클레임(예 : UM, PIP)의 조사는 지역내에서 이루

어져야 한다. 단, 지역재난감독자의 재량에 따라 신고건은 본사로 이송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관리이사(m anaging director)만이 보험사기 혐의

건에 대해 제1당사자 클레임을 거절할 수 있다.

조사자(exam iner)는 엄격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구역내 모든 클레임

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구역사무소(Zone office)는 모든 파일을 조사자의 분석틀에 맞추어

서류화하여야 하고, 일보시스템(sp ecific d iary system )이 확립되어 있어

야 한다.

각 지역 및 구역사무소는 제3자 보험사기, 제1당사자 PIP (p ersonal

injury protection), 및 UM (uninsured m otor) 조사를 모니터하기 위해

보험사기조정관을 지명할 수 있다.

지역 및 구역차원 신고에 대한 보고절차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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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3> Chubb사의 보험사기 보고절차

구역감독자

내부 클레임조사자

사기조정관/감독자

보험사기위원회

외부전문조사자

4) 신고건 조사

대인상해(bodily inju ry) 사기혐의성 클레임은 내부 조사자, 보험사기

조정관에 의해 선임된 외부 조사자 혹은 독립된 조사자에 의해 조사가

이루어지며, 모든 외부 사기조사 의뢰건은 보험사기조정관의 승인을 받

아야 한다.

외부조사(ou tside investigation)는 적절한 정보수집, 이관된 서류의

확인 및 처리, 진술서의 확보, 밀착감시(surveillance) 그리고 필요한 후

속조치로 구성된다. 또한, 클레임청구자의 사진, 운전면허증 및 주민등

록증 사본 등을 반드시 입수하여야 한다.

조사자는 보험사기조정관의 권고(주문)사항에 부응하여 조사를 수행

하여야 하며, 외부 조사자(investigator)에 의해 작성된 모든 보고서는

내부 클레임 조사자(examiner)에게 직접 보고되어야 한다.

내부 클레임 조사자는 시간 및 비용절감을 위해 외부 조사자에게 조

사방향을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가능하면 그렇게 할 수 있

도록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만일 사기혐의성 클레임이 아닌 경우, 외부조사자는 클레임의 조정

(adju stm ent)을 책임지지 않으며, 규정에서 정한 가이드라인 내에서 내

부 조사자가 책임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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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유보(re se rving)

대인상해 사기혐의성 클레임이 만일 합법적 클레임인 것처럼 보인다

면 조사는 잠정 유보되어야 한다. 조사자는 모든 관련된 사실들을 검토

하고, 클레임의 잠재적 위험을 나타내는 잠정유보 결정을 내려야 한다.

6) 분쟁해결(s ettle me nt)

조사가 완결된 후에 제출된 클레임이 적절한 것으로 결정되면, 이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진다.

그러나, 분쟁 발생시 보험사기조정관만이 S.C.A .M.으로부터 상황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어떠한 사건도 보험사기조정관의 문서

화된 승인없이는 협상이 이루어질 수 없다. 조직된 클레임이 줄어든다

해도 그 클레임은 여전히 사기성 클레임으로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것이다.

7) 지급거절권한

조사가 완결된 후, 제출된 클레임이 사기성이 있는 것으로 판정되면,

클레임 조사자는 보험사기조정관에게 지급거절하도록 권고하며, 클레임

은 보험사기위원회에 제출된다.

지역 차원에서는 보험사기조정관의 승인없이 사기성 클레임에 대한

지급을 거절할 권한이 없다. 사기조정관의 최종 승인을 받은 후 클레임

조사자는 클레임 의뢰인에게 우편을 발송하여 결정사항을 통보한다.

8) 법집행기관 이송

모든 사기성 클레임은 추가적 처리과정 및 면책권을 활용하기 위해

클레임조사자에 의해 규제당국에 즉각적으로 이송되어야 한다. 규제당

국 및 기타 사업자에 의한 모든 요구사항은 보험사기조정관에 의해 관

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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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Co untry 보험회사

가. 개황

Country Insurance and Fin ancial Services(이하 Country사 라라

함)의 보험사기에 대한 기본전략은 특별한 혹은 예외적인 조사기법이

필요한 사기혐의성 클레임 혹은 기타 복잡한 문제들을 적발, 조사 및

해결하기 위해 클레임 관리자 및 직원에게 수준높은 조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문기술(기법) 및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다.

Country사는 포괄적인 사기통제 프로그램 의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믿는다. 사전 사기통제 프로그램의 기초요소는 의심스러운 청구의 조기

인식, 시기적절하고 철저한 의심건의 조사, 결속력있는 조직구조와 부서

들간에 생산성있는 상호작용을 용이하게 하는 위탁, 그리고 명확한 개

선 계획 등이다.

이러한 기본 방침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설치된 SIU의 목표를 보

면 다음과 같다.

① 외야조직에서 이송되는 조사건의 최적화(Op tim ize referrals from

field offices)

② 법집행기관과의 관계를 유지·발전시킴(Development maintenance

contracts with law enforcement)

③ 클레임 조사 및 손해사정 관련 외야조직(클레임 부서)을 지원함

(Assist field claim s offices w ith investigation and settlem ent of

claim s)

④ 회사를 통해 보험사기인지도를 제고함(Prom ote frau d aw aren ess

throu gh out the Comp any)

⑤ 외야조직에 대해 사기훈련업무를 수행함(Provide frau d training

to field off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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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4> Country사 S IU의 활동영역

보상조직
(외야조직)

S IU
(특별조사전담)

사내 타부서

타 보험회사 법집행기관 주보험사기국

조사·손해사정 지원

이송건의 최적화

교육·사기훈련 지원

사기

인지도

제고

나. 보험사기 조사

1) S IU의 조직 및 운영

SIU는 회사의 최고관리자(Director of Corp orate Com pliance)의 기

능적 통제와 지시하에 독립된 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Country사에 수많은 숙련된 사기관련 클레임 담당 직원이 있으며,

SIU는 다음과 같이 운영된다.

① SIU는 중앙(본사)에서 전 지역과 업무를 총괄한다.

② SIU직원은 지역별로 거주하며 활동한다.

③ SIU는 재산클레임관리자와 SIU관리자에 의해 운영된다.

④ 업무는 관리자의 사무실에서 전산으로 위임된다.

⑤ 관리자는 SIU 권고에 대한 평가에 근거하여 각 사건별로 SIU의

권한을 부여한다.

⑥ SIU는 주 법률의 불공정클레임관행법(Unfair Claim s Practice

Act) 을 철저히 준수한다.

20



선진보험사의 보험사기관리 실태

⑦ SIU는 다음의 항목에 대한 관리자 평가를 받게 된다.

－ 소요 시간

· 의뢰건 평가

· 의뢰건 조사

· 권고

－ 완료된 건수

－ 비용/ 이익 분석

· 조사되었으나 거절되지 않은 건

· 조사되어 완벽히 거절된 건

· 부분적으로 거절된 건

· 계약자, 청구자에 의해 철회된 건

－ 법적 집행건의 숫자

· 법집행기관에 의뢰한 건

· N ICB에 의뢰한 건

· 주 보험사기국(IFB)에 의뢰한 건

· 고발건

Country사 SIU 조직의 인적구조를 보면, 최고관리자(Director)에게

보고를 하는 SIU감독자(SIU Sup ervisors), SIU감독자에게 보고를 하는

특별조사컨설턴트(Consu ltant)와 특별조사전문가(Sp ecialist), 그리고 소

송 혹은 법률적 의견이나 정보를 필요로 하는 SIU 클레임 건을 모니터

하고 SIU를 위해 회사내 변호사로서 활동하는 선임변호사(Senior

Com pliance Attorn ey)로 구성된다.

SIU는 특정 보험종목에 한정하지 않고, 자동차, 가정종합, 생명, 건

강 및 기업성 보험 등 여러 종목에 걸친 조사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교

육을 받으며, 또한 최고관리자가 지시하는 특수프로젝트에 대한 정보

조사, 제공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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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5> Country사의 S IU 조직구조

D irector of
Corp orate In surance

Com pliance

SIU
Su p erv isor

Sen ior
A ttorn ey

Sup p ort
A ssistan t

SIU
Sup erv isor

SIU
Consultan t

SIU
Consultant

SIU
Consultant

SIU
Specialist

2) S IU의 책무

SIU는 잠재적 사기청구의 인식 및 해결, 타부서직원 훈련 등의 업무

를 수행하는 유자격의 사기방지 전문가를 확보함으로써 발전된다.

SIU의 요원으로서 구비하여야 할 자격 및 기술을 보면 다음과 같다.

① 고객 서비스 기술

② 기초적 보험원칙, 기업정책과 과정에 대한 이해

③ 보험사기 유형 그리고 법률, 법집행, 기업 및 타 산업의 전망에

대한 지식

④ 계획, 통합, 조사활동을 행하는데 필요한 조직적 기술

⑤ SIU에게 유용한 내부와 외부의 사기관련 정보원의 이해

⑥ 직원들에게 회사 내외부의 사람들과 연결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의

사소통의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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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SIU는 피보험자의 이익과 회사의 입장을 조화시킬 수 있도록

조사상의 노력과 클레임 과정에 있어서의 협조를 유지하여야 한다.

Country사에서는 SIU 직원의 책임과 의무를 다음과 같이 회사의 규

정으로 정하고 있다.

첫째, 사기혐의성 클레임과 통상적인 클레임 청구 외에 조사상의 전

문성 혹은 기법을 필요로 하는 클레임건에 대한 조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조사의 의무).

둘째, SIU는 어떻게 하면 업무과정이 사기청구 관련업무들을 효과적

으로 인식하고 해결할 수 있는지 등을 회사의 보상부서에 조언해 주어

야 한다(조언의 의무).

셋째, 사기인지교육과 회사를 위한 사기방지 프로그램을 유지·보완

하여야 한다(훈련의 의무).

넷째, 타 회사의 특별조사부서, 전미보험범죄국(N ICB), 그리고 보험

조사와 관련된 법집행기관과 화재서비스기관 등과 협조, 연락하여야 한

다(연락의 의무).

다섯째, 보험조사나 사기와 관련된 경영적 기능 및 특별계획에의 지

원업무를 수행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SIU는 사기청구 방지와 관련

한 행동들을 권장하기 위하여 정보를 축적하고 분석하고 평가해야 한다

(분석의 의무).

여섯째, 주 및 연방정부의 지시나 요구사항에 대해 협조한다(대외협

조의 의무).

이 외에도 Country사는 SIU 직원들의 개별적인 업무계획서를 작성

하고 이에 대한 객관적인 성과측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음의 표는 Country사의 SIU 컨설턴트, SIU 전문가(Sp ecialist) 및 SIU

감독자(Sup ervisor)의 주요업무 및 책임, 각각의 직무성과에 대한 기대

치를 예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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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1> S IU 컨설턴트 및 S IU 전문가의 주요직무와 성과기대치

수행계획명세
(주요업무 및 책임)

수행계획 (각각의 직무수행에 대한
성과의 기대치 작성)

－ 공식적인 SIU 의뢰건의 조사 － 논리적 결론에 이르기 위해 적기에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일관
성있는 조사 수행

－ 최적의 효과를 얻기 위한 클레
임 직원과의 조사결과 조정(컨
설턴트)

－ 공식적인 SIU감독자의 조언과
클레임 직원과의 조사결과 조
정(전문가)

－ 클레임 직원과의 SIU 업무의 적절한
균형 및 관계를 형성 및 유지시키며,
필요한 경우 가이드라인을 제공함.

－ 외야 및 신고처리자에게 제공
되는 보고서 및 사실들의 일
관성

－ 신고건이 항상 갱신(u p d ated)되어지
도록 OAL 및 em ail을 통한 보고
(rep ortin g)의 일관성, 지속성, 명확
성, 간결성, 시의성 및 완결성 확보

－ 사기인지훈련의 제공(컨설턴트)
－ SIU감독자의 지시로 사기인지

훈련을 지원함(전문가)

－ 공식적인 훈련과정 참가, 클레임직원
의 사기인지를 제고하기 위한 비공식
회의 혹은 ride alongs 에 참여

－ 클레임조사를 지원하기 위한
전자 및 기계적 DB 활용

－ 공식적 SIU 이송클레임 및 비공식적
클레임 요구사항에 대해 지속적이고
비용효과적이며, 적절한 DB활용

－ 클레임 조사를 지원하기 위한
외부 전문가 및 아웃소서
(ven d or)의 활용

－ 대위(subrogation),밀착감시(surveillance)
등을 포함하는 사건의 경우 이들 재원
의 적절하고도 비용효과적인 활용(컨설
턴트)

－ 이들 재원의 적절하고도 비용효과적
인 활용(전문가)

－ 지식기반 및 기술수준 증대,
산업전문가와의 네트워크 유
지 및 관계형성

－ IASIU, N ICB, 기타 관련된 회의, 훈
련과정에 가입 및 정규적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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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2> S IU 감독자의 주요직무와 성과기대치

수행계획명세
(주요업무 및 책임)

수행계획 (각각의 직무수행에 대한
성과의 기대치 작성)

－ SIU 직원의 조사생산성, 업무량
및 업무흐름의 모니터

－ 지속적인 신고건의 검토, OAL 모
니터링 및 SI의 기술 및 성과의 지
속적인 검토

－ SIU직원 훈련 및 개발의 monitor
및 지원

－ 상호교류 및 산업과 관련한 훈련을
통해 SIU 직원들의 기술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독려

－ 선임된 프로젝트 및 위원회에서
작업을 하며, 가능한 경우 클레
임 감사에 참여

－ 최종관리자에 의해 선임된 특수 프
로젝트를 조정 및 수행함. 지역클
레임감사에 참여

－ 회사의 훈련과정 지원, 클레임
직원에 대해 사기인지 및 SIU
프로그램을 유지함

－ 할당별, 부서별 특수훈련과정을 수
행. 외야클레임 파트에 대해 지속
적인 SIU 훈련을 수행함

－ 법집행기관, N ICB, 타 SIU 및
관련기관과의 관계 유지 및 발
전시킴

－ IASIU, N ICB, 기타 관련된 회의,
훈련과정에 정규적 참여

－ 회사부서 및 SIU 직원과의 연락 － 타부서 및 관리 부서와의 우호적
관계 유지 및 발전

3) 데이터베이스

SIU 데이터베이스에는 다음의 항목들이 포함되며, 정부기관 등의 요

구 또는 위임에 따라, 보고서가 작성된다. 이 보고서들은 극비사항으로

서, 법에 의해서 정해진 바에 따라, SIU관리자의 허락에 의해서만 제공

되어질 수 있다.

① 사기방지를 위해 제공된 자원의 양

② 사기로 판명되고 배상된 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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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SIU에 의뢰된 청구건수

④ 사기로 판명되어 지급거절된 청구건수

⑤ 철회된 청구건수

⑥ 사기조사로부터의 보류된 건수

⑦ 사기범으로부터 받은 손해배상금

모든 사기혐의성 클레임은 N ICB, PILR 그리고 Ind ex Bureau에 보

고되며, 사기 판정건은 주보험사기국에 보고된다.

기본적으로 데이터베이스는 보안유지가 이루어진다. 즉, 승인되지 않

은 접근으로부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보호를 포함하여 경영정보시

스템의 물리적 보안이 철저히 이루어진다. 또한, 비밀번호를 통해 보안

이 유지된다.

다음은 Country사의 SIU부서에서 이용 가능한 데이터베이스 및 조

사상의 활용수단이다. 이는 SIU 감독자 혹은 회사의 보험사기 최고관리

자(Director)의 승인에 의해 이용할 수 있다.

· Prop erty Insurance Loss Register (PILR)

· IN DEX

· N ational Insurance Crim e Bureau (N ICB)

· Insurance Service Office(ISO) - Claim search

· Au totrackXP/ Choicep oint

· Internet Website for variou s resources

· Credit Bu reau

· Medical Insurance Bureau (MIB)

SIU는 상기의 수단을 이용하여 조사업무를 수행할 경우 정보의 확

실성을 증명하거나 반증하고, 수집된 사실들을 확증하기 위해서라도

SIU에 의해 이용되는 정보들은 정당한 의도(목적)에 따라야만 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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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회사의 지원과 상호협조 관계

생산적인 SIU를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회사차원의

지원과 상호작용이다. 이를 통해 부서별 사기방지프로그램과 전문적 기

술을 효과적으로 결합할 수 있다.

1) 보상직원과 S IU간의 상호작용

보상부서에서는 가장 광범위하게 개인청구권을 처리하고, 개인적인

접촉이 빈번하므로 SIU와 보상부서 요원들간에 긴밀한 접촉과 계속적

인 정보 교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① SIU에 대한 보상부서의 책임

－ 사기징후를 인식한다

－ SIU에게 사기잠재성이 있는 청구건들을 알린다

－ 의심스러운 청구건의 조사에 있어서 SIU와 협조하고 돕는다

－ SIU의 권고를 실행한다

② SIU의 보상부서에 대한 책임

－ 사기방지 정보를 개발하고 제공한다

－ 사기인식을 위한 교육과 지원을 제공한다

－ 보상부서의 조사상황을 갱신한다

－ 적합한 행동을 권고하고 지원한다

2) 경영진과 S IU의 상호작용

① SIU의 경영진에 대한 책임들

－ 시기적절하고 철저하게 조사상태를 보고한다

－ 클레임 사기의 쟁점에 대해 적절히 권고를 한다

－ 사기방지와 발견을 최대화하는 과정과 관련된 권고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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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경영진의 SIU에 대한 책임들

－ 사기대응업무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SIU를 지원하다

－ SIU의 운영에 필요한 특별한 니즈와 비용을 인식한다

－ 기업목표에 대한 의사소통을 행하며 사기방지(통제)의 질적 측면

에서 SIU의 결과를 측정한다

라. 조사업무 수행

의심스러운 청구건이 인지되어 SIU에 대한 의뢰가 이루어지면, 적합

하고 시기적절한 조사는 필수적이다. 조사업무는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

자원을 사용하여 수행된다.

1) 조사의 조정

① SIU는 외부와 내부의 자원들을 활용하여 외부 인력을 고용하고

조사를 조정해야 하며, 사기청구의 모든 구성요소를 적극적으로

조사해야 한다.

② 필요에 따라 SIU는 실제 현장 조사에 참여해야 한다.

③ 만일 청구건이 보험사기로 판정되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고, 해

당건은 N ICB나 주의 법에 따라 지정된 당국에 의뢰되어야 한다.

SIU는 사기건 고발을 위해 관련기관들과 협조해야 한다.

④ 조사는 명확하고 간결하게 서류화되어야 한다.

2) 외부접촉과 지원

SIU는 법에서 제한하는 범위내에서 사기방지를 위한 지원 및 협조

를 제공함으로써, 외부접촉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① 법집행 공무원들

SIU는 법집행의 지원을 결정하고 용이하게 해야 한다. SIU는 법

집행기관과의 긴밀한 업무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SIU는 전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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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을 사기청구의 조사에 있어서 연방, 주, 지방의 법집행을 하

는데 제공해야 한다.

② 사기관련 조직

SIU는 N ICB, PILR, In dex Bureau , IASIU 등의 업계조직과 긴밀

한 업무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3) 민사소송

사기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과 손해배상금에 대한 기업의 민사소송은

독립변호사와 연합하여 사내(in-h ou se)변호사에 의해 처리되어질 것이

다. 전체 처리과정은 회사의 대위(代位)부서에 통보되고, SIU와 사내변

호사에 의해 검토된다.

4) 조사활동시 주의사항

조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조사자는 각각의 조사와 클레임 청구는

특별한 것이고, 조사업무는 개별적인 기준 및 자체적인 성과에 따라 처

리되어져야 한다는 인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따라 첫째, SIU의 모든 직원들은 항상 보험산업의 윤리기준과

관행, 그리고 전문적인 태도를 지향해야 한다.

둘째, SIU의 조사활동은 항상 보험계약에 규정되어 있는 바에 의거

하여, 회사의 증권, 계약상의 의무와 조건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나

아가 조사업무는 주 및 연방정부의 규정에 부합하여야 한다.

셋째, 피보험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SIU 조사자는 모든 조사활

동을 시의적절하면서도 철저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클레임 당사자로

하여금 수집·유지되고 있는 모든 정보의 정확성을 확신할 수 있도록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넷째, 조사활동은 항상 편견없이 객관적이고, 시의적절한 방법

(objective, unbiased and tim ely m ann er)으로 수행되어야만 한다. 특히,

조사자는 정보를 얻기 위하여 허위 진술이나 사실과 다른 인터뷰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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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안된다.

<그림 Ⅱ-6> 보험사기혐의건 처리절차

S IU감독자 검토

사기혐의건에 대한
정보입수

조사착수
(SIU CONS. / SPEC.)

SIU CONS. / SPEC.

데이터

조사결과 검토

조사계획 수립

증인 서류검토 관련기관 접촉 다방면의 조사

S IU 감독자 검토

보험금 지급
(조사종료)

보험금 지급
(조사종료) 변호사 검토 외부 자문 조사(계속)

보험금 지급
(조사종료)

보험금
지급거절 추가 조사결과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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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고절차

① 신고건 인지

SIU 의뢰건은 선임 특별조사자(Sp ecial Investigator : SI)에 의하여

2일 내에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 서류담당자에게 통보되어야 한다.

② 최초보고

서류 검토 후 특별조사자는 즉시 OAL에 조사계획을 기술한다. 특

별조사자와 보상직원이 최초의 조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각 부

서별 책임사항에 대한 명백한 이해와 합의가 중요하다.

이러한 OAL 기입은 클레임의 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완료되어

야 한다.

③ 보고의 후속조치

특별조사자는 신고건이 항상 현행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조사의

진행에 관해 OAL에 시기적절한 갱신을 해야 한다.

특별조사자는 SIU의 개입이 종결될 때까지 조사계획에서의 모든

상황변화를 반영하여야 한다. 조사의 사실과 결과들은 조사가 진

전되어 감에 따라 확실하게 되고, OAL에 기록된다.

④ 훈련 및 교육시스템

OAL 기록의 신뢰성을 위해 각 신고건에 대하여 일관된 시스템의

적용이 요구된다.

⑤ 최종보고

신고건에 대한 SIU의 개입이 종결되면 특별조사자로부터 최종의

OAL 기입을 확인하여야 한다. 몇몇 사례에서 신고건에 대한 향후

조치에 대한 어떠한 권고나 제안도 확실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

민감하거나 기밀의 사안이 포함될 수 있는 절차 혹은 보고에 관한

어떠한 질문도 SIU감독자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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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S IU 의뢰양식

클레임 청구건이 사기혐의성 등의 이유로 SIU의 조사가 필요할 경

우, SID양식(SID Assignm ent Form) 을 작성해야 한다. 이 양식에 필

요한 정보를 기입하면, 전산을 통해 SIUSUPV 로 전송되고, SIU감독자

나 그의 대리인은 특별조사자에게 의뢰건을 할당한다. 공식적으로 SIU

의 도움을 받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이 양식을 사용해야 한다.

마. 훈련과 교육 및 모니터링

새로운 조사기법과 기술 및 사기방지 계획이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SIU는 전문적 부서로서 유지, 발전하기 위해 지속적인 전

문 훈련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회사는 SIU감독자 및 최고관리자(Director)에 의해 지정되는 모든 적

절한 교육·훈련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으며, 아래의 프로그램들이 보

편적으로 활용된다.

· N ICB의 기초 및 고급교육과정

· 연방, 주 및 지방의 화재 및 사기관련 세미나

· 보험산업 관련 세미나

· 사기 혹은 보험조사에 특정한 전문적인 훈련과정(AEI Claim s

Frau d Investigation and Defense 등)

· 보험산업과 관련된 교육과정

특별조사자는 적절한 전문기관에 가입하여 멤버쉽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여 다음과 같은 전문기관의 회원이 될 것을 권고하며, 가능하면

지역모임에 참석토록 하여야 한다.

· IAAI(International Association of Arson Investigators)

· IAAI State Chapter in SI geographical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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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ASIU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Sp ecial Investigation Units)

· IASIU State Chapters in SI geographical area

· N ICB SIU m eeting, regional anti-frau d association s 등

사기추적시스템은 SIU 직원의 업무량(담당건수)을 모니터하기 위한

목적에서 운영된다. 이 시스템을 통해 특별조사자와 SIU에 위임된 실제

의뢰건들의 기록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의뢰건의 처리 결과 뿐만 아

니라 어떤 신고건들이 조사에 착수되었고 종결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외부기관에서 수행된 의뢰건을 포함하여 각 신고건의 다양한

소요경비를 추적할 수 있게 된다.

특별조사자는 사기추적시스템 기록에 책임이 있으며, 각 사건과 관

련된 처리 및 소요비용 뿐만 아니라 조사착수, 종결 및 미결(진행)된 이

송건에 대한 기록을 정확하게 유지하고 갱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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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3> S ID AS S IG NMENT FO RM

CO M PLETE TH E EM A IL FO RM A N D "SEN D TO SIU SU PV "

SID A SSIG N M EN T FO RM

Claim N o. : SID Assignm ent N o. :

피보험자 :
주 소 :
전화번호 :

국가 :
도시 : 주 :
직장전화 :

생년월일 :
손해일자 :

Soc. Sec. # :
Claim s H an dler :

손해위치 :
도시 : 주 :

손해유형
( ) Prop erty ( ) Au to ( ) Comm ercial
( ) W / C ( ) Oth er

원인
( ) Fire ( ) Th eft ( ) BI
( ) Med ( ) Su bro ( ) Other

손해명세

이송원인(Reason for Referral : In dicators) :

클레임은 SIU와 협의하였습니까? ( ) Yes ( ) N o
Yes라면 누구입니까? ( )

의뢰인(Referred by) :
사무소 :
전화번호 :

의뢰일자 :
SID에 할당된 일자 :

할당된 SI가 이 할당을 받는 즉시 클레임 취급자와 접촉할 것입니다.

34



선진보험사의 보험사기관리 실태

바. 내부적 사기의 처리

Country사에서는 감사부서가 회사의 사기통제활동에 책임을 지고

있으며,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 모집인, 대리점, 영업소

－ 직원

－ 클레임

내부감사는 직원이나 모집인과 관련된 의심스러운 행동을 평가하고

해결하는데 1차적인 책임을 지며, 절도, 횡령, 의심스러운 재무관행과

관련된 손실로부터 기업의 재산을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다.

내부감사는 재정 및 경영상의 감사를 정기적으로 수행한다. 경영 감

사기간 중에는 사기를 방지하고 적발하는 방법을 모색한다.

또한, 특별교육기간을 정하여 영업소장들을 대상으로 실무에서 발생

할 수 있는 사기의 형태와 경계해야 할 사기에 대하여 교육하며 모든

의심스러운 행동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내부감사와 접촉하도록 한다.

내부감사는 수년간의 경험을 통해 입증된 여러 기법을 활용하여 세부적

인 조사를 시행한다.

1) 내부감사부서

내부감사부서는 선임내부감사자의 직원, 내부감사자 또는 청구감사

자중에서 조사의 위임을 조정하는 관리자로 구성되어 있다. 관리자와

선임내부감사자는 사기조사자협회에서 인증하는 사기조사자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 몇몇 직원은 공인회계사자격증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내부감사에 의한 모든 조사들은 공식적으로 작성된 감사보고서로 요

약되며, 상위경영진이 이를 검토한다.

지방당국에 의한 부적절한 상여금이나 위조문서, 횡령에 고발(고소)

이 가능한 것에 대한 권고사항이 포함된다.

내부고문 변호사와 상담 후에 지방당국과 접촉이 이루어진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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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州에 있는 보험사기국으로부터 부적당한 대리인(혹은 모집인 )의

허가증을 말소하도록 통지받는다.

2) 감사영역 및 기능

① 모집인 및 영업소 감사

모집인 및 영업소에 대한 감사는 보험기금 신탁계좌(PFTA) 기록에

대한 사무 감사로 이루어진다. PFTA 계정은 보험계약자들로부터 받은

현금보험료를 모아서 PFTA 계정 내에 현금을 적립하고 기업 또는 현

지 사무소에 수표로 송금하는데 사용된다. 모집인과 영업소장은 수령한

현금의 기록과 송금에 책임을 진다. 감사는 유지된 기록을 검토하고 모

아진 현금이 제때에 송금되었는지를 확인한다. 공식적으로 작성된 감사

보고서는 각 영업소로 보내어져 수정이 필요한 감사상의 결손이 있었는

지를 물어본다. 감사는 또한 부족자금이 발생하지 않았는지를 확인하고

각 영업소로부터 미래의 사고발생 가능성을 막기 위한 설명을 요청한다.

PFTA 계정의 유용이 의심될 때에는 모집인의 사업장부를 검토한다.

각각의 모집인은 그들에 의해 작성된 사업목록을 만든다. 감사는 이 목

록을 입수하여 모든 해약된 계약에 대해 확인편지를 보내어 왜 고객이

그들의 보장을 파기하고 계약을 해약했는지를 확인한다. 감사는 실효의

소멸, 제1회 분할 보험료 미납 또는 부가 보험료의 미납에 의한 해약인

지를 검토한다. 만일 고객에 대한 보장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모집인(대리인)이나 당사의 영업소 직원에 의해서 전달되지

않았다면, 한층 더 깊은 조사가 이루어진다. 또한, 모집인에 의해 작성

된 유효한 계약이 모집인에 의해서 적절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도 조

사된다.

정기적으로 내부감사는 재산보험 및 상해보험 모집인들 중에서 표본

을 산출하여 그들이 제대로 평가되고 있는지와 급여지급 기록에 이상이

없었는지를 검토한다. 몇몇의 모집인은 데이터 기재 능력이 있으므로

등급결정 요인을 바꾸거나 급여지급 기록을 조정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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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감사는 감사결과에 따라, 정책변화 등을 제안할 수 있다.

② 직원 감사

회사 직원에 대한 감사는 모집인 감사와 마찬가지로 표본을 산출하

여 그들이 제대로 평가되고 있는지와 급여지급 기록에 이상이 없었는지

에 대한 검토로 이루어진다. 또한, 감사결과에 따라, 정책변화 등의 제

안도 가능하다.

③ 클레임 감사

Country사는 피보험자와 보험금청구자에게 편지를 보내 청구와 지

급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고 회사의 손해사정인들에 의해 받은 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요청한다. 사용되는 기준은 매일 반응을 요청할 자의 수표

의 특정 숫자를 고르도록 프로그램화된다. 편지들은 자동적으로 출력되

어서 스스로 요금을 지불하고 답장봉투를 함께 동봉하여 때맞춰 반응을

받아 볼 수 있도록 발송된다. 반대되는 발언이나 손실에 대한 우려의

내용을 가진 답장은 청구부서로 정보를 보내기 전에 청구내부감사에 의

해 더 조사되어진다. 이렇게 발송된 편지들과 답장들에 의해서 월별 보

고서가 작성된다. 덧붙여 편지들은 그것들이 호의적인가, 비호의적인가,

이의를 제기하는가 또는 추가의 정보를 필요로 하는가의 형태에 따라

분류된다.

Country사의 모집인이나 직원에 의한 보험 청구건은 조사를 위하여

청구부서에 의해 내부감사부로 전달되어야 한다. 감사는 의심되는 건이

나, 청구액이 높은 것 그리고 빈번한 청구를 검토한다. 감사는 직원들의

공정한 취급방법을 바탕으로 하여 청구건들을 검토하며 직원들을 위한

특별대우가 있었는지, 손실의 보고에 있어 어떠한 결탁이 있었는가를

검토한다. 조사 결과는 상위 경영진의 결단을 위해서 보고될 것이다.

위조나 횡령의 증거가 나타날 때 내부감사부는 모집인의 조사에 대

해서 법률 고문부서(혹은 고문 변호사 )와 상담을 한다. 법률 고문(부

서)은 만일 이러한 증거로 보아 현지 법집행기관을 통해 형사고발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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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 적합하다면 이를 감사부에 권고할 것이다. 보통 감사부는 증거

를 검토하고 범죄기소를 위해 현지 경찰과 함께 일하며, 현지 법집행기

관들과 증거를 수집한다. Country사가 사기용의자들을 고발하는 이유는

향후 사고발생을 억제하기 위함이며, 손해배상을 목적으로 하지는 않는

다. 그러나, 고발의 결과로 손해배상이 있을 수 있다.

3) 민사소송

Country사는 내부감사에 의해 착수된 모집인의 조사에 있어서 대체

적으로 민사소송을 행하지는 않으며, 형사소송을 우선으로 한다. 그러

나, 만일 회사가 손해배상이 정당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느끼면 연루된

금액에 따라 민사소송이 제기될 수도 있다. 대부분의 민사건이 변호사

비용을 포함하는데,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사전검

토의 제한비용은 5천달러이다. 통상적으로 법률고문(부서)은 지방당국에

의한 형사소송 추진여부에 대한 선택권들을 경영진에게 조언한다. 민사

소송은 이렇게 제시되는 선택들 중의 하나이지만 아직까지 실행된 적은

없다.

4) 자료보안

Country사의 기업자료는 매우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자

료의 보안이 중요시된다. 직원이 접근할 수 있는 모든 자료는 건전한

사업관행에 부합하고 법적 요구를 만족시키며 주와 연방정부의 사생활

보호법(Privacy Law )'에 부응하는 방법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자료는 잘

못된 파기, 부적절한 변경, 유실과 폭로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기업의

어떠한 자료라도 보호하는 것이 모든 직원들의 임무이다.

아래의 사항들은 자료의 무결성과 보안을 지키고 보장하기 위해

MIS보안 내에서 취해지는 방법들이다.

① 시스템의 본체(메인프레임 시스템), 소프트웨어와 자료는 ID와 패

스워드를 사용하는 보안시스템 소프트웨어로 보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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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메인프레임 시스템의 포트(접속 다이얼)는 패스워드로 보호된다.

③ 자료와 시스템으로의 접근은 적절한 해당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직무상 필요에 따라 제공된다. 사용신청을 서류화하기 위하

여 양식이 사용된다. 자료에의 접근은 해당부서의 영역내에서 인

정되며, 책임의 분리를 위해 자료의 갱신은 다른 영역(부서)에서

(MIS보안에서) 이루어진다. 접근요구과정은 각종 업데이트, 열람

등의 접근유형 또는 회사의 직책에 따라 문서화되어 있다. 이러한

각종 접근유형은 다양한 기업분야에서 허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④ 컴퓨터에의 접근은 정확함을 보장하기 위하여 MIS보안의 각 부

서장들에 의해 정기적으로 검토된다.

⑤ 직원들은 사내보의 기사 또는 신입사원들의 오리엔테이션 등을

통해 고객자료의 보안과 보전에의 위임을 인식하게 된다.

⑥ 어떠한 형태의 자료(테이프, 디스켓 ,팩스, 서류 등)라도 전송될

때에는 자료배포에 대한 양식을 이용하여 경영진과 MIS 보안관

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는 MIS 보안 책임자에 의해 재검

토된다.

⑦ 보안실무(보안에 대한 실무 관행)는 매년 외부감사자에 의해 감

사되며 결함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가 내려진다. 보안실무는 또한

내부감사직원에 의해 정기적으로 감사받는다.

⑧ LAN 연결망은 ID와 패스워드를 이용하여 보안된다. 이 보안은

각 부서 내에서 운영된다.

4 . 시사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의 선진 보험회사에서는 보험사기를 중

대한 사회·경제적 범죄로 인식하고 있으며, 보험사기방지를 위해 자체

적인 사기관리 시스템 구축 등 회사내부적 대책뿐 만 아니라, 정부 및

감독당국, 유관기관, 소비자 등과의 공동의 노력, 상호협조를 위해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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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첫째, State Farm사에서는 보험사기특별조사팀(SIU), 보험사기지표,

조사지원 도구, 보험사기신고센터(hotline) 등을 통한 적극적인 조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교육 및 캠페인 실시로 대중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있다. 또한, Chubb사나 Country사에서도 SIU직원 및 클레임 관리자에

게 조사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조사 가이드라인, 전문기술 및 훈련프로

그램 등을 지원하고 있다

둘째, 미국의 보험회사에서는 보험사기방지를 위해 회사 내부 및 회

사관, 유관기관간, 정부 및 감독당국, 소비자와의 공동의 노력, 상호협조

를 이끌어내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셋째, 보험사기방지를 위한 법적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어 보험회사

의 사기방지활동을 지원한다. 주별 보험사기국이 법제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조사국에 조사권이 부여되어 있어 당국 및 보험사의

사기적발의 효과성을 높이는데 일조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하여, 국내 보험회사의 경우, 아직까지는 대형사만을 중심으

로 사기전담조직을 설치하고 있는 등 내부적 인프라 초기 구축단계이

다. 최근 들어 체계적인 보험사기관리 시스템 구축에 대한 필요성이 대

두되고 있으며, 정부 차원에서 보험사기의 확산을 방지코자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미국의 선진사례를 볼 때, 보험사기관리는 우선적으로 SIU 조직 및

조사전문인력의 확보를 위한 전사적 차원의 지원시스템 구축을 적극 검

토하여야 할 것이며, 지속적인 교육훈련 및 캠페인 등으로 보험사기에

대한 인지도 확산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 및 감독당국

의 강력한 추진력이 뒷받침되어 관련 기관과의 공동 사기대처 활동을

구체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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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국내 보험사기관리 실태 분석 및 시사점

1. 설문조사의 개요

본 연구에서는 국내 보험사기관리 실태 및 추진전략을 파악하고, 이

를 바탕으로 제도 및 감독적 대응을 위한 정책 제안을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즉, 국내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한 『보험사기관리 Best

Practice & Template』조사를 시행함으로써, 회사의 사기관리 실태 및

향후 전략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하에서는 설문대상, 내용, 분석방법 등 설문조사의 개요를 간략히

설명하고,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 정리하였다.

1) 설문대상

설문을 위한 모집단은 국내에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생명보험회사

21개사와 손해보험회사 12개사(보증보험사 포함) 등 총 33개사를 대상

으로 하였다.

2) 설문의 구성 및 작성방법

『보험사기 Best Practice & Template 설문조사』는 총 6개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항목별로 해당 전문인에 의해 작성되었다. 구체적

인 설문구성 및 작성방법은 <표 Ⅲ-1>과 같다.

본 설문은 형식적으로 회사전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형식으로 되어

있지만, 내용상으로는 설문작성방법에 대한 설명을 각 보험사의 기획담

당부서장에게 주시시키고, 설문작성시 설문지시방법(예를 들면 작업반

을 구성하여 실제로 3인이 합의하여 응답)에 따라 수행하도록 하였다.

또한, 설문 결과는 응답자의 직책, 이름, 소속 등과 함께 회사대표공문

으로 접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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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지 회수 결과, 설문작성방법에 따라 대부분16) 보험회사에서는

해당 부서 전문인 3인 이상이 합의하여 응답을 도출한 것으로 조사되었

으며, 설문 Ⅱ그룹의 경우에는 각 부서 전문인의 합의하에 작성되어 전

담부서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하였으나, 부분적으로는 Ⅰ그룹과 마

찬가지로 회사 전체의 응답으로 작성되었다. 이에 따라, 본 설문분석 결

과는 보험사기관리에 대한 부서별 인식도 실태 파악은 미흡할 것이나,

회사 전체의 실태 파악을 위한 신뢰도 수준은 적정한 것으로 생각된다.

<표 Ⅲ-1> 설문의 구성 및 작성방법(보험회사 대상)

설문의 구성 조사대상 작성방법

(Ⅰ그룹)
Ⅰ. 보험사기관리 현황
Ⅱ. S IU 또는 전담조직
Ⅲ. 향후 보험사기관리 전략
Ⅳ. 보험사기관리조직 및 홍보

기획조사부
손해사정팀 혹은
보험금지급심사팀
SIU·사기전담조직

해당부서 전문인(3년이상 경
력자) 각 1명 이상이 작업반
을 구성하여 회사용 응답(합
의)을 도출함

(Ⅱ그룹)
Ⅴ. 법규강화(보험업법) 관련
Ⅵ. 보험사기 감독규제 관련

기획조사부
손해사정팀 혹은
보험금지급심사팀
SIU 혹은 지점보상
조직

각 부서 전문인 3명이상이
작업반을 구성하여 부서응답
(합의)을 도출함

3) 설문분석방법

수집된 자료 중 객관식 문항은 분석은 SAS 통계패키지를 이용하여

전체 및 산업별로 각 설문항목에 대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항목

별 평균값(m), 표준편차(σ)를 산출하였다. 5점척도형 문항 및 예/ 아

니오(Y/ N )형 문항별로 응답번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점수화하여 산출

하였으며, 주관식 문항은 모범사례 제시 및 유형별 정리 등의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16) 생보 1개사의 경우 경영기획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응답하였으며, 생보 3개
사, 손보 2개사는 설문응답부서에 대해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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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점 척도형

낮다(아니다) 보통 높다(그렇다)
(1점)①...............②................③...............④...............⑤(5점)

－ 예/ 아니오(Y/ N )형

① 예(1점) ② 아니오(2점)

2 . 보험사기관리 실태 17)

가. 경영진의 인식(방침) 및 추진계획

1) 경영진의 인식(방침)18)

본 설문에서는 보험사기에 대한 경영진의 인식과 경영방침(철학)에

대해 조사하였으며, 각 보험회사의 다양한 응답은 사회적 차원, 회사경

영적 차원, 보험산업적 차원, 인륜적 차원 의 네가지 형태로 구분, 정리

하였다.

각 형태별로 응답빈도수를 분석한 결과 아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

이 응답수의 약 44.2%가 보험사기는 건전한 보험산업 육성을 저해하고

선량한 보험계약자에게 피해를 주는 범죄행위라 하여 주로 보험산업적

차원 에서 그 심각성을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 본 절에서는 주로 항목별 주요 조사결과를 종합 정리함으로써, 국내 개별

보험회사의 사기관리실태를 파악하였다. 단, 설문결과를 종합한 것이기 때

문에 공통된 부분이 일부 있기는 하지만, 특정 회사에만 해당되는 사항이

대부분이며 특정 회사는 익명으로 처리하였다.
18) 본 설문항목에 대한 응답내용은 각 보험회사의 결재라인을 거쳐서 접수된

것으로 보험사기에 대한 응답자 개인의 생각이 아닌, 경영진(회사)의 방침

인 것으로 간주하여도 무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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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 보험사기에 대한 경영진의 인식

주 : N=52(복수응답 허용)

사회적 차원

－ 생명보험회사

· 사회정의 차원에서 반드시 척결하여야 할 중대한 범죄

· 보험사기는 신용사회구현에 역행

· 경제정의 실천을 저해하는 범죄행위

· 국가적으로는 불필요한 비용낭비를 초래하는 범죄

－ 손해보험회사

· 보험회사 및 보험계약자의 손실을 초래하는 심각한 사회범죄

· 건전한 고객자산관리 및 사회정의 차원에서 강력 대응

· 사회 및 국가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중대사안

회사경영적 차원

－ 생명보험회사

· 회사 경영수지를 악화시키는 주요한 요소

· 회사고객에 대한 기본적인 서비스 차원에서 사기방지노력 필요

· 고객보호를 위한 차원에서 예방활동 및 적발을 강화

· 업계 보상불법환경 개선 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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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보험회사

· 보험사기는 보다 많은 소비자에게 보험혜택을 제공하고자

하는 회사 방침에 역행하는 행위

· 경영수지 악화

· 보험사기는 심각한 범죄로 대다수 선량한 계약자에게 피해를 줌.

· 사차손 발생으로 회사 경영상 손실 초래

보험산업적 차원

－ 생명보험회사

· 건전한 보험산업의 육성 발전을 위해 반드시 근절

· 보험제도를 악용하는 불량한 보험계약자를 보험단체로부터 배제

· 다수의 선량한 계약자에게 피해를 주는 심각한 범죄(선의의

계약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킴)

－ 손해보험회사

· 보험사기 만연시 보험의 본질을 해칠 우려가 있음.

· 건전한 보험문화 풍토 정착 저해

· 보험금 누수로 인한 선의의 계약자 피해

인륜적 차원

－ 생명보험회사

· 심각한 반인륜적 범죄행위

· 인명을 해할 수 있는 범죄행위

2) 추진실적 및 업무상의 변화

각사에서는 상기에서와 같은 보험사기에 대한 경영방침을 달성하기

위해 추진해 온 실적, 또는 업무상 변화를 겪고 있다.

이는 크게 인식 및 교육의 변화, 조직(인사)상의 변화, 업무상 변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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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강화), 제도상의 변화 등 네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며, 조사 결과 국내

보험회사에서는 주로 보험사기관리를 위하여 언더라이팅 강화, 관련 시스

템 구축 등 업무상 변화(기능강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Ⅲ-2> 경영방침에 따른 보험사기관리 업무변화

주 : N=69(복수응답 허용)

인식 및 교육의 변화

－ 생명보험회사

· 전설계사 언더라이팅 교육실시(현장에서의 1차적 언더라이

팅 강화), ALU자격증(전문언더라이터) 취득 지원, 계약적부

조사 아웃소싱을 통한 언더라이팅 강화

· 계약조사요원 인력 보충의 필요성 인식

· 조사 및 심사인력 교육 강화

· 보험금 조사기법 관련 해외 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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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보험회사

· 보상직원들에게 보험범죄에 대한 마인드 제고

· 보험사기관련 교육의 주기적 실시를 통해 실무 직원들의 사

고조사 능력 향상

· 보상직원에 대한 자질 및 선진화된 손해사정 기법 교육 필요

(소형사)

· 전사적 차원에서 보험사기 관리

· 사후적발과 더불어 사전예방활동이 매우 중요함.

· 보험범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 허위청구병원 적발기법 교육

· 연 2회이상 사고조사기법 및 위장사고 적발 포인트별 교육 시행

· 전문조사 요원의 교육 및 각급 직원교육과목에 보험범죄과

목 첨가

조직(인사)상의 변화

－ 생명보험회사

· 보험사기특별조사팀(SIU) 설치 운영(대한, 삼성, 교보)

· 조사인력 증강 배치, 경력 조사요원 투입

· 신속한 보험사고 처리를 위한 조사요원 파견근무

－ 손해보험회사

· 사내 보험사기 전담기구(SIU) 설치 및 확대 운영

· 잦은 보직 이동 제한 및 전문화 지향

· 조사요원 채용

· 사고조사과장을 자동차 보상센터별로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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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의 변화(기능강화)

－ 생명보험회사

· 유관기관 제공 피보험자 정보 활용, 도덕적 위험 의심자에

대한 자료 축적, 고액계약자에 대한 신용정보 활용, 적부조

사 시행

· 계약인수 가이드라인 재정질문서 작성, 건강진단 항목 조정,
재보험 출재, 선심사 기준 강화 등 고객계약 언더라이팅 강화

· 전사적인 보험핵심정보시스템 CLIP 구축, 사고보험금업무 인

트라넷시스템 www .claimdoctor .co.kr 개발·오픈

· 사차손 관리 강화를 위한 점포손익관리시스템 구축

· 보험청약거부 정보교환, 고액중복가입 정보교환, 사고정보시

스템 등 데이터베이스 조회시스템 적극 활용

· 모집자별 보험금 지급 현황 전산시스템 개발

· 지점별, 지역별 보험금 지급 산출시스템 개발

· 보험사기 사례집 발간(2002년 예정)을 통한 조사기법 연구

· 사내 사이트를 통한 보험사기, 사고관련 자료 공유

· 보험사기 관련 조정례 및 판례 검토

· 외국 사례 검토

－ 손해보험회사

· 경찰, 사업기관 및 업계와의 공조강화(조사권 한계 극복)
· 자동차보험·장기보험 특별관리 대상자 DB구축 및 활용

· 사고 접보 전산시스템 구축

· 찾아가는 상해 보상서비스 시행으로 사기행위 사전 방지

· 인수승인사항에 반영, 보험사기자 및 예상자의 별도 관리

· U/ W부서 및 보상부서의 업무처리시 보험범죄방지에 중점

을 둔 업무프로세스 개선 및 개발

· 보험사기 대응 업무지침제정 및 시행

· 월별 보험사기 사례 배포

· 분기별 보험사기 리스트 배포

· 반기별 피의자 리스트 배포(언더라이팅 자료)
· 보험사기 방지 및 적발을 위한 업무 매뉴얼 작성

· 인수유의자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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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상의 변화

－ 생명보험회사

· 신계약심사자의 중앙집중형심사제도(사고보험 조사자의 경

우 본사 집중관리제 도입예정) 등 전문인력을 집중관리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

· 자진청약자 사전심사제 실시

· 조사인력의 사기진작을 위한 포상제도 시행

· 정확한 보험금 처리를 위한 보험사고심의위원회 활성화

－ 손해보험회사

· 보험사기 신고자(소비자, 직원 등)에 대한 포상제도 실시

· 보험사기적발 우수자 시상제도 신설

· 우수보상직원, 우수평가부서에 대한 인센티브제 운영 및 인

사고과 반영

· 연봉 평가시 적극 반영

· 위장사고 적발실적 평가반영 및 포상

나. 보험사기 인식도 및 관리 실태

1) 보험사기 인식도

보험사기의 심각성에 대한 전사적 차원의 인식도 조사항목에 대해

높은 편이라고 응답한 회사수는 총 25개사로 전체의 60.6%를 점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림 Ⅲ-3>에서와 같이 보험사기의 심각성

에 동의하는 응답비율은 생보사의 경우 47.6%로 낮은 수준이며, 손보사

의 인식도는 83.3%로 상당히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19)

19) 보험사기의 심각성에 대하여 높음 또는 매우 높음 으로 응답한 비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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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3> 보험사기에 대한 전사차원의 인식도

주 : 전체 N=33, m=3 .6969697, σ=1.1854548

2) 보험사기방지 역할 담당 주체

보험사기방지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주체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에 정부 및 감독당국 이라는 응답이 약

48.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보험사기는 사회적, 국가적 중대범

죄로서 정부차원에서의 방지대책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을 나타

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 다음으로 보험회사 라는 응답이 약 32.3%

로 나타나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의 대상으로서 보험회사의 사기방지역

할을 중요시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보험소비자 및 협회 등 유

관기관 은 6.5%의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20)

이러한 결과는 1999년도 설문조사와는 상반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감독 및 정책당국의 역할에 대한 인식 확대 이유로는 사회적·국가적

범죄차원에서 보험사기의 심각성에 대해 절감함에 따라, 최근 보험사기

정책업무의 중요성과 함께 감독당국의 홍보활동 등을 중심으로 범정부

적 차원의 지원 및 대응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20) 1999년도 실시한 설문에서는 보험소비자가 46.4 %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보험회사(35.9%), 경찰 및 사법당국(13.1%), 보험감독당국

(5.2%)의 순으로 나타났다. 안철경·박일용, 1999.11, p 1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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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4> 보험사기방지 역할 담당 주체

주 : N=31

3) 보험사기관리실태

국내 보험회사의 사기관리실태와 관련하여 '보상(지급심사)체크리스

트' , '사기(혐의)성 클레임 판정기준(SIU 이송기준)' , '보험사기지표' , '보

험사기 유형별 관리' 유무에 대해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자체적인 '보상(지급심사)체크리스트'를 마련하고 있는 보

험회사가 63.6%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사기(혐의)성 클레임 판정기준'

및 '보험사기지표'는 대부분 없는 실정이다. 또한, '보험사기 유형별 관

리'는 약 51.5%의 보험회사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손보사의 경우, 약 91.7%의 회사에서 '보상(지급심사)체크리스

트'가 마련되어 있고, 전 손보사에서 '유형별 보험사기 관리'가 이루어

지는 등 생보사에 비하여 사기관리실태가 월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

다. 이는 손보사는 자동차보험을 중심으로 보장성 보험에 있어서의 보

험사기관리가 상당히 진행된 수준을 보이고 있는 반면, 생보사의 경우

는 기존의 저축성 위주의 상품 운영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보험사기의

위험관리에 대한 필요성을 덜 느끼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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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5> 보험사기관리실태(시행비율)

4) 보험사기유형(생명보험)

생보사의 경우, 총 조사대상 회사중 6개사만이 유형별 보험사기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기유형 및 사례는 <표 Ⅲ-2>와 같다.

<표 Ⅲ-2> 보험사기 유형 및 사례(생명보험)

유 형 사 례

고지의무 위반
- 암, 질병진단후 질병보험 계약, 보험금 신청
- 사고발생후, 상해보험 가입

고의 보험사고 유발
- 빈번한 교통사고자, 재해사고자 조사 실시
- 고의적 재해, 상해사고 발생후 보험금 청구

허위사고 및
사고경위 위장

- 질환에서 발생한 장해를 사고로 인한 것으로 위장
하는 경우
*예) 질환디스크를 사고로 인한 디스크로 주장

- 허위 사고 발생후 보험금 청구

보험금 과다 청구

- 과다, 중복 청구
*예) 실제의 장해상태보다 장해정도를 부풀리는 유형

- 외관상 확인 불가능한 정신장해, 척추장해 등
과다 진단, 보험금 청구

- 타사에 과도한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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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험사기유형(손해보험)

손해보험회사의 보험사기유형은 회사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하여 집

적·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회사별 유

형을 사기유형별로 5개(보험계약사기, 고의사고, 위장사고, 연성보험사

기, 특수보험사기), 사기행위주체별로 6개(피해자, 보험계약자, 전문보험

범죄집단, 의료기관·정비업자 등, 보험대리점 등, 기타)로 정리하여 보

험사기유형을 제시한다.

가) 사기유형별 분류

① 보험계약 사기

고지의무 위반(기왕증, 직업 등의 중요한 사항을 은닉) 등 사기적

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보험사고가 발생하거나 보험금을 청

구하는 경우

－ 사례

① 사고 발생후 보험가입

② 고지의무 위반

③ 보험계약의 양도/ 양수에 의한 계약이전

④ 문서 위·변조후 부동산 구입(보증보험)

② 고의사고 보험사기

경제적 이득을 취할 목적 등으로 고의로 보험사고 유발하는 경우

－ 사례

① 고의사고 : 자살, 자해, 피보험자에 대한 살인, 상해

② 고의사고 : 제3차량에 의한 고의 추돌 사고

③ 기타 고의교통사고 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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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고의사고 유발(방화 등)

③ 위장사고 보험사기

면책대상 사고를 사고일자 조작 등으로 (사고 발생 원인을) 위장하

는 경우

－ 사례

① 무면허운전

② 주취운전

③ 사고차량 바꿔치기

④ 운전자 바꿔치기

⑤ 사고일자조작 : 보험료 입금전 사고 조작

⑥ 사고내용조작

④ 연성 보험사기

보험사고의 결과를 현저하게 과장(피해액 부풀리기, 과잉진료)

청구하는 경우

－ 사례

① 발생보험사고의 피해액 과장(과장청구)

② 병원공모 기왕증 치료에 따른 보험금 청구

③ 장기입원 및 과잉치료 : 경미한 사고후 장기입원 후 고액일당

및 장해보상

④ 합의액 감액건(배상책임, 근로재해) 또는 손해액 감액(재물)

⑤ 특수보험사기

기타 부당하게 (허위청구로) 보험계약에 따른 급여 기타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전문적인 보험범죄집단에 의한 의도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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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① 보험금 허위청구

② 허위진단발급

③ 허위보유불명사고

④ 허위도난사고

⑤ 가해자와 피해자 공모사고

⑥ 전문보험범죄집단 사고

⑦ 비보험사고 : 보험사고 가공

⑧ 중복보험 사기

⑨ 사업자 등록증 위조 혹은 가공의 사업자 등록한 후 대량 물품

구매(보증보험)

⑩ 전문보증사기단이 경제활동무능력자를 이용하여 차량 혹은 부

동산 구입(보증보험)

나) 사기 행위의 주체(범행자)별 분류

－ 피해자 자신 (피보험자 등)

－ 보험계약자(청약자)

－ 전문범죄집단

－ 의료기관(병·의원), 정비업자

－ 보험대리점(모집인), 중개인, 보험회사 내부직원

－ 기타(변호사, 손해사정인 등)

다) S손보사 사례

자동차

① 위장 - 보험가입전사고

② 위장 - 운전자바꿔치기

55



③ 위장 - 차량바꿔치기

④ 위장 - 고의사고

⑤ 위장 - 보험금허위청구

⑥ 위장 - 허위보유불명사고

⑦ 위장 - 허위도난사고

⑧ 위장 - 허위진단발급

⑨ 위장 - 음주운전

일반

① 가피해자 공모

② 고의사고

③ 허위과잉청구

④ 자살/ 자해

⑤ 살인

⑥ 고의방화

⑦ 허위도난

⑧ 운전자 바꿔치기

⑨ 보험 가입전 사고

⑩ 차량바꿔치기

손해사정

① 보험범죄 적발건, 손해액 감액(재물)

② 합의액 감액(배상책임, 근로재해)

③ 위장사고

④ 고지의무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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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관련기관과의 협조정도

보험사기관리를 위한 정보확보를 위해 관련기관간의 협조가 잘 이루

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대부분 부정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보험계약정보 의 경우 약 30.3%의 회사가 관련기관과의 협조가 이루어

지고 있다고 대답하였으나, 의료정보 및 신용정보 에 대해서는 약

3.0%만이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즉, 보험 이외의 타 정보확보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림 Ⅲ-6> 정보확보를 위한 관련기관간의 협조정도

주 : 1) 의료정보 - N=33 , m=1.6969697, σ=0.7282191
2) 신용정보 - N=33 , m=1.6363636 , σ=0.7833495
3) 보험계약정보 - N=33 , m=3 .0909091, σ=0.8790491

7) 보험사기관리 신고 및 포상제도

총 33개 보험회사중 18개사에서는 사기성 계약 혹은 클레임이 의심

되는 경우, 회사의 웹사이트 또는 콜센터를 통하여 소비자가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특히, <그림 Ⅲ-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생

보사보다 손보사에서 신고제도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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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7> 보험사기 신고제도 운영 여부

주 : 전체 N=33 , 생보사 N=21, 손보사 N=12

보험사기신고자에 대한 포상제도는 약 36.4%의 보험회사에서 운영

되고 있으며, 신고제도와 마찬가지로 손보사에서 활발한 것으로 조사되

었다.

<그림 Ⅲ-8> 사기신고자에 대한 포상제도 운영 여부

주 : 전체 N=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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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보험사기관리 주요 업무 및 문제점

1) 보험사기관리 업무

본 설문조사에서는 보험사기관리를 위해 수행하고 있는 주요 업무를

언더라이팅 부서, 보상·지급심사 부서 등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언더라이팅 부서에서는 주로 각종 DB시스템 활용 등을 통한 언더

라이팅 강화, 철저한 계약적부 심사 등을 통한 보험사기 업무를 수행

하고 있으며, 보상·지급심사 부서에서는 보험사기혐의건 정밀 조사,

정보 분석 및 관리 등 을 중심으로 사기관리업무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하에서는 생·손보사별로 각 부문에서 이루어지는 보험사기관리

업무에 대해 요약, 정리한다.

가) 생명보험회사

언더라이팅 측면

－ 도덕적 역선택 피보험체 등록, 유형별(지역별, 직업별, 설계사

별, 연령별) 가입기준 강화, 수익자 지정조건 강화

－ 신계약 심사 및 현장 심사과정에 의료인력 충원 및 신계약심

사자의 중앙집중형 심사제도 시행

－ 각사 계약정보 교환

－ 보험사기 빈발 직업(종), 계약자의 보험계약 유입 차단

－ 상품개발, 계약조사팀과의 유기적 정책협의를 통한 보험사기

관련 역선택 유입방지 활동 전개

－ DB 조회시스템 활용을 통한 사기의심자 사전 배제, 자발적 청

약건 특별관리, 1차 선택 강화를 위한 적부조사 아웃소싱 시행

－ 거절체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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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사기 의심계약 유입 방지를 위하여 각종 피보험자 정보를

활용한 언더라이팅 실시, 적부조사가 필요한 계약을 추출하여

적부조사 의뢰

－ 자진청약자 사전심사제, 사기의심자 거절체 등록

－ 3대 기본 지키기 실시-보험증권 전달 후 확인전화, 고액보험에

대한 재무심사, 신입사원 입사교육시 언더라이팅 교육

－ 사고과다지역(영업소)에 대한 언더라이팅 기준 별도 적용, 사

고다발자 및 유의자를 참고체로 분류하여 체크

－ 사절체 등록자료 이용, 고액보험자 타사가입 확인, 직업 및 기

타 청약내용의 의심자에 대한 계약적부

－ 철저한 손해율 분석을 통한 계약규정 운영, 적부심사

－ 직종별, 위험등급별 가입제한 및 보험금 가입상한액 설정

－ 직업, 건강, 재산, 연령 등을 종합하여 모럴성 유무와 사기성

계약 여부를 심사하고(계약적부 포함) 인수 또는 거절의 결과

를 판단함

－ 협회 고액계약 자료 교환, 자체 거절체 파일 운용

－ 고액중복계약 조회시스템 구축 및 활용

보상·지급심사 측면

－ 허위장해의심건 정밀 조사, 보험사기의심건 조사, 특이건 관리

－ ICPS 활용 및 사고보험금 업무 인트라넷 시스템에 119 보험사고

속보제 등을 도입하여 사안별로 조사업무 수행

－ 전산 거절체 관리, 사고조사요원 정기교육

－ 심사인력 전문화를 통한 보험범죄 추정건의 즉시 조사의뢰

－ 지급금 통계분석을 통한 위험증가 모집인, 지점에 대한 지급

심사 강화

－ 보험사기 관련자에 대한 Black List 입력 관리

－ 사기관리자 및 의심자 정보교환·관리, 사기관련 공조조사 실시

－ LICAM 회의 참석, 모집인별 보험금지급시스템 운용, ICPS 시

스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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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관기관과의 적극적 공조체제 유지 및 동업사와 월 1회 정기

정보교환 회의 참석, 동업타사 사고정보 집적 및 조회시스템

구축, 기타 사기적발 유공자에 대한 포상 실시

－ 조기사고건 및 사고사유 불명건, 과다입원건 철저 조사

－ 보험사기 의심자 리스크관리 및 보험사기특별조사반을 통한

조사

－ 클레임에 대한 심사 및 조사시행으로 지급여부 결정, 적부조

사 시행

－ 연계건에 대한 정보교류, 의심건에 대한 모집경로 추적

－ 의심자의 타사가입사항 확인, 손해보험과 공조하여 과거 사고

유무 확인, 당사 및 타사 사절체 등록, 의심자에 대한 당사 전

문의 의적 소견, 기지급사항 재확인, 지급금액 이상유무확인,
서류상 문제점 유무 확인

－ 사기 유의자 계약에 대한 철저한 조사, 의료전문가에 의한 건강보

험 관련 Claim Review, 공조조사 강화, 정기적 Claim 분석

－ 직업, 보장내역, 사고경위, 부채관계, 인성, 단독사고 여부, 진

단서 발급기관 및 발급의, 치료과정, 환자상태, 기왕증 등을

심도있게 판단한 후 지급 또는 불지급을 결정

나) 손해보험회사

언더라이팅 측면

－ 업종/ 물건별 차별 인수정책 시행

－ 사고다발자 혹은 인수유의자 관리

－ 1인당 총가입금액 제한, 보험계약 인수제한

－ 중복계약 및 고액계약 조회

－ 신규계약 선택 추출하여 적부심 조사후 적발건에 대해 계약해

지 조치

－ 장기, 상해의 경우 : 타사 계약사항 조회

－ 인수제한고객에 대한 특별할증 적용

－ 업종/ 물건별 차별 인수정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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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지급심사 측면

－ 사고내용 분석 및 혐의점 추출

－ 사고 다발자 정보제공

－ 사고 다경력자에 대한 조회 및 SIU 조사의뢰

－ 보험사기 경력자 언더라이팅부서 정보 제공

－ 보험사기 혐의자 검·경과 수사공조

－ 보험사기 혐의건 자료공유(자동차)
－ 사기징후(과다장해, 질병치료 기왕증 확인, 모럴성)건에 대해

외부기관에 조사의뢰(중소형사)
－ 사고내용 분석에 따라 자체조사 강화 및 법적 대응

－ 의료담당직원을 통한 과잉청구 방지

－ 보험범죄 용의자 수사기관(경찰, 검찰)에 수사의뢰

－ 주요지표 모니터링, 주요사고 사후점검

－ 영수증 관리시스템 가동

－ 가·피해자, 목격자 직접 면담 및 현장조사

－ 명의도용건(보증보험)
ㆍ보상심사시 명의도용이 확인될 경우에는 면책처리

ㆍ보험금 지급 후 구상과정에서 명의도용이 확인될 경우에는

피보험자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지급

보험금을 회수

－ 청약서류 위조건(보증보험)
ㆍ보험청약서류가 위조되었거나, 입보의사가 없는 자를 연대보증

인으로 입보시킨 경우 관련자를 형사고소하고, 만약 피보험자

가 이에 가담하였거나 고의 또는 중대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면책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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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전담팀

－ 보험사기 의심대상건 접수

－ 사고조사/ 적발

－ 수사의뢰 및 협조 요청

－ 보험사기 유의자 선별 및 수사의뢰

－ 보험범죄건의 구상관리

－ 보험사기 기소자 명단 D/ B 집적 및 U/ W부서와 공유

－ 보험사기 방지 및 적발방법 교육

－ 보험사기 관련 홍보활동(언론, 경찰, 검찰, 등)

2) 보험사기관리 업무 수행시 문제점

보험회사의 보험사기관리 업무 수행시 나타나는 문제점은 아래와 같

이 운영 측면 , 인식 측면 , 제도적 지원 측면 으로 구분하여 정리할

수 있다.

가) 운영

생명보험회사

－ 전문인력, 보험사기 전담인력 부족

－ 타사의 계약정보 등 업계간 정보교환이 되지 않아 효율이 떨어짐.
－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미흡

－ 소비자 보호 정책과의 업무적 충돌

－ 조사기일 한정으로 조사 곤란

－ 보험사기 발생시 원인에 대한 규명 및 그에 대한 사후조치 등

보험사기에 대한 후속조치 미흡

－ 보험사기 입증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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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회사

－ 조사인력부족 및 조사자의 전문지식 부족

－ 보험범죄의 예방차원에서의 Data의 과학적 관리 미흡

－ 보험사기전담팀(SIU)의 부재로 각 부서간 공조체제 미흡

－ 보험사기 혐의자에 대한 체계적 관리 미흡

－ 보험사기조사 비용 부담(인력채용, 포상금, 수사비용)
－ 보험범죄 수사의 지역적 편중 및 평준화 미흡(주로 수도권지

역 위주로 보험범죄 수사가 이루어짐)
－ 정보 획득의 한계

－ 병원, 정비공장의 비협조 및 적극적인 동조

나) 인식

생명보험회사

－ 개인정보 수집시 비협조

－ 보험사기에 대한 소비자 및 관련기관(병의원 등)인식 미비

－ 보험사기관리의 가시적 효과 미흡으로 경영진 인식 부족

손해보험회사

－ 검/ 경의 보험사기에 대한 심각성 인식 부족

－ 경찰의 철저한 초동수사 미진

－ 보험사기 대응효과에 대한 인식미흡 등

－ 보험계약자의 비협조 및 범죄의식 희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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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도적 지원

생명보험회사

－ 제보자 보호기능(법적 처벌 및 포상금제도의 문제) 부재

－ 조사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 부족

－ 조사자 신변위협 방지책 미흡

손해보험회사

－ 정보제공자에 대한 신변보호장치가 필요

－ 각종 광고를 통한 사채업은 보증사기의 근간이므로 감독당국

의 지속적인 기획수사가 필요

－ 의료기관 협조 부족

－ 보험사기관련 전문 교육 부재 및 인력양성

－ 조직적 사기단에 대한 대응력의 한계

－ 유관기관(건강보험공단, 산재보험)과의 업무제휴 미흡

－ 수사권이 없어 물증에 의한 처리가 현실적으로 곤란함.
－ 감독원의 보험계약자측(민원인) 불공정처리

－ 생·손보사간, 대외기관(경찰청, 건강보험공단 등)간 정보공유

가 불가능하여 조사단계에서 중요한 단서가 될 정보접근이 곤

란함.
－ 경찰 및 검찰과의 공조 한계

라. 보험사기관리 투자현황

보험사기관리에 대한 투자정도는 전체 보험회사의 약 27.3%만이 높

은 편이라고 응답하여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임을 알

수 있다. 또한, 42.0% 가량이 투자에 대한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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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손보사를 구분하여 분석하면, 생보사보다 손보사의 경우 투자정도

뿐만 아니라, 투자효과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Ⅲ-9> 보험사기관리에 대한 투자 정도

주 : 1) 전체 - N=33 , m=3 .0303030, σ=1.0748502
2) 생보사 - N=21, m=2.8571429 , σ=1.0141851
3) 손보사 - N=12 , m=3.3333333 , σ=1.1547005

<그림 Ⅲ-10> 보험사기관리에 대한 투자 효과

주 : 1) 전체 - N=3 1, m=3 .3225806, σ=0.9793568
2) 생보사 - N=20 , m=3.1500000 , σ=1.0894228
3) 손보사 - N=11, m=3.6363636 , σ=0.674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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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보험사기관리 성과

1) 보험사기 처리실적(손해보험회사)

보험회사의 보험사기관리 성과를 총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아니지

만, 부분적인 관리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전체 클레임 대

비 보험금 지급 거절현황을 조사하였다.

2000년도 기준 손보사의 보험금 지급거절률(금액기준)은 <표 Ⅲ-3>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장기손해보험이 약 1.73%, 일반손해보험이 약

1.23%, 자동차보험이 약 0.67%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투입직원 대비 거절규모는 장기손해보험의 경우 7.33건, 37백만원이

며 일반손해보험은 2.99건, 50백만원이며, 자동차보험의 경우 1.40건, 6.8

백만원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에서 일부 회사의 실적이 반영되지

않았고, 통계집적상의 오류를 고려하더라도 일반적으로 보험사기의 상

당부분을 차지한다고 인정되는 자동차보험에 있어 보험금 지급거절률이

극히 저조한 것은 적극적인 보험사기관리보다는 회사의 대고객이미지

제고 및 서비스 측면에 역점을 둔 결과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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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3> 손해보험회사 보험사기 처리실적(2000년)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자동차 장기 일반손보 합계

보험금
지급

건수 3,119,164 663,764 138,448 3,921,376

금액 4,103,416 723,437 594,620 5,421,473

보험금
지급거절

건수 5,671 2,476 443 8,590

금액 27,457 12,510 7,326 47,293

거절비율
건수 0.18% 0.37% 0.32% 0.22%

금액 0.67% 1.73% 1.23% 0.87%

총보상직원수 4,038 338 148 4,524

1인당
처리규모

건수 772 1,964 935 867

금액 1,016 2,140 4,018 1,198

1인당
거절규모

건수 1.40 7.33 2.99 1.90

금액 6.80 37.01 49.50 10.45

주 : 1) 동 자료는 『2001 보험사기관리 Best Practice & Template 설문조사』
를 통해 원보험사로부터 직접 접수받아 합산한 실적임.

2) 장기 및 일반손보의 경우 신동아화재 실적이 누락되었음.
3) 보상직원수는 2001년 11월말 기준임.

<그림 Ⅲ-11> 손해보험 종목별 보험금 지급거절 현황(2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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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2> 손해보험 회사별 보상직원 1인당 처리실적(2000년)

<그림 Ⅲ-13> 손해보험 회사별 보험금지급 거절비율(2000년)

<그림 Ⅲ-14> 손해보험 회사별 보상직원 1인당 지급거절
클레임 처리실적(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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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험사기관리로 인한 계량화되지 않는 성과

보험사기관리를 통해 보험회사들은 가시적인 실적 외에 계량화되지

않는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성과는 크게 보

험회사의 경영효율성과(내부적 성과) , 보험사기 예방을 통한 건전한 사

회풍토조성 등의 외부적 성과 , 보험감독 및 제도적 측면의 성과 로 구

분할 수 있다.

즉, 보험사기활동을 전개함에 따라, 도덕적 위험(m oral risk)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수행함으로써 보험사 인지도를 제고(외부적 성과)시킬

뿐만 아니라, 보험범죄자로 하여금 사기관리가 양호한 회사에의 보험가

입을 기피하게 하여 경영효율을 증대시키며(내부적 성과), 장기적으로

보험산업에 대한 신뢰감을 조성(보험감독 및 제도 측면)하는 등의 성과

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하에서는 조사결과 각 사의 보험사기관리로 인한 비계량적 성과를

3가지 측면으로 요약, 정리한다.

가) 내부적 성과(경영효율성과)

생명보험회사

－ 특정지역 사고청구건 감소, 보험가입한도 제한으로 지급액 감소

－ 보험계약인수 및 보험금 지급의 적정을 도모하여 사차익 실현

－ 일선 영업조직의 신중한 계약 선택

－ 사고조사요원에 대한 지원

－ 보험사기방지에 대한 이미지 제고

－ 관심촉구 등 보험사기에 대한 전사적인 역량 결집

－ 보험사기 사전 제거(사기범들의 가입 기피)
－ 영업현장 1차선택 마인드 제고

－ 향후 발생가능한 위험요인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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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사기행위는 범죄행위라는 인식고취로 장기입원 등과 같

은 연성사기 예방 효과

－ 철저한 언더라이팅 및 조사로 잠재적인 사기가능 계약의 유

입방지 및 설계사의 모집관행 개선

－ 보험사기방지를 위한 임직원 인식 제고

손해보험회사

－ 모럴성 사고에 대한 모집조직 및 직원의 관심 제고

－ 보상직원들의 사고조사기법 향상

－ 보상직원의 보험범죄 대응마인드 강화

－ 사고처리비용 및 시간의 절감으로 양질의 서비스 제공기회 창출

－ 사고 다발자에 대한 밀착관리 가능

－ 기왕증 적용에 효과적인 자료제출 용이

－ 입원율, 입원일수, 진단기간 등의 감소효과

－ 사기데이터 등 정보활용을 통한 언더라이팅 강화

－ 보험사 손익 기여로 계약자 배당 가능

나) 외부적 성과

생명보험회사

－ 보험범죄의 효과적 대응을 통한 범죄예방

－ 보험사기에 대한 소비자 인식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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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회사

－ 건전한 사회풍토 조성

－ 국민들의 보험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 고취

－ 보험범죄에 대한 심각성과 죄의식을 인식하게 하고 유사한

보험범죄에 대한 사전예방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
－ 불량계약자에 대한 보험가입 욕구 경감

－ 보험사기범의 행동 제약, 보험가입 기피현상

－ 언론 및 수사기관의 보험사기 취급에 대한 홍보효과

－ 제3자 개입 감소 등 범죄율 저하

－ 보험사기 예방효과 및 적발 강화로 사회정의 실현에 일조

다) 기타 : 보험감독 및 제도측면

생명보험회사

－ 보험약관 및 윤리 강조로 사기 방지

－ 역선택 계약 유입 방지

－ 보험의 사행화 예방

－ 모집질서 확립을 통한 양질의 보험계약 인수

손해보험회사

－ 다수의 선량한 계약자보호, 적정보험료 산출 및 적용

－ 보험제도의 안정적 정착 및 정상적 경영 유지

－ 보험가입 역선택 미연 방지효과

－ 보험산업에 대한 신뢰감 조성

사. 시사점

이상에서 국내 보험회사의 보험사기관리 실태에 대한 조사결과를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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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정리하였다.

첫째, '보험사기방지 역할 담당주체'로서 정부 및 감독당국 이라는

응답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 정책적 측면에서의 보험사기관리가 요구

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 보험사기건수가 급

증하고, 사기유형이 조직화, 지능화, 강력범죄화하는 추세를 감안할 때,

관련 정보교환 시스템 구축 등의 제도적 방안, 수사권 확보 및 법령정

비 등의 법적 방안과 같은 정부주도하의 강력한 규제가 마련되어야 함

을 시사하고 있다.

단, 국내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결과를 토대로 함에 따라,

보험회사가 보험사기방지 담당비용 및 책임을 일방적으로 정부에 전가

시키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전체 설문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단순히 비용측면에서의 보험사기방지를 위한 정부지원이라기 보

다 보험회사의 사기관리 업무를 효율화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지원을

요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더불어 향후 연구에서는 객관성을 제

고시킬 수 있도록 정부 및 감독당국, 보험학자, 보험소비자 등을 대상으

로 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보험사기방지정책과 더불어 보험회사의 자체적인 보험사기관리

가 중요시된다. 본 설문결과에 따르면 국내 보험회사들의 사기관리실태

및 보험사기에 대한 투자정도는 미흡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과거

영업위주의 정책 하에서 보험사기관리 업무는 직접적인 수익을 초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는 인식의 결과라 하겠다. 그러

나, 향후 외형상의 성장보다는 회사의 사차익 관리 차원에서 보험사기관

리업무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지원 등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보험사기조사 및 적발을 위해서는 관련기관과의 업무 연계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설문조사 결과 의료정보 및 신용정보 확보를 위한

업무협조 수준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보험관련 법률에

서 정보사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21), 관련 기관에서

21) 현행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제10조제1항)이나 『신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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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정보제공에 따른 업무번잡 및 정보유출시 책임문제 등을 이유로 정

보제공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보험업법

상에 공공기관 등의 개인정보 이용을 위한 법률의 제정이 요구된다. 아

울러 개인정보의 이용 및 누설금지 조항도 보험계약자의 권익 보호 차

원에서 신설할 필요성이 있다.

3 . 보험사기특별조사팀 (S IU) 또는 사기전담조직

가. S IU 설치현황

보험사기특별조사팀(SIU) 또는 사기전담조직 의 설치유무에 대한

조사결과, 전체의 27.3%인 총 9개 보험회사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22)

<표 Ⅲ-4> 보험사기특별조사팀(S IU) 설치 현황

구 분 설치회사수 미설치회사수

생명보험회사
3

(대한, 삼성, 교보)
18

손해보험회사
6

(동양, 삼성, 현대, 엘지,
동부, 서울보증)

6

전 체 9 24

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24조제1항제3호)에서는 다른 법률에 정함이 있

는 경우 그 정보를 다른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는 취지를 명시하고 있다.
22) 삼성생명의 경우, 조사전문자회사인 (주)SIS내 SIU를 운영하고 있으며,

2002년 자체 SIU 설치를 계획하고 있다. 자료 : 삼성생명 제공, 『2001 보

험사기 Best Practice & Temp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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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U 미설치 이유로는 인력 및 예산 부족 , 회사규모상 별도 조직은

비효율적임 이라는 응답이 다수를 차지하였으며, 생보사의 경우에는 보

험사기건 발생이 미미하여 실효성이 없음 이라는 응답도 있다.

또한, 미설치회사에서의 보험사기관리 업무는 대부분 클레임(보상)부

서, 보험금심사부서 등에서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설치회사의 향후 SIU 설립 계획에 대한 조사 결과, 생보사는 8개

사(44.4%)가 설립을 계획하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23), 손보사는 5개사

(83.3%)가 계획하고 있어24) 손보사의 경우 보험사기관리 전담조직에 대

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판단된다.

나. S IU의 업무범위

SIU에서 수행하는 업무범위는 <표 Ⅲ-5>와 같다. 손보사 SIU에서

주로 수행하는 업무로는 자동차보험 및 장기보험의 클레임조사, 사기방

지, 제3자 개입 등이며, 생보사에서는 대부분 클레임조사 업무를 수행하

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내 보험사의 SIU는 외국 보험사의 SIU 활동에 비해 업무범위가

협소한 것으로 판단된다. 일반적으로 외국 보험사의 경우, SIU는 사기

혐의성 클레임 조사에 중점을 두고, 그 밖의 다양한 업무, 예를 들면 일

선 보상 및 언더라이팅 직원 교육, 대리점 교육, 소비자 홍보 활동, 유

관기관과의 연계 활동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3) N=19, 삼성생명 응답이 포함된 실적임.
24) N=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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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5> S IU의 수행업무 현황

구 분
계약적부

(언더라이팅)
클레임
(조사)

사기방지
(교육·전산)

제3자개입 기타

손
보

자 동 차 2 5 4 5

장 기 1 4 3 3

일반손보 2 1 1

생 보 2 7 3 3 1
주 : 1) 각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수임.

2) 생보사의 경우, SIU가 설치되지 않은 회사라도 상기 업무를 수행하는
별도의 조직이 있는 경우를 포함함.

다. S IU 인력현황 및 지원수준

1) S IU 인력현황

SIU를 설치, 운영하는 회사별로 SIU 총인원수 및 조사자수는 <표

Ⅲ-6>과 같다.

<표 Ⅲ-6> 보험회사의 S IU 인력 현황

- 생명보험회사

구 분 대한 삼성1 ) 교보 합계2 ) 평균2 )

총인원수 3 103 5 8 4

조사자수 3 103 5 8 4

주 : 1) 삼성생명은 (주)SIS내 SIU 인원수임.
2) 생보사 SIU 합계 및 평균치는 삼성생명은 제외한 실적임.

- 손해보험회사

구 분 동양 삼성 현대 엘지 동부 서울보증 합계 평균

총인원수 6 11 6 10 5 3 41 6.8

조사자수 4 4 3 5 3 1 20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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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 IU에 대한 지원수준

<그림 Ⅲ-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SIU에 대한 지원수준은 총 9개

설치회사 중 4개사, 연수 및 교육기회 제공정도에 대해서는 3개사만이

높은 편이라 응답하였다. 즉, 전문인력에 대한 인센티브, 교육기회 제공,

포상제도 의 회사차원의 지원은 미흡한 실정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대부분 보험회사에서 보험사기 전담조직에 대한 필요

성은 느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효율적 운영을 위한 투자에는

소홀함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SIU에 대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회사에서는 대부분 자체 연수

이거나 보험연수원 등의 위탁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기법을 포

함한 해외 교육프로그램 연수 등은 시행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Ⅲ-15> S IU에 대한 지원 및 교육실시정도

주 : 1) 응답회사수임 .
2) 지원수준 - N=9, m=3 .3333333 , σ=1.1180340
3) 교육실시정도 - N=9 , m=3.2222222 , σ=0.6666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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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S IU와 타부서와의 관계

1) S IU의 독립성

SIU의 실질적인 독립성 수준에 대한 조사 결과, 총 9개 SIU 설치회

사중 7개사가 높은 편이라고 응답하여 특정 사업부서의 영향을 받지 않

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7> S IU의 독립성 수준

구 분 응답수 구성비

매우 낮음 0 -

낮 음 0 -

보 통 2 22.2%

높 음 4 44.4 %

매우 높음 3 33.3%

합 계 9 100.0%

주 : N =9, m=4.1111111, σ=0.7817360

2) S IU의 업무연계성

SIU와 타부서와의 업무연계성에 대한 조사에서는 보상(보험금지급

심사)부서 간의 정보교환 및 업무협조가 가장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8개사가 높은 편이라 응답). 한편, 외부기관(경찰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과의 업무협조 수준은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되

었다.

또한, 손보사 SIU의 업무연계성 정도는 생보사에 비하여 상당히 높

은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손보사 SIU의 업무수행이 보다 활발하게 이

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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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6> S IU와의 업무연계성

주 : 1) 응답회사수임 .
2) U/W부서 - N=9, m=3 .5555556, σ=0.7264832
3) 보상부서 - N=9, m=4 .2222222, σ=0.6666667
4) 관련기관 - N=9, m=2.2222222, σ=0.6666667

<표 Ⅲ-8> 산업별 S IU의 업무연계성

구분
U / W부서 보상부서 관련기관

생보사 손보사 생보사 손보사 생보사 손보사

매우낮음 - - - - - 1

낮 음 - - - - 4 3

보 통 3 2 1 - 2 2

높 음 - 3 1 4 - -

매우높음 - 1 1 2 - -

합 계 3 6 3 6 3 6

주 : 응답회사수임.

마. S IU의 처리실적 및 업무효율

본 설문에서는 SIU 설치 보험사들의 클레임 처리실적 및 업무효율

에 관해 조사하였다. 즉, SIU로 이송된 클레임 건수, 사기판정건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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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정 추정금액, 회수된 보험금건수 및 금액 등 1998∼2000년간 SIU

처리실적을 조사하여 이를 토대로 사기판정율25) 및 회수율26)을 산출함

으로써, SIU 업무효율성 정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단, 회수율은 회수금액을 사기판정 추정금액(미지급보험금 포함)으로

나눈 것이어서 엄격한 의미의 SIU 업무효율 지표로 보기는 곤란할 것

이며, 사기조사로 인해 미지급된 면책금액과 합의·절충 등에 의해 감

액된 금액을 고려하지 않았다.

손보사 SIU의 처리실적 조사 결과27), 최근 3개년 동안 사기판정율은

약 80%(약 137억원)를 보이고 있으며, 이중 회수율은 13%로 비교적 낮

게 조사되었다.28) 이와 같이 회수율이 낮게 나타난 이유로는 사기추정

금액 중 일부 미지급보험금이 합의·절충으로 인한 감액 금액이 포함되

어 있기 때문으로 판단되지만, 대체적으로 국내 SIU의 업무영역이 사고

조사 차원에 머무르고 있으며, 구상업무까지 수행하기에는 회사의 지원

이 미흡하고 조직의 역량이 부족하였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25) 사기판정율 = 사기판정 클레임건수 / 이송 클레임건수

26) 회수율 = 회수금액 / 사기판정추정금액

27) 생보사의 경우, D생보사는 1999∼2000년간 사기판정건수 113건, 회수 보험

금 약 2억원, 17.2%의 보험금 회수율을 보이고 있다. 또한, K생보사는 약

66.7%의 사기판정율, 2.5%의 보험금 회수율을 나타내었다.
28) 1999년 사기판정규모는 약 68억원으로 보증보험 사기규모(약 48억원)가 많

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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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9> 손해보험사 S IU의 실적 현황1 )

(단위: 건, 백만원)

구분
SIU 처리 건수 사기판정

추정금액
회수금액

(회수건수)
업무효율

이송건수 사기판정건수 사기판정율 회수율

1998 183 146 3,159 414
( - )2) 79.8% 13.1%

1999 423 349 6,803 471
(71) 82.5% 6.9%

2000 390 300 3,738 889
(244) 76.9% 23.8%

합계 996 795 13,700 1,774
(315) 79.8% 12.9%

주 : 1) 1998년은 2개사, 1999년은 4개사(서울보증 포함), 2000년은 5개사
SIU실적임.

2) 1998년 회수건수 실적은 자료미비로 이용할 수 없음.

바. S IU 업무 프로세스

SIU 업무처리는 ① 보험사고 발생 → ② 사고분석 및 보험사기 판

정 → ③ SIU 의뢰 → ④ SIU 특별조사 → ⑤ 보험금 지급 또는 수사

의뢰(사기여부 판정) 의 절차를 거쳐 이루어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여기에서는 국내 생보사 및 손보사의 SIU 업무처리 절차를 간략하

게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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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생보사 사례

미청구

청구

보험금 분석

기조사권 분석
및 민원소송

on-line
hold'입력

보험사고
정보입수

조사·청구

서류 분석

반송(일반조사)
특별조사활동

- 관련자 면담
- 사고현장확인
- 경찰서, 병원 확인
- 동업타사 확인(공조)
- 관련 설계사 확인

중간보고서 작성
진행사항보고

및 보완사항조치

조사보고서 작성

조사기록검토 및

보완사항조치

B.L 입력조치

및 소송의뢰

보험금지급
청구안내문발송
모집관련 조치

수사의뢰

D손보사 사례

<업무 Flow >

예상건 발생 해당지점 조사 S IU팀 의뢰 수사기관 의뢰

수사협조 종결 사후조치 D/ B화

<업무내용>
1. 보상지점에서 보상처리시 보험사기 의심건에 대한 지점자체 조사 및 처리
2. 보상지점에서 처리하다 해결이 안되거나 의심되는 보험사고건에 대

해 SIU팀에 조사의뢰
3. SIU팀 접수후 관련자료 징구 - 타사와 정보공유 및 업무협조
4. 사안에 따라 관련 검·경찰 수사기관에 조사의뢰
5. 관련 수사기관 보험사기자 검거 - SIU팀 검거 협조
6. 보험사기 금액 환수후 종결
7. 관련자료 D / B화하여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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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에서 설명한 내용을 포함하여 국내 보험회사 SIU 설치 및 운영

현황을 간략히 정리하면, <표 Ⅲ-10> 및 <표 Ⅲ-11>과 같다.

<표 Ⅲ-10> 생명보험회사의 S IU 현황

구분
사기업무
담당부서

총인원
(조사인원)

문제점 및 개선사항
또는 미설치이유

대한 SIU (1998년)
3명

(3명)

알리안츠제일 보험금심사팀 - 인력부족 및 사업계획 미반영

삼성
(주)SIS내

SIU (2001년)
103명

(103명)
- 조사전문회사(SIS)에서 설치, 운영
- 내년 자체 SIU 설치 예정

흥국 보험금심사파트 - 보험사기발생건 소수로 상시운용 불필요

교보 SIU (1996년)
5명

(5명)
대신 사고심사파트 - 인력 및 비용과다

신한
사고조사담당부서
고객서비스팀

- 인력부족 및 비용대비 효과 미검증

동부 고객서비스팀 - 별도조직에 준하는 업무 수행(조사담당자)

동양
보험금지급부서
계약조사팀

- 정부 또는 감독당국의 적극 지원 부족
- 조사권에 대한 법적 근거 미흡
- 사고조사와 영업조직의 이해 상충

메트라이프 - 회사규모상 별도조직 설치는 비효율적임.

영풍 계약심사관리팀

뉴욕 - 회사규모상 별도조직 설치는 비효율적임.

럭키 고객서비스팀 - 보유계약, 조사건수 고려시 향후 과제임.

금호 고객서비스팀 - 인력운용의 효율성 저하

SK 계약심사팀 - 전문인력 부족

한일 계약파트
- 인력 및 문제
- 보유계약, 사기혐의건 부족으로 시기상조

ING 보험금지급부서
- 보험사기건 미미
- 설계사 철저한 교육으로 역선택의심자

가입제한

AIG 보험금심사부서 - 건당 지급보험금 소액임.

라이나 보험조사팀 - 비능률적임.

푸르덴셜 클레임부서 - 당사 상품 성격상 사기혐의 계약 미미

프랑스
계약보전팀
준법감시인

- 전문인력 확보를 통한 겸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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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1> 손해보험회사의 S IU 현황

구분
사기업무
담당부서

총인원
(조사인원)

문제점 및 개선사항
혹은 미설치 이유

동양
교통사고
연구실

6명
(4명, 계약직)

- 자동차이외의 보험사기 적발은 취약
- 조사분야 확대 필요

신동아 - -
- 인력 및 예산 부족
- 조직운영의 생산성 및 효과 의문

대한 - - - 독립된 조직이 규모상 비효율적임.

국제 - -
- 경영상의 이유로 지연됨.
- 향후 독립부서 설치 검토

쌍용 - -
- 보상 인력의 부족
- 추가 발생 인건비
- 실제 적발실적에 대한 불확신

제일 - -

리젠트 - - - 인원부족

삼성 SIU팀
11명

(4명, 계약직2명)

- 업계 전체와 관련된 보험사기단 조
사시 발생하는 비용의 처리 및 분배
방식의 공론화 필요

현대 보상지원팀
6명

(3명, 계약직)

- 전국적 범위 담당으로 인한 한계
- 일선보상센터 조사실장의 사기관련

업무 비중확대

엘지 SIU팀
10명

(5명, 계약직)
-

동부 SIU팀
5명

(3명, 계약직)

- 우수한 인력 확보 곤란
- 신변안전 보장장치 미비
- 수사상 필요한 신분보장 필요

서울
보증

채권관리팀
3명

(1명, 계약직)

- 조사인원 부족
- 우수제보자 포상제 확대실시
- 인사고과 반영 등 인센티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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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시사점

우리나라의 경우, 총 9개사(손보사 6개, 생보사 3개)만이 SIU를 설치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향후 SIU 설치계획 및 설치 필요성은 대

체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SIU에 대한 지원, 인력현황, 수행업

무 등은 미흡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미국의 경우, 76%의 손보사

에서 SIU를 설치하였으며, 클레임 조사업무 외에도 보상직원 교육, 관

련기관 지원 등 폭넓은 사기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국내 SIU는 설립년수가 불과 3∼4년 정도여서 전문적 경험이 부족

한 수준이며, 그동안 회사 및 관련당국의 인식 저하로 적극적이고 실질

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다. 동 조직이 회사내에서 독자적

전문성을 갖고 사기적발 및 방지업무를 수행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보상조직의 보조적 차원에서 특수사건을 제한적으로 처리하

는 수준에 불과하여 그 기능 및 임무에 대한 재정립이 요구되어진다.

특히, 향후 SIU는 보험사기에 대한 전사적 지원을 이끌어내는 주체

로서의 역할 수행이 요구되며, 회사의 지원수준에 부응하도록 활동범위

및 목적을 명확하게 정립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SIU 조직이 독자적으

로 활동하기보다 회사내부(보상 및 언더라이팅 조직) 및 회사간, 유관기

관간 공동의 노력을 통해 사기조사업무의 효율화를 도모함이 요구된다.

4 . 보험사기관리 전략

가. 보험사기관리 아웃소싱

1) 아웃소싱 필요성

일반적으로 국내 보험회사는 보험사기관리 업무를 전문으로 수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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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외부전문업체(아웃소서)가 보다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생보사에 비하여 손보사에서 더욱 두드러지

게 나타나고 있으며, 언더라이팅 업무보다는 클레임 업무의 아웃소싱

필요성이 높게 조사되었다.

<표 Ⅲ-12> 보험사기관리 아웃소싱의 필요성

구 분
클레임 관련 사기관리업무 언더라이팅 관련 사기관리업무

전체 생보사 손보사 전체 생보사 손보사

매우 낮음 21.2 % 14.3 % 33.3 % 24.2 % 14.3 % 41.7%

낮 음 12.1% 9.5 % 16.7% 15.2 % 14.3 % 16.7%

보 통 36.4 % 38.1% 33.3 % 39.4 % 42.9 % 33.3 %

높 음 18.2 % 23.8 % 8.3 % 9.1% 14.3 % -

매우 높음 12.1% 14.3 % 8.3 % 12.1% 14.3 % 8.3 %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 1) 응답수의 구성비임.
2) 클레임 - 전체 N=33, m=2.8787879, σ=1.2931931
3) U/ W - 전체 N =33, m=2.6969697, σ=1.2865858

2) 향후 아웃소싱 계획

보험회사의 경우, 보험사기관리 업무의 아웃소싱에 대한 요구가 절

실하지 않음에 따라, 향후 아웃소싱 계획 정도도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

다. 즉, 약 15.4%의 보험회사에서 아웃소싱을 계획하고 있으며, 손보사

(12.5%)보다는 생보사(16.7%)가 약간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전문적인 보험사기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중소형사의 경우 아웃소싱을 통한 능력있고 저렴한 외부자

원의 활용으로 기업의 수익 및 효율성 제고를 도모하는 방안도 강구하

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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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7> 향후 보험사기관리 업무 아웃소싱 계획정도

주 : 전체 N=26, 생보사 N=18, 손보사 N=8

나. 기존 데이터베이스 조회시스템 활용도

보험업계 공동으로 역선택방지, 보험금 사취행위 등 보험사기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으로 정보교환제도, 데이터베이스 조회시스템 구축

등을 운영하고 있다. 본 설문에서는 이와 같은 기존 DB시스템에 대한

활용도를 생손보사별로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대부분의 DB시스템에 대하여 높은 활용도를 보이는 것으

로 나타났다. 특히, 손보사에 있어서 대부분의 DB시스템 활용도가 70.0%

를 상회하는 등 매우 높은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반면에, 2000년 6월부터

운영에 들어간 사고정보시스템(I-CPS)의 경우 생보사의 활용도가 86.7%

로 손보사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손보사의 경우, 기존의 개발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과

의 중복 및 절차상의 사용 불편 등으로 I-CPS에 대한 활용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따라, 중복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조

회방법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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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8> 생보사 DB시스템 활용도

주 : 1) 각 DB 시스템에 대한 활용도가 높음 또는 매우높음 이라 응답한 비율임 .
2) 보험청약거부 정보교환제도 - N=21, m=3 .5714286, σ=1.0757057
3) 고액보험중복가입 정보교환제도 - N=21, m=3.4285714 , σ=1.21478553
4) I-CPS - N=15 , m=4.1333333 , σ=1.1872337

<그림 Ⅲ-19> 손보사 DB시스템 활용도

주 : 1) 각 DB 시스템에 대한 활용도가 높음 또는 매우높음 이라 응답한 비율임 .
2) 고액계약조회시스템 - N=11, m=3.8181818 , σ=0.8738629
3) 다수계약조회시스템 - N=11, m=4.4545455 , σ=0.8201995
4) 불량계약조회시스템 - N=11, m=3.7272727 , σ=1.4893562
5) 사고피해자조회시스템 - N=11, m=4.6363636, σ=0.5045250
6) 수리비견적시스템 - N=11, m=4 .4545455, σ=1.0357255
7) I-CPS - N=10 , m=3.5000000 , σ=1.4337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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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보험사기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

1) 보험사기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국내 보험회사들은 <그림 Ⅲ-20>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험사기에

대처하기 위해 특별히 고안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의 필

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약 97.0%의 보험회사에서 동종 보험업계의 보험가입사항 및

사고에 관한 정보뿐만 아니라, 공영보험 및 유사보험 등 보험전반에 관

한 통합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구축을 통해 보험종목간 교차확인 및 종

합적 사기관리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구축을 위해 자료제출 등의 협력 의사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생보사보다 손보사에서 더욱 높은 비율을 보이

고 있으며, 자발적으로 자료를 제공하고 집적된 자료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보험사고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구축 에 대한 보험회사의 요구

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보험회사 자체적인 사기예방 및 적발시스템에 대해서도 약 90.6%의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약 70.4 %의 회

사에서 향후 3년이내 도입(1년이내 설치 도입은 13.8%)을 계획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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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20> 보험사기 DB시스템의 필요성

주 : 1) 필요성 정도에 대해 높음 또는 매우높음 이라 응답한 비율임 .
2) 보험사기 DB시스템 - N=33 , m=4.5151515 , σ=0.9721501
3) 통합보험사기 DB시스템 - N=33 , m=4 .6969697 , σ=0.7699370
4) DB구축을 위한 자료제출 - N=33 , m=4 .3636364 , σ=0.8950622
5) 보험사기예방 및 적발시스템 - N=33 , m=4.4687500 , σ=0.7613390

라. 보험사기관리 전략의 효율성

보험사기관리 전략중 효율적인 사기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

는 중요성에 대한 척도를 조사하였다.

가장 효율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전략으로는 조사전문인력 양

성(87.9%) 이었으며, 보험사기방지정책 시행(84.9%) , 전사적 인식공유

및 지원시스템 구축(75.8%) 의 순서로 나타났다.

이러한 조사결과에서는 전문인력을 바탕으로 전사적 차원에서 보험사

기의 심각성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며, 정부차원의 강력한 보험사기방지정

책이 뒷받침되어야 보다 효과적인 사기관리가 가능함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감독차원의 보험사기관리규정 제정 및 보험사기관리조직

(SIU)의 설치·운영 의 효율성에 대해서는 약 57.6%의 보험회사가 긍정

적으로 응답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SIU의 설치 및 운영 은 가장 효율성이 높다고 조사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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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력의 양성 과 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SIU 미설치회사의 약

54.2%가 향후 설치계획을 갖고 있다는 조사 결과와, 미설치이유로 '비

용문제, 회사규모상 별도조직 설치는 비효율적임 등을 제시함을 감안

할 때, 조직의 형태는 차후적인 문제이며 어떠한 형태로든 전문적인 보

험사기관리에 대한 필요성은 느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림 Ⅲ-21> 보험사기관리전략의 효율성

주 : 1) 효율성 정도에 대해 높음 또는 매우높음 이라 응답한 비율임 .
2) 조사전문인력 양성 - N=33 , m=4.3636364 , σ=0.8950622
3) 보험사기방지정책 - N=33 , m=4.4242424 , σ=1.0009465
4) 전사적인식공유 및 지원 - N=33 , m=4.0303030, σ=0.9837698
5) 보험사기관리매뉴얼 - N=33 , m=3 .8787879, σ=0.9603898
6) 보험사기관리규정 - N=33 , m=3.6666667, σ=1.1636867
7) S IU 설치 , 운영 - N=33 , m=3.6666667 , σ=0.9242114

마. 보험사기방지계획 또는 전략

1) 주요내용

국내 보험회사들의 향후 보험사기방지계획 및 전략 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여기에서는 보험회사적 측면 , 보험산업 및 제도적 측면 , 보험소비

자 측면 으로 구분하여 요약,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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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적 측면

－ 생명보험회사

· 보험사기 조사인력의 확충

· 보험사기조사 전담조직 신설

· 신고시스템 활성화 및 신고자 포상제도

· 사기용의자 및 예상자 청약의 사전방지시스템 구축

· 사고정보시스템 및 적발시스템 구축

· 대내외 교육(보상담당자, 언더라이터, 모집인) 실시

· 상품개발시 보험사기방지 요인 적극 반영

－ 손해보험회사

· 보험사기시스템 구축을 통한 적극적 대응

· 인원 및 예산확보와 전담조직 신설, 전문인력 채용

· 보험사기 및 조사기법에 대한 교육, 세미나 활동 강화

· 보험사기 신고제도 및 포상제도 강화

·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

· 보험사기지표 작성

보험산업 및 제도적 측면

－ 생명보험회사

· 보험모집 관련 기획조사 실시

· 유관기관 및 수시기관과의 공조체제 강화

· 보험사기정책에 적극 협조

· 동업 타사와 공동대응방안 마련

· 업계간 정보교류 활성화

－ 손해보험회사

· 보험사기소탕 합동작전 실시 주도(경찰청, 협회 협조)
· 보험사기 관련 유관기관의 협조체제 강화(업계 공동)
· 업계차원의 공동대응 추진

· 업계 공조 기획수사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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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소비자 측면

－ 생명보험회사

· 보험범죄 관련 계도 활동 강화

· 인터넷을 통한 대고객 홍보, 사례 전파 및 핫라인 운영

－ 손해보험회사

·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활동

2) 모범사례

K생보사

－ 보험범죄 대응체제의 강화

· 조사인력의 확충 (5명→7명)

· 보험범죄가 성행하는 각 지역에 2명의 전담인력 배치

－ 보험모집관련 기획조사 실시

· 사차손 발생 지점/ 영업소/ 설계사에 대한 조사 강화

· 사차손 발생 지점에 대한 특별조사사원 파견 근무

－ 보험범죄 공조체제의 강화

· 금융감독원/ 생·손보협회/ 보험개발원 등 유관기관 및 검·

경찰 등의 수사기관과의 공조체제의 강화

－ 보험범죄 관련 계도 활동 강화

· 사내 그룹웨어를 통한 보험사고조사 정보공유 및 소집교

육 등을 활용하여 보험범죄관련 각종 통계 및 자료의 공급

· F.I 에 다른 대응능력 향상을 통한 보험범죄 예방활동 강화

－ 보험범죄관련 조사효율 향상

· SIU의 인원, 예산, 처리대상건, 업무범위와 관련하여 명확한

기준을 수립하여 조사건 증가에 따른 조사력 낭비요인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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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손보사

－ 보험범죄 예방활동

· 보상센터 및 U/ W부서와의 정보공유를 통한 사전대응

· 보험범죄 홍보 및 교육 (언론 및 유관기관 자료제공)
－ 보험사기소탕 합동작전 실시 주도 : 연 2회 경찰청, 손보협

회 협조

－ 선진 기법 연구 및 도입

－ 자체 기획조사 강화

· 전국 병·의원 비리관련 기획조사

· 병원, 정비업소, 렌트업체간의 불법거래관계 조사

· 업계 사고다발자에 대한 조사

－ 현장 경쟁력 강화

· 보상센터 SIU팀장 워크샾 실시(연 2회)
· 유형별 보험범죄 분석

· 현장전파 및 보상불법환경 개선을 통한 현장 본업경쟁력 강화

－ 전문인력 채용

· 보험범죄 전문가 채용 및 자문단 구성

D손보사

구 분 보험사기방지계획 및 전략

보상직원
사고조사 및 보상처리시 문제건에 대하여 위장사고
적발 평가반영 및 포상실시

SIU팀
사고조사의 문제건이나 보상후 제보건에 대하여 철저
하게 조사, 분석하여 검, 경찰에 수사의뢰

기획수사 최종적으로 감독원 및 협회 주관 기획수사하여 적발

－ 회사차원에서 주도적으로 보험사기방지를 통한 손익개선 노력 강화
－ 보험가입자 권익보호 및 회사 손익개선을 위한 전사적인 활동전개
－ SIU팀 기능확대 추진

· 전담조직 규모 및 인력 보강
· 전 보험종목으로 사기예방활동 및 조사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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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사별 전략

생명보험회사

회사명 보험사기방지계획 및 전략

A사
- 유형별, 모집인별 청구건 분석
- 제보시스템 활성화 및 제보자 포상제도
- 과다 사고자 사고력에 대한 정밀조사 실시

B사

- 언더라이팅부서 : 신계약심사 및 현장심사를 통해 사기혐의건
사전 차단

- 클레임부서 : 보험사고 집적정보의 활용 및 사고보험금 인트
라넷시스템을 이용한 조사(심사)인력 전문화를
통해 도덕적위험의심건, 역선택건에 대해 집중
조사

C사
- 내년 상반기중 자체 SIU 신설
- 방어적 입장에서 공격적 방지로 전환

D사

- SIU 상설기구화 검토
- 보험사기 적발 관련 유공자 포상으로 동기부여 제공
- 유관기관의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
- 동업사 보험사기 관련 정보공유

E사
- 사기관련 용의자 및 징후예상자 청약의 사전방지시스템 구축 주력
- 사고정보시스템 및 적발시스템 구축
- CEO의 지속적 관심 및 시스템 구축 지원

F사

- 자체 SIU 전담자 지정 운용
- 인터넷을 통한 대고객 홍보, 사례 전파 및 핫라인 운영
- 보상담당자, 언더라이터, 모집자에 대한 대내외 교육
- 보험청약거부 정보교환제도, 고액보험 중복가입 정보교환제도,

ICPS 활용 등을 통한 지속적 사기방지
- 유관기관 정보공유 및 협조체제 강화

G사
- 언더라이팅 강화 - 설계사 교육
- 조사자의 전문성 향상 - 유관기관의 보험사기정책에 적극 협조

H사
- 동업타사와 공동대응방안 마련
- 신고자 포상제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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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보험사기방지계획 및 전략

I사
- 보험사기 전담조직 신설 - 업계간 정보교류 활성화
- 사고보험금 심사 및 조사인력 순환보직 제한
- 전산프로그램 개발

J사
- 자체교육 및 연수를 통한 조사전문인력 양성
- 조사/ 보험사기방지 우수자에 대한 포상
- 사내 사이트를 통해 보험사기관련 사례 및 대응책 공유

K사
- 강도높은 신계약 심사 및 심사자 교육
- 조사자의 보험사기 적발을 위해 타기관과의 협조

L사
- 사기유의자 계약에 대해 건별 아웃소싱 계획
- 계약심사 규정 강화 및 보험금 심사부서의 전문성 확보

M사
- 역선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계약심사
- 상품개발시 보험사기방지 요인 적극반영
- 사후 일정기준의 보험사기징후 포착, 관리

N사 - 지점 및 해당직원에 대한 수시 교육 실시

O사

- 보험사기 조사요원의 대내외 위탁교육 및 향후 포상정책을 실
시하여 사기진작 유도

- 보험사기관련 보험금청구건에 대하여 적극적인 대처
- 영업현장(관리자)에 대한 교육 및 감사 강화로 보험사기 계약

사전 유입차단

손해보험회사

회사명 보험사기방지계획 및 전략

A사
- SIU조직의 지속적인 교육프로그램 마련을 통한 전문성 확보
- 보험사기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보험사기에 적극적 대응

B사

- 인원 및 예산확보와 전문팀(SIU)의 구성, 전문요원의 채용
- 보험사기 관련자(인수유의자)의 DB구축을 활용한 인수거절
- 보험사기 사례 및 조사기법에 대한 교육, 세미나 참가활동 강화
- 보험사기 관련 유관기관의 협조체제강화(업계공동)
- 보험사기 적발에 대한 신고체제 확립 및 포상제도 강화

C사
- 자체적 대응보다는 업계차원의 공동대응 추진
- 보상직원에 자질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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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보험사기방지계획 및 전략

D사
- 보험사기 유형별 사례집적
- 관계기관과의 데이터 공유를 통한 가이드라인 산정
- 보험사기 전담조직 설치 및 전문인력 양성

E사

- SIU팀 신설 및 전문인력 확보
- 우수보상직원에 대한 인센티브제 지속적 운영
- 보상직원의 보험사기 식별인식 능력 향상교육
- 보험사기 인식지표 작성

F사
- 특별조사팀(SIU) 운영에 대해 적극 검토 후 시행 예정
- 보험사기 적발자에 대한 관리시스템 도입
- 보험사기 적발자에 대한 시상제도 강화

G사
- 전문가 영입 검, 경 협조체제 구축
- 범죄, 사기행위자 색출시 인센티브제도 도입

H사

- SIU중심의 사기대응에서 일선 클레임담당자 및 보상센터 조
사실장의 보험사기 대응관련 역할 확대

- 개별건 조사위주에서 보험사기 유의자 중심의 관리로 전환하
고 사기정보의 집적을 통한 언더라이팅 자료제공 등 보험사
기예방 업무 강화

- 업계공조 기획수사 활성화 등

I사

- SIU팀 운영
- 보상센터 사고조사역(전직경찰)을 SIU팀으로 개편
- 직원의 보험사기대처 교육 실시
- 방송 및 신문에 적발사례 홍보
- 보험사기 적발 시스템 구축 전사적 활용
- 금융감독원 및 손보협회와 공조

J사

- 예방활동 강화
·보험사기 중요 조사사례 교육(전문보증인, 위장 사업자 등)
·부실징후자 유형에 대한 교육실시 및 사례전파로 직원의식 제고
·사기 및 부실방지 체크리스트 활용을 통한 예방활동 철저
·수사기관과의 공조체제 유지하여 보험사기에 신속하게 대처

- 포상제도 확대로 보험사기관련 정보제보의 활성화
- 사후관리제도

·고액ㆍ조직 보험사기 관련건의 채권관리팀으로 이관하여
집중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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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시사점

보험사기관리 업무의 아웃소싱, 기존 DB 시스템 활용도, 보험사기

DB 시스템의 필요성, 보험사기관리전략의 효율성 등에 대한 조사를 실

시하였다.

첫째, 국내 보험사들은 사기관리업무 아웃소싱의 필요성을 별로 느

끼지 않으며, 향후 아웃소싱 계획 정도도 낮은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이

러한 결과는 보험사마다 클레임 관리업무를 자사의 대고객 서비스의 핵

심으로 인식하여 직접적인 관리 및 통제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

이다. 또한, 향후 전사적 보상시스템 구축에 대비하기 위하여 아웃소싱

을 꺼리고 있으며, 아울러 아웃소싱에 따른 손익비교에 있어 그 효과성

에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보험회사의 아

웃소싱은 추가적인 인력이나 시설에 대한 새로운 투자를 요하지 않는다

는 측면에서 비차관리의 효과성을 제고시킬 뿐만 아니라, 전문인력 및

조직에 의한 운영으로 사차관리의 확대를 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따라, 전문적인 보험사기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수익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사기조사의 아웃소

싱을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소형사의 경우 아웃

소싱을 통한 저렴한 외부자원의 활용으로 기업의 수익 및 효율성을 도

모하고 대형사와의 서비스 격차를 감소시키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

으로 판단된다. 대형사의 경우에는 전문성을 갖춘 자회사 형태로 관리

부담을 줄이고, 경영효율성과 고객서비스 제고를 공동으로 관리해나가

는 아웃소싱 방향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보험사기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구축에 대한 조사 결과, 동종

보험업계 뿐만 아니라 공영보험 및 유사보험 등 보험전반에 관한 통합

보험사기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내에

서도 보험사기와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나, 정보집적기관의 분산,

집적정보의 중복, 관련전산망 미비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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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통합 보험사기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우선 정보

의 집적 및 관리를 집중화시켜야 한다. 이는 데이터베이스의 효율적 운

영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대응책이기도 하다. 또한, 관련

회사들의 자료제출, 사용정보에 대한 비밀유지 등은 시스템 구축 및 운

영에 필수적이다. 따라서, 정보제공을 의무화하고, 정보이용자의 비밀유

지 의무와 위반자에 대한 처벌강화 등 관련 법규의 정비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보험사기관리전략에 있어서 조사전문인력의 양성 , 보험사기

방지정책의 시행 및 전사적 인식공유 및 지원시스템 에 대한 효율성이

가장 높을 것이라 예상되었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보험회사

차원에서의 사기관리전략은 SIU 및 조사전문인력의 확보를 위한 전사

적 차원의 지원시스템 구축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우선적

으로는 보상조직에 대한 보험사기훈련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정부 및 감독당국 차원에서의 보험사기방지정책 수립 및 강력한

추진력이 뒷받침되어야 보다 효과적인 사기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

된다.

5 . 제도적·정책적 지원

가. 보험사기관련 유관조직의 필요성

최근 지능적, 집단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보험사기에 대처하기 위하

여 보험사기관련 전문조직 의 설립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금번 설문조사에서도 유관조직의 설립을 통해 보험사기에 대한 사회

전반적, 조직적 대응이 요구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민영보험 뿐

만 아니라 공영보험, 유사보험 등을 총망라하는 범국가적 차원의 사기

관리조직 의 설립에 대해서는 90.9%, 보험회사, 검찰, 경찰의 협조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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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으로 보험사기방지활동을 지원하는 보험사기방지위원회 설립의 필

요성은 88.9%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Ⅲ-22> 보험사기관련 유관조직의 필요성

주 : 1) 사기관리조직 - N=33 , m=4.5757576 , σ=0.8671182
2) 보험사기방지위원회 - N=33 , m=4 .5757576, σ=0.8024378

나. 보험사기방지대책의 효과성

각종 보험사기방지대책을 도입, 실시하였을 경우, 일반 대중에게 보

험사기에 대한 경각심을 나타낼 수 있는 효과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

였다.

조사 결과, 보험사기범에 대한 수사·처벌 강화 의 효과성에 대해

약 90.9%의 응답자가 긍정적으로 답하여 가장 높은 효과성을 나타내었

다. 이어서 보험사기에 대한 체계적이고 정기적인 조사·분석(87.9%) ,

보험사기 신고자에 대한 혜택 부여(84.8%) , 보험사기방지 캠페인 전개

(78.8%) 등의 순서로 조사되었으며, 보험청약서·보상청구서 내의 경

고문언 삽입(51.5%) , 보험사기규모 및 사례발표(45.5%) 에 대한 효과는

높게 평가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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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23> 보험사기방지대책의 효과성

주 : 1) 효과성 정도에 대해 높음 또는 매우높음 이라 응답한 비율임 .
2) 보험사기범 조사 , 처벌 - N=33 , m=4.6969697 , σ=0.8472326
3) 체계적/정기적 조사 , 분석 - N=33 , m=4 .5454545, σ=0.7111131
4) 보험사기신고자 혜택부여 - N=33 , m=4 .2424242 , σ=0.9692234
5) 보험사기방지 캠페인 전개 - N=33 , m=4 .1818182, σ=1.014 1051
6) 경고문언 삽입 - N=33 , m=3 .5151515 , σ=1.3257359
7) 보험사기규모 및 사례발표 - N=33 , m=3 .3636364 , σ=1.1677484

다. 보험사기 관련 법규정 필요성

1) 법규정 신설(제정)의 필요성

<표 Ⅲ-13>에서와 같이 보험사기와 관련된 법적체계를 재정비함으로

써 보험사기에 대한 법률적 규제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

다. 특히, 손보사의 경우 91.6%의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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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3> 보험사기 관련 법규정 신설(제정)의 필요성

구 분 전 체 생보사 손보사

매우 낮음 - - -
낮 음 - - -
보 통 12.1% 14.3 % 8.3 %

매우 높음 9.1% 9.5 % 8.3 %
높 음 78.8 % 76.2 % 83.3 %

주 : 전체 N=33, m=4.6666667, σ=0.6922187

2) 법규정 신설(제정)시 취지

법규정 신설(제정)의 취지로는 대부분 보험회사에서 보험사기적발

및 방지시스템의 체계화(41.3%) , 보험사기 조사행위의 근거 마련

(38.1%) 이라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사기성 클레임의 처리방법, 처리규정 등이 체계

적이지 않고 경험에 의존하고 있으며, 보험사의 조사행위에 대한 근거

미약으로 보험사기관리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표 Ⅲ-14> 보험사기 관련 법규정 신설(제정)시 취지

구 분 전 체 생보사 손보사

보험사기행위의 정형화 및 유형화 7.9 % 10.0% 4.3 %
보험사기 적발 및 방지시스템의 체계화 41.3 % 40.0% 43.5 %
보험사기 조사행위의 근거 마련 38.1% 30.3 % 52.2 %
보험사기에 대한 일관성있는 대응 6.3 % 10.0% -
보험사업자등의사기적행위에대한적발노력고취 3.2 % 5.0% -
보험사기에 대한 인지능력 향상 3.2 % 5.0% -
주 : 1) 복수응답 결과임.

2) 전체 N =64, 생보사 N =41, 손보사 N=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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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체적인 법규정 형식

보험사기 관련 법규정을 신설(제정)할 경우, 보험사기방지법 등 독립

법규로의 제정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약 69.7%).

<그림 Ⅲ-24> 법규정 신설(제정)시 형식

주 : 전체 N=33

라. 보험사기 법규정 신설(제정)시 반영사항

1) 법규정 신설(제정)시 반영사항

보험사기 법규정을 구성하는 내용으로는 보험사기행위의 정의 및 범

위(유형), 보험사기국, 보험사기행위에 대한 처벌규정, 면책권에 관한 사

항, 보험사기 조사자료의 집적 및 관리 등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중 국내 보험회사들은 보험사기행위에 대한 제재조항(처벌규정)

에 대해 약 97.0%로 가장 높은 필요성을 나타낸 반면, 감독당국내 보

험사기국 설치 의 필요성은 약 66.7%로 비교적 낮게 조사되었다. 특히,

보험사기국에의 조사권 부여에 대하여는 매우 높게 나타났으나, 감독당

국내 새로운 조직의 신설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보인 것은 새로운 조

직이 보험사에 대해 규제로 작용할 것을 우려한 의사표시라 해석된다.

103



<그림 Ⅲ-25> 법규정 신설(제정)시 반영 필요성

주 : 1) 필요성 정도에 따라 높음 또는 매우높음 이라 응답한 비율임 .
2) 보험사기제재조항 - N=33 , m=4 .7575758, σ=0.5018904
3) 자료 집적/관리 - N=33 , m=4.6060606 , σ=0.7474705
4) 보험사기국의 조사권 부여 - N=33 , m=4.3636364 , σ=0.9623598
5) 면책권 부여 - N=33 , m=4 .3030303 , σ=1.0748502
6) 보험사기국의 개인정보이용권 - N=33 , m=4.1818182 , σ=1.1306675
7) 보험사기 정의/유형 명확화 - N=33 , m=4.3939394 , σ=0.9333874
8) 감독당국내 보험사기국 설치 - N=33 , m=3 .8484848, σ=1.1489455

2) 보험사기국에의 조사권(수사권) 부여 관련

보험사기국에의 조사권(수사권) 부여 여부 및 부여 범위에 대한 설

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설문결과는 <표 Ⅲ-15>와 같다. 즉, 어떤 형태

로든 보험사기 조사권(수사권) 부여는 필요하다는 응답이 전체의

97.0%(손보사의 경우 100.0%)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앞

서 조사된 조사권(수사권) 부재로 인한 조사의 한계 라는 보험사기관리

업무수행에 있어서의 문제점에 기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조사권(수사권) 부여 범위로는 보험사기국 조사의 실효성을 위해 질

문조사권 및 강제열람권 등 준사법 조사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라는 응

답이 약 45.5%로 가장 많았으며, 강제적인 조사권 부여는 반대하나, 최

소한의 비인신적인 조사권인 자료제출요구권, 출석요청권 등을 부여한

다 는 응답은 약 30.3%, 수사기관과 동등한 조사권 및 기소권 부여가

필요하다 는 응답비율도 21.2%나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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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5> 보험사기국에의 조사권(수사권) 부여 여부

구 분 전 체 생보사 손보사

조사권(수사권) 부여하여서는 안됨 3.0% 4.8 % -

최소한의 자료제출요구권, 출석요청권 부여 30.3 % 42.9 % 8.3 %

준사법조사권 부여 45.5 % 38.1% 58.3 %

조사권(수사권) 부여가 필수적임 21.2 % 14.3 % 33.3 %

주 : 전체 N =33, 생보사 N =21, 손보사 N=12

3) 보험사기 조사기능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보험사기 적발 및 방지를 위한 조사기능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는 검찰, 경찰, 보험회사 및 관계당국 등이 공조하는 협의체 운

영 이 응답수의 약 54.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Ⅲ-16>에서와 같이 생보사의 경우 협의체 운영 , 관련기관의 자

료제공의무 부여 , 검찰 내에 사기전담팀 설치 등의 순서로 조사되었으

나, 손보사는 협의체 운영 및 검찰내 사기전담팀 설치 가 각각 50.0%

의 응답비율을 보이는 등 생손보사간에 상이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표 Ⅲ-16> 보험사기 조사기능 보완을 위한 제도적 장치

구 분 전 체 생보사 손보사

검찰의 파견 3.0% 4.8 % -

검찰청 내에 보험사기전담팀 설치 24.2 % 9.5 % 50.0%

검찰, 경찰, 보험회사 등이 공조하는 협의체 운영 54.6% 57.1% 50.0%

의료기관 및 정비업체의 자료제공의무 부여 18.2 % 28.6% -

주 : 전체 N =33, 생보사 N =21, 손보사 N=12

105



4) 보험사기 조사자료의 집적/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

보험사기 조사자료의 집적 및 관리를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제도적 장치로는 응답회사의 약 68.8%가 민영보험, 공영보험,

유사보험 등의 통합 전산망 구축 을 선택하였다.

즉, 보험회사들이 자사뿐만 아니라 공영보험, 유사보험의 보험가입사

항 및 사고에 대한 정확한 정보에 신속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

며, 이를 통해 사기성 클레임의 조사·처리에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함을 알 수 있다.

단, 이러한 통합 전산망 구축이 원활히 운영되기 위해서는 보험사의

자료제출의무 및 미제출시의 제재, 정보이용자의 비밀유지의무 및 위반

자 제재, 중립적 D/ B 운영기관의 설립 등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생

각된다.

<표 Ⅲ-17> 사기조사자료 집적/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

구 분 전 체 생보사 손보사

중립적 D/ B 운영기관 설립 9.4 % 10.0% 8.3 %

민영, 공영, 유사보험 등 통합 전산망 구축 68.8 % 60.0% 83.3 %

자료제출의무 및 미제출시의 제재 9.4 % 10.0% 8.3 %

정보이용자의 비밀유지의무 및 위반자 제재 9.4 % 15.0% -

기타 3.1% 5.0% -

주 : 전체 N =32, 생보사 N =20, 손보사 N=12

5) 조사불응자에 대한 제재수단의 필요성

보험사기의 특성상 조사의 효율성이 제약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보

험사기 조사불응자에 대한 제재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

다. 조사불응자에 대한 제재수단의 필요성 에 대한 조사 결과, 약

106



국내 보험사기관리 실태 분석 및 시사점

84.8%의 보험회사에서 긍정적인 응답을 나타내었다.

<그림 Ⅲ-26> 조사불응자에 대한 제재수단의 필요성

주 : 전체 N=33, m=4.0909091, σ=0.8048151

마. 국내 보험사기관리 감독 및 정부지원 현황

국내 보험사기관리 감독 및 정부지원에 대한 인식도는 <그림 Ⅲ-27>

에서와 같이 낮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정부차원의 보험사기 지원 에 대해 약 6.1%의 응답자만이 긍정적으

로 평가하고 있으며, 보험회사의 보험사기관리와 감독당국의 관리감독

과의 연계성 및 감독당국의 보험사기관리 수행도 에 대해서는 12.1%만

이 긍정적인 응답을 나타내고 있다.

앞서 보험사기관리전략의 효율성 에 대한 조사 결과(<그림 Ⅲ-21>

참조), 보험사기방지정책 이 84.9%로 가장 높게 나타남에 따라 보험업

계에서는 정부의 효율적 지원대책 수립을 기대하고 있으나, 정부차원의

보험사기관리가 기대수준에 훨씬 못 미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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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27> 국내 보험사기관리 감독 및 정부지원 현황

주 : 1) 보험회사/감독당국의 연계성 - N=33 , m=2.4848485 , σ=0.9721501
2) 감독당국의 사기관리 수행도 - N=33 , m=2.5454545, σ=0.9045340
3) 정부차원의 지원 - N=33 , m=2.1818182 , σ=0.9828067

바. 감독측면에서의 보험사기관리에 대한 필요성

감독측면에서의 보험사기관리 항목별로 필요성 정도를 조사하였다.

5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보험사기 특별조사 의 필요성이 높다고 평

가한 응답비율은 약 66.7%, 평균값(m ) 3.818181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경고문언 삽입(60.6%, m =3.8181818) , 보험사기지표 마련(57.6%,

m =3.5757576) , 보험사기 기획조사(57.6%, m =3.5454545) , 보험사기 정

책조사(54.5%, m =3.6060606) 로 조사되었다.

손보사의 경우 생보사에 비하여 손해율이 현저히 높은 지역에 대한

기획조사 , 정책수립에 필요한 정책조사 등의 필요성이 높게 조사되었다.

반면, 사기관리 수준에 따른 회사별 차별화 정책, 감독기관의 전문인

력의 확보, 보험사기방지계획서 제출의무 부과 등은 그 필요성이 현 시

점에서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보험사기로 인한

별도의 제도 신설이 보험회사에 규제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

를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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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28> 감독측면 보험사기관리의 필요성

주 : 1) 필요성 정도에 대해 높음 또는 매우높음 으로 응답한 비율임 .
2) 보험사기특별조사 - N=33 , m=3.8181818, σ=0.9504783
3) 경고문언삽입 - N=33 , m=3.8181818, σ=1.1306675
4) 보험사기지표 마련 - N=33 , m=3.5757576, σ=1.0615526
5) 사기관련 기획조사 - N=33 , m=3.5454545, σ=1.0633352
6) 사기관련 정책조사 - N=33 , m=3.6060606, σ=0.9333874
7) 회사별 차별화정책 - N=33 , m=2.6666667, σ=1.1365151
8) 전문인력 확보 - N=33 , m=2.3939394 , σ=0.8992842
9) 보험사기방지계획서 제출 - N=33 , m=2.1515152 , σ=0.9055803

사. 시사점

이상에서는 보험사기관리 제도적·정책적 지원 측면에 대한 조사결과

를 요약, 정리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적절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첫째, 범국가적 차원의 사기관리조직 및 보험회사, 검찰, 경찰의

협조채널 구축을 토대로 한 보험사기방지위원회 등 사기관리 유관조직

에 대한 필요성은 매우 높게 나타났다. 보험업계의 경우, 각 보험회사는

서로 경쟁관계에 있으나, 거시적으로는 타금융권과의 경쟁적 우위를 점

하고 보험의 위치를 확보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보험사기문제에 대처할

것이 요구된다. 또한, 보험사기가 보험산업 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대비하여 보험사기와 관련한 제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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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한 대안으로서 유관조직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보

험사기에 대한 당국의 인식, 보험회사의 대응정도, 소비자 성향에 따라

신중히 검토되어야 한다.

둘째, 법규정 신설(제정)을 통해 보험사기에 대한 법률적 규제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내의 경우, 사기성 클레임의 처리

방법, 처리규정 등이 체계적이지 않으며, 보험회사의 조사행위에 대한

근거 미약으로 보험사기관리의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되며, 이를 위한

법제적 보완이 요구된다.

셋째, 감독측면에서의 보험사기관리 필요성을 항목별로 조사한 결과,

보험사기특별조사 의 필요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보험사기 조사기능

을 위한 제도적 지원에 대한 조사 결과를 감안한다면, 당국의 조사활동

은 법제적 근거(법규정 제정) 및 경찰, 검찰의 협조체계를 기반으로 한

유관기관과의 현장밀착적 유기적 관계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보험

회사의 보험사기 조사기능은 보험계약자 사기에 주력하지만, 당국의 조

사기능은 보험회사 사기(직원, 대리점 등 내부적 사기) 및 기획조사에도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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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 결론

미국의 경우, 보험사기를 탈세와 더불어 중대한 사회적·국가적 경

제범죄로 인식함에 따라, 보험사기 퇴치를 위해 정부, 보험회사, 소비자

가 광범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첫째, 미국 선진 보험회사에서는 Chubb사의 경우 보험사기행위에

대해 무관용의 철학 을 고수하는 등 보험사기에 대하여 경영수익성 및

제도적 측면에서 간과할 수 없다는 인식하에 사기방지를 위한 많은 투

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중적 인지도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에 반하여 국내의 경우 영업위주의 경영으로 보험사기방지에 대한 인식

및 노력이 그다지 확산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둘째, 보험회사 내부적 조직으로 보험사기위원회, 사기조정관, 전문

조사자, 컨설턴트 등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State

Farm사, Chubb사, Country사에서는 회사내 자체적인 보험사기특별조

사팀(SIU)을 운영하고 있으며, 보험사기조사의 활성화를 위해 회사차원

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일부 보험회사에서만

SIU를 설치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지원정도는 미흡한 수준이다. 향후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회사의 경영효율성이 중요시될 것을 감안할 때,

보험사기에 대한 철저한 조사, 통계집적, 교육 및 캠페인 실시 등 자체

적인 사기관리시스템이 요구된다.

셋째, 보험사기방지를 위해 보험회사가 독자적으로 활동하기 보다는

회사내부 및 회사간, 그리고 유관기관간 공동의 노력을 통해 사기업무

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있다. 즉, 미국의 대부분 보험회사들은 보험사기

방지협회(CAIF), 전미보험범죄국(N ICB), 전미건강보험사기방지협회

(N H CAA), ISO 등의 기관들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최근 들어 보험회사, 감독당국 차원에서 보험사기방지대책을 마련하고,

관련 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등의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초기단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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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보고서에서는 상기에서와 같은 선진사례 조사와 더불어, 보험사

기관리 Best Practice & Template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국내 보험회사의 사기관리실태는 내부적 인프라 초기구축 단계이며, 보

험사기 감독 및 법률적 지원도 다소 미흡한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첫째, 국내 보험회사의 보험사기관리실태 조사에서는 보험사기의 심

각성에 대한 인식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사기관리실태는 대체적

으로 미흡한 수준이며, 사기관리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향후 자체 보험사기 전문 교육 프로

그램의 개발, 사기관리정책 지원활동, 소비자와의 연대를 통한 인지도

확산에 보다 많은 투자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둘째, 보험회사의 보험사기전담조직(SIU)에 대한 조사 결과, 인력

및 예산부족 , 회사규모상 별도 조직 운영의 비효율성 등의 이유로

SIU 미설치 및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미설치회사의

절반 이상이 향후 SIU 설립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회사내

사기관리전담조직의 필요성이 높게 나타났다. SIU의 설립 및 활성화는

보험사기에 대한 전사적 지원을 이끌어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SIU는 그 활동범위 및 목적 등을 회사의 지원수준

에 부합하도록 명확히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보험사기 인프라로서 우선 SIU 및 조사 전문인력의 확보를 위

한 전사적 차원의 지원시스템 구축을 적극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보험사기방지정책의 수립 및 강력한 추진력이 뒷

받침되어야 보다 효율적인 사기관리가 가능할 것이다. 또한, 기존의 데

이터베이스 시스템의 중복, 절차상의 사용 불편 등의 문제점이 제기됨

에 따라,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며, 민영보험 뿐만 아니라 공영보험,

유사보험 등 보험전반에 관한 통합 보험사기 데이터시스템의 구축이 요

구된다.

넷째, 정부차원의 보험사기관리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보험사기와 관련한 법률정비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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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법적체제의 정비를 통해 보험사기에 대한 법률적 규제방안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보험조사당국에 조사권을 허용하는 문제와 조사의 효과성 제

고를 위한 보험사기정보의 수집 및 제공에 관한 법적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미국의 대부분의 주에서는 보험사기국에

조사권(경찰권)과 검사임용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

울러 보험거래와 관련한 범법행위, 사기, 자료오기 또는 누락의 적발 및

방지 등 보험회사의 사업수행과 공익적 차원의 업무수행을 위해 그 필

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의 적용배제를 통해 개인정보의 수

집 및 제공을 허용하고 있다. 다만, 정보의 수집 및 공개조건을 상세히

법으로 명문화하여 그 남용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은행, 증권 등의 금융기관들은 금융실명거래법

에 의해 금융기관간 개인정보의 유통을 필요한 범위내에서 보장받고 있

으나, 보험분야의 경우 각종 개인정보 관련법 등에 의해 완전히 규제되

지 못하고 있어 실제로 보험분야의 개인정보가 법상 불충분한 보호를

받고 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보험분야에서도 개인정보의 남용방지 및

사기조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는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업자간 개인

정보의 유통을 규제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

다. 특히, 보험회사의 본연의 업무수행과 고객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

우, 혹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개인정보의 활용이 불가피한 경우, 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보험업법상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정부당국은 보험계약자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보험회사의 개인정보

활용 니즈간에 적절한 균형이 유지되도록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국내설문조사 및 외국사례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효율적인 보험사기

관리는 보험회사, 유관기관 및 정부당국 등이 연계된 범국가적인 보험

사기관리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실효성있는 보험사기관리가 이루어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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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을 시사한다.

보험사기는 보험제도와 더불어 병존하는 흑암의 문제로서, 결코 쉽

게 그리고 완전히 해결되지 않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보험제도

가 있는 한 보험사기와의 전쟁은 지속되어야만 하는 중대한 문제이다.

이제 보험사업자, 보험감독 및 사법당국, 그리고 소비자 모두가 함께

보험사기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험사기관리의 제반 환경 구축에

노력하는 것이 더욱 절실하다. 이러한 작업의 일환으로 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보험사기관리 사례 조사, 국내 보험회사의 사기관리실태 파악

등을 통하여 보험회사, 정부 및 감독당국의 효과적인 사기관리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향후 이러한 보험사기관리 방안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전략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연구와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

이다. 또한, 보험사기관리 시스템의 구축 이후 경험데이터를 사용한 국

내 보험사기관리 및 적발 효과성에 대한 실증적 연구도 지속적으로 수

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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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보험사기 Best Practice & Template 설문지

<부록> 보험사기관리 Best Practice & Template 설문지

설문의 구성 및 작성방법

설문의 구성 조사대상(담당부서) 작성방법

(Ⅰ그룹)
Ⅰ . 보험사기관리 현황
Ⅱ . S IU 또는 전담조직
Ⅲ . 향후 보험사기관리 전략
Ⅳ . 보험사기관리 조직 및 홍보

기획조사부

손해사정팀 혹은

보험금지급심사팀

SIU·사기전담조직

해당 부서 전문인(3
년 이상 경력자) 각1
명 이상이 작업반을

구성하여 회사응답

(합의)을 도출함

제출 : 1부

(Ⅱ그룹)
Ⅴ . 법규강화(보험업법) 관련
Ⅵ . 보험사기 감독·규제 관련

기획조사부

손해사정팀 혹은

보험금지급심사팀

SIU 혹은 지점보상

조직

각 부서 전문인 3명

이상이 작업반을 구

성하여 부서응답 (합
의)을 도출함

제출 : 회사당 3부

* 각 설문 그룹별로 작업 참여자를 다음 표와 같이 작성 요망

회사명 : XXXX 보험회사

소속부서 이름 직위 (업무경력) 전화 e-m ail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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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보험사기관리 현황

아래의 응답은 반드시 기획담당 부서, 클레임 (보험금심사) 부서
및 SIU (혹은 사기전담팀)의 전문인 (3년 이상 경력직원) 3명 이상
이 합의하여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귀사의 보험사기에 대한 경영방침 또는 철학 에 대한 질문입니다 .

( ☞ 설문을 위한 도움말 1페이지 참조 )

<1-1> 귀사의 보험사기에 대한 경영진의 방침 또는 철학에 대하여

간략히 기술하여 주십시오.

<1-2> 귀사의 직원들은 회사의 보험사기에 대한 방침(경영진의 철

학)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까?

아니다 보통 그렇다

①...................②....................③...................④...................⑤

<1-3> 상기의 경영방침 혹은 철학을 설정한 이후, 이를 달성하기 위해

추진해온 실적 혹은 업무상의 변화가 있다면 모두 기술하여 주

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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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보험사기 Best Practice & Template 설문지

2 . 귀사의 보험사기에 대한 인식도 및 사기관리 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

( ☞ 설문을 위한 도움말 2페이지 참조)

<2-1> 보험사기의 심각성에 대하여 특정부서(예, 보상/ 지급심사) 뿐

만 아니라, 전사적 차원에서 인식하고 있다.

아니다 보통 그렇다

①...................②....................③...................④...................⑤

<2-2> 보상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자체적인 보상 (지급심사) 체크리

스트 가 있다.

① 예 ( ) ② 아니오 ( )

<2-3> SIU (보험사기특별조사전담팀) 혹은 보상(보험금심사)부서의

특별조사, 추가심사 등을 실시하게 되는 사기 (혐의)성 클레

임 판정 기준 (SIU로 넘기는 이송기준)이 마련되어 있다.

① 예 ( ) ② 아니오 ( )

<2-4> 보험사기 확인, 선별을 위해 마련된 보험사기지표 (사기징후

리스트 등)가 있다.

① 예 ( ) ② 아니오 ( )

<2-5-1> 보험사기 유형을 분류하여 유형별로 관리하고 있다.

① 예 ( ) ② 아니오 ( )

<2-5-2> 유형별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귀사에서 분류하고 있는

보험사기 유형을 종목별로 나열하여 주십시오.

종 목 사 기 유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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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귀사에서는 보험사기방지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가장 큰 역

할을 담당해야 하는 주체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보험회사 ② 보험소비자

③ 협회 등 유관기관 ④ 정부 및 감독당국

⑤ 기타 ( )

<2-7> 귀사에서 보험사기관리를 위해 수행하고 있는 주요 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적어 주십시오(언더라이팅 부서, 보상·지급심

사 부서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

<2-8> 현재 국내 보험사기 적발 및 방지활동에 있어서의 문제점으

로 보험회사의 소극적인 태도와 조직적인 대응책의 결여

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귀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의 원인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① 보험사기에 해당하는 손실은 어느 정도 불가피하기 때문

② 보험가격 산정시 이미 보험사기로 인한 손실부분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

③ 보험사기 적발노력은 보험회사의 이미지를 나쁘게 하기 때문

④ 지급보험금 규모에 비하여 많은 조사비용이 소요되기 때문

⑤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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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보험사기 Best Practice & Template 설문지

3 . 귀사의 보험사기관리 관련 인력 현황 에 대한 질문입니다 .

( ☞ 설문을 위한 도움말 3페이지 참조 )

<3-1> 귀사에는 SIU (혹은 보험사기전담조직) 직원을 포함해서 보험

사기 관련 업무를 주업무로 수행하고 있는 인력(예, 지점별

조사실장 등)을 몇명이나 확보하고 있습니까? 아래 양식에 따

라 보험종목별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 목 SIU (전담조직 포함) 기타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일반손해보험

장기손해보험

<3-2-1> 다음은 보험사기관리 인력양성방법입니다. 귀사에서 실시

하고 있는 방법을 모두 선택하여 주십시오.

① 자체적인 교육 프로그램 ② 연수원 등 외부 교육기관 활용

③ 해외 SIU 방문, 연수 실시 ④ 관련 자격제도 취득 지원

⑤ 경찰, 검찰에의 파견 교육 ⑥ 기타( )

<3-2-2> 상기에서 선택한 방법의 연간 실시횟수 혹은 지원규모를 기

술하여 주십시오.

( )

<3-3> 보험사기관리를 위한 전문인력과 관련하여 당면한 애로사항

은 무엇입니까? 간략히 기술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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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귀사의 보험사기 처리실적 에 관한 설문입니다 .

( ☞ 설문을 위한 도움말 3페이지 참조 )

<4-1-1> 귀사에서는 보험사기관리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지

고 있습니까?

아니다 보통 그렇다

①...................②....................③...................④...................⑤

<4-1-2> 또한, 투자에 대한 효과(수익)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습

니까?

아니다 보통 그렇다

①...................②....................③...................④...................⑤

<4-2> 귀사의 FY2000 보험사기 처리실적을 다음 양식에 따라 작성해 주

십시오.

구 분
손해보험 생명보험

자동차 장기 일반
손보

재해
(상해)

질병
(건강) 기타

총보험금 지급건수

총지급보험금

보험금지급 거절건수

지급거절 보험금 규모

총보상직원수

주) 총보상직원수는 실제 보상실무담당자(관리자, 관리업무직원 제외)에 한함.

<4-3> 보험사기관리로 인하여 계량화되지 않는 효과 (성과)에 대하
여 기술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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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보험사기 Best Practice & Template 설문지

5 . 귀사에서는 다음 정보의 확보를 위한 관련기관간의 협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5-1> 의료정보

아니다 보통 그렇다

①...................②....................③...................④...................⑤

<5-2> 신용정보

아니다 보통 그렇다

①...................②....................③...................④...................⑤

<5-3> 보험계약정보

아니다 보통 그렇다

①...................②....................③...................④...................⑤

6 . 사기성 계약 혹은 클레임이 의심되는 경우 , 회사의 웹사이트 또

는 콜센터를 통하여 소비자가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까?

① 예 ( ) ② 아니오 ( )

( ☞ 설문을 위한 도움말 4페이지 참조 )

7 . 보험사기신고 포상제도 에 대한 질문입니다 .

<7-1> 귀사에서는 보험사기 신고자에 대한 포상제도를 실시하고 있습

니까?

① 예 ( ) ② 아니오 ( )

<7-2> 실시하고 있지 않다면, 보험사기신고 포상제도 가 필요하다

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다 보통 그렇다

①...................②....................③...................④...................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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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귀사의 보험사기관리업무 수행에 있어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기

술하여 주십시오 .

Ⅱ . 보험사기특별조사팀(S IU) 또는 사기전담조직

( ☞ 설문을 위한 도움말 5페이지 참조 )

1 . 귀사의 보험사기특별조사팀 또는 사내 보험사기 전담조직 의
설치 , 운영 현황과 관련입니다 .

<1-1> 현재 SIU 또는 보험사기 전담조직 (이하 SIU )을 별도의

조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까?

① 예 ( ) ② 아니오 ( )

<1-2> 독립된 조직으로 설치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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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보험사기 Best Practice & Template 설문지

<1-3> SIU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보험사기관리업무는 어느 부서

에서 처리하고 있습니까?

<1-4> 귀사에서는 향후 3년 이내에 독립된 SIU를 설치할 계획이 있습

니까?

① 예 ( ) ② 아니오 ( )

2 . SIU의 연혁 및 조직도를 간략히 기술하여 주십시오 .

(사기조사업무 및 방지업무를 구분하여 표시 )

3 . 귀사의 SIU 업무범위에의 포함여부를 표시하여 주십시오 .( ×
표시 )

종목 계약적부
(언더라이팅)

클레임
(조사)

사기방지업무
(교육·전산 등) 제3자 개입 기타

손

보

자 동 차

장 기

일반손보

생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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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귀사의 SIU의 인력운용 에 대한 질문입니다 .

<4-1> SIU 직원의 전직경력 및 현재 신분에 대하여 적어 주십시오.

전직 경력 전직업무기간 현재신분*

총인원

보상(지급심사)

전직경찰

업무부서

기 타

* 본사 직원, 계약직, 임시직 등

<4-2-1> SIU에 대한 지원 및 인센티브가 이루어지고 있다.

아니다 보통 그렇다

①...................②....................③...................④...................⑤

<4-2-2> 이루어지고 있다면, 인력, 예산, 평가, 포상제도, 교육기회,

신변안전 등의 측면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주십시오.

<4-3-1> SIU 직원에 대한 연수 및 폭넓은 교육기회가 제공되고 있다.

아니다 보통 그렇다

①...................②....................③...................④...................⑤

<4-3-2> 제공되고 있다면,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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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보험사기 Best Practice & Template 설문지

<4-4> SIU에 대한 타부서의 견제와 직원의 잦은 부서이동이 없는

편이다.

아니다 보통 그렇다

①...................②....................③...................④...................⑤

<4-5> SIU 직원 선발시의 주요 고려요소를 2개만 표시하여 주십시오.

① 전문성, ② 보상경력, ③ 도덕성

④ 보험사기업무에 대한 관심도, ⑤ 자격증 소지 유무

⑥ 기타 ( )

5 . SIU는 특정 사업부서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 실질적인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다 .

아니다 보통 그렇다

①...................②....................③...................④...................⑤

6 . 귀사의 SIU와 타부서와의 업무 연계성 에 대한 질문입니다 .

<6-1> SIU와 언더라이팅(계약인수)부서 간의 정보교환 및 업무협조

가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다.

아니다 보통 그렇다

①...................②....................③...................④...................⑤

<6-2> SIU와 보상(보험금지급심사)부서 등 일선부서 간의 정보교환

및 업무협조가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다.

아니다 보통 그렇다

①...................②....................③...................④...................⑤

<6-3> SIU 또는 보상부서 담당자가 외부기관(경찰청, 국민건강보험

공단 등)과 정보교환 및 업무협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

아니다 보통 그렇다

①...................②....................③...................④...................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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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귀사의 SIU 인력 및 예산현황 , 클레임처리실적 을 다음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주십시오 .

<7-1> 귀사 SIU의 조직형태는?

① 사업부제, ② 부(팀)제, ③ 과(課)제

④ 기타 ( )

<7-2> 귀사의 SIU에 종사하는 직원현황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구 분 FY99 말 FY2000 말

SIU내의 총직원수

SIU내의 조사직원수

<7-3> 귀사의 SIU의 예산 현황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구 분 FY99 FY2000

SIU의 총예산금액

- SIU 인건비

- 제경비(인건비제외)

- 시스템구축 등 기타비용

<7-4> SIU 운영과 예산상의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기술하여 주십시오.

<7-5> 귀사의 SIU에서 이루어지는 클레임 처리 현황을 양식에 따

라 기재하여 주십시오.

구 분 FY99 FY2000

연간 총 클레임 처리건수

사기판정
(적발금액)

건 수

추정금액

회수보험금
건 수

회수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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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보험사기 Best Practice & Template 설문지

8 . 귀하께서는 SIU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중요한 요건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① 전문인력의 확보 ② 지속적인 교육

③ 직업안정성 보장 ④ 기 타( )

9 . 보험사기 사례 발표 , 세미나 개최 등 유기적인 보험사기관리를 위

한 SIU간의 협의체가 설치 , 운영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아니다 보통 그렇다

①...................②....................③...................④...................⑤

10 . 귀사의 보험사기관리 업무처리절차를 간략히 설명하여 주십시오

(SIU 유무와 상관업이 응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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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보험사기관리 전략

( ☞ 설문을 위한 도움말 8페이지 참조 )

1 . 다음은 보험사기관리 아웃소싱 에 대한 질문입니다 .

( ☞ 설문을 위한 도움말 9페이지 참조 )

<1-1> 클레임 및 보험금심사 관련 보험사기관리 업무를 전문으로

수행하는 외부전문업체(아웃소서)가 보다 효율적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아니다 보통 그렇다

①...................②....................③...................④...................⑤

<1-2> 언더라이팅 및 계약적부조사 관련 보험사기관리 업무를 전문으

로 수행하는 외부전문업체(아웃소서)가 보다 효율적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아니다 보통 그렇다

①...................②....................③...................④...................⑤

<1-3> 귀사에서는 보험사기관리 업무를 외부 전문기관에의 아웃소

싱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자체적인 SIU가 설치되어 있지 않

은 회사만 응답하여 주십시오)

아니다 보통 그렇다

①...................②....................③...................④...................⑤

2 . 다음은 현재 구축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 조회시스템 입니다 . 보험

사기관리를 위한 해당 시스템의 활용정도를 체크하여 주십시오

( ☞ 설문을 위한 도움말 9페이지 참조 )

<2-1> 보험청약거부 정보교환제도(생명보험회사만 응답)

낮음 보통 높음

①...................②....................③...................④...................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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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보험사기 Best Practice & Template 설문지

<2-2> 고액보험 중복가입 정보교환제도(생명보험회사만 응답)

낮음 보통 높음

①...................②....................③...................④...................⑤

<2-3> 고액계약조회시스템(손해보험회사만 응답)

낮음 보통 높음

①...................②....................③...................④...................⑤

<2-4> 장기손해보험 다수계약조회시스템(손해보험회사만 응답)

낮음 보통 높음

①...................②....................③...................④...................⑤

<2-5> 장기손해보험 불량계약조회시스템(손해보험회사만 응답)

낮음 보통 높음

①...................②....................③...................④...................⑤

<2-6> 자동차보험 사고피해자조회시스템(손해보험회사만 응답)

낮음 보통 높음

①...................②....................③...................④...................⑤

<2-7> 자동차수리비 견적시스템(손해보험회사만 응답)

낮음 보통 높음

①...................②....................③...................④...................⑤

<2-8> I-CPS(사고정보시스템)

낮음 보통 높음

①...................②....................③...................④...................⑤

133



3 . 보험사기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구축 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

( ☞ 설문을 위한 도움말 10페이지 참조 )

<3-1> 보험사기 관련 계약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시

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아니다 보통 그렇다

①...................②....................③...................④...................⑤

<3-2> 보험종목간 교차 확인 및 데이터의 종합적 관리를 위해 민영

보험 뿐만 아니라, 공영보험 및 공제 등 유사보험 전반에 관

한 보험사기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아니다 보통 그렇다

①...................②....................③...................④...................⑤

<3-3> 보험사기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구축을 위해 자료제출 등 협

력할 의사가 있다.
아니다 보통 그렇다

①...................②....................③...................④...................⑤

4 . 자체적인 보험사기예방 및 적발시스템의 필요성에 관한 질문입

니다 .
( ☞ 설문을 위한 도움말 10페이지 참조 )

<4-1> 귀사에서는 자체적인 보험사기예방 및 적발시스템이 필요하

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다 보통 그렇다

①...................②....................③...................④...................⑤

<4-2> 만약, 그렇다면 시기는 언제쯤으로 계획하고 계십니까?
① 향후 1년내 ② 향후 3년내 ③ 향후 5년내 ④ 향후 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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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보험사기 Best Practice & Template 설문지

5 . 귀사에서는 사기판정 , 전반적인 사기관리업무를 위하여 회사내

에 리스크관리위원회와 같은 별도의 보험사기관리위원회 설립

필요성을 느끼고 계십니까?
아니다 보통 그렇다

①...................②....................③...................④...................⑤

6 . 다음의 보험사기관리 전략중 귀사에 있어서 효율적인 사기관리

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중요성에 대한 척도를 체크하여

주십시오 .

<6-1> 회사차원의 보험사기관리절차 혹은 매뉴얼 제정

낮다 보통 높다

①...................②....................③...................④...................⑤

<6-2> 감독차원의 보험사기관리규정 제정

낮다 보통 높다

①...................②....................③...................④...................⑤

<6-3> 보험사기관리조직(SIU 등)의 설치·운영 활성화

낮다 보통 높다

①...................②....................③...................④...................⑤

<6-4> 전사적 인식공유 및 지원시스템 구축

낮다 보통 높다

①...................②....................③...................④...................⑤

<6-5> 정부 주도의 강력한 보험사기방지정책 시행

낮다 보통 높다

①...................②....................③...................④...................⑤

<6-6> 보험사기관리 및 조사 전문인력 양성

낮다 보통 높다

①...................②....................③...................④...................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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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향후 귀사의 보험사기방지계획 또는 전략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주십시오 .

Ⅳ . 보험사기관련 유관조직 및 홍보

1 . 민영보험 뿐만 아니라 , 공영보험 , 유사보험 등을 총망라하는 범

국가적 차원의 사기관리조직이 설립될 필요가 있다 .
아니다 보통 그렇다

①...................②....................③...................④...................⑤

2 . 보험회사와 검찰 및 경찰의 협조 채널을 구축하여 보험사기 방

지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험사기방지

위원회의 설립이 필요하다 .
아니다 보통 그렇다

①...................②....................③...................④...................⑤

3 . 보험사기에 대한 체계적이고 정기적인 성향조사 , 추세분석 , 사례

집 발간 , 모니터링 등이 필요하다 .
아니다 보통 그렇다

①...................②....................③...................④...................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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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보험사기 Best Practice & Template 설문지

4. 다음은 보험사기방지대책 을 나열한 것입니다 . 일반 대중에게 보험

사기에 대한 경각심을 나타낼 수 있는 효과성 정도를 체크하여 주

십시오 .

<4-1> 언론매체를 통한 보험사기방지캠페인 전개

낮다 보통 높다

①...................②....................③...................④...................⑤

<4-2> 보험사기의 피해규모 및 사례 발표

낮다 보통 높다

①...................②....................③...................④...................⑤

<4-3> 보험사기를 신고하는 자에 대한 혜택 부여

낮다 보통 높다

①...................②....................③...................④...................⑤

<4-4> 보험사기범에 대한 수사 및 처벌 강화

낮다 보통 높다

①...................②....................③...................④...................⑤

<4-5> 보험청약서, 보상청구서내에 경고문언 삽입

낮다 보통 높다

①...................②....................③...................④...................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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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 법규강화(보험업법 개정) 관련

( ☞ 설문을 위한 도움말 12페이지 참조 )

아래의 응답은 반드시 기획담당 부서, 손해사정 (보험금심사)
부서 및 SIU (혹은 SIU가 없는 경우 지점보상조직)의 전문인
(3년 이상 경력직원) 3명 이상이 합의하여 각 부서(지점)의 의
견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최근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보험사기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하여

보험사기 관련 법규정을 신설(또는 제정)하여야 한다고 생각하

십니까?
아니다 보통 그렇다

①...................②....................③...................④...................⑤

2 . 보험사기 관련 법규정을 신설 (제정 )한다고 할 경우 그 취지로

가장 적합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가지만 체크하

여 주십시오 .
① 보험사기행위의 정형화 및 유형화

② 보험사기 적발 및 방지 시스템의 체계화

③ 보험사기 조사행위의 근거 마련

④ 보험사기에 대한 일관성 있는 대응

⑤ 보험사업자 등의 사기적 행위에 대한 적발노력 고취

⑥ 보험사기에 대한 인지능력 향상

3 . 보험사기 관련 법규정을 신설 (제정 )할 경우 어떠한 형식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보험업법 내에 신설 ② 독립법규(예: 보험사기방지법) 제정

③ 감독규정으로 제정 ④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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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보험사기 Best Practice & Template 설문지

4 . 보험사기 법규정을 신설(제정 )할 경우 반영되어야 하는 사항들입

니다 . 그 필요성의 정도를 표시해 주십시오 .

불필요 보통 필요
4-1. 보험사기행위의 정의 및 유형의 명확화
4-2. 감독당국 내에 보험사기국 설치
4-3. 보험사기국의 조사권 부여
4-4. 보험사기국의 개인정보 이용권
4-5. 보험사기행위에 대한 제재조항(처벌규정)
4-6. 보험사기 조사자/ 제공자에 대한 면책권
4-7. 보험사기 조사 자료의 집적 및 관리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5 . 다음은 보험사기국에의 조사권 (수사권 ) 부여 여부에 관한 질문입

니다 .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① 보험사기의 조사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즉 피조

사자의 인권과 관련될 수 있다는 점에서 비사법기관인 보험사

기국에 조사권(수사권)을 부여하여서는 안된다.
② 강제적인 조사권의 부여에는 반대하나, 보험범죄의 혐의가 있는

보험계약 및 클레임의 적발 및 방지를 위해서 최소한 자료제출

요구권과 출석요청권 등은 부여하여야 한다.
③ 보험사기국 조사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최소한 비인신적인 조사

권인 질문조사권 및 강제열람권 등 준사법 조사권을 부여하여

야 한다.
④ 보험사기의 실효성 있는 적발 및 방지를 위해서는 수사기관의

수사권과 동등한 조사권 및 기소권의 부여가 필수적이다.

6 . 현재 점증하고 조직화되어 가고 있는 보험사기의 적발 및 방지

를 위한 조사기능 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는 어느 것

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수사권 및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 검찰의 파견

② 검찰청 내에 보험사기전담팀 설치

③ 검찰, 경찰, 보험회사 및 관계당국 등이 공조하는 협의체 운영

④ 의료기관 및 정비업체의 자료제공의무 부여

⑤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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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보험사기의 적발 및 방지를 위하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를 이용

하여야 한다면 , 어느 것이 실효성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건강보험 정보 ② 교통법규위반 정보

③ 범죄전과 기록 ④ 주민등록 등 행정정보

⑤ 기타 ( )

8 . 미국의 경우 대부분의 주에서 보험사기 정보제공자 및 조사자의

비밀유지 등 권익보호를 위하여 법상 면책권을 부여하고 있습니

다만 , 우리 나라에서는 아직 이러한 선례는 없습니다 . 귀사의 경

우 보험사기 정보제공자 및 조사자에 대한 면책권 부여가 필요

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필요하다면 (또는 필요치 않다면 ) 그 이유

는 무엇입니까?

9 . 보험사기 조사자료의 집적 및 관리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제도적 장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중립적인 데이터베이스 운영기관 설립

② 민영보험, 공영보험 및 유사보험 등의 통합 전산망 구축

③ 자료제출의무 및 미제출시의 제재

④ 정보이용자의 비밀유지의무 및 위반자의 제재

⑤ 기타 ( )

10 . 보험사기 조사시 조사불응자에 대한 제재수단이 없다면 보험사

기의 특성상 조사의 효율성이 극도로 제약될 소지가 많기 때문

에 보험사기 조사불응자에 대한 제재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 그러나 조사불응자에 대한 제재조치는 당사자의 의

사에 반하여 조사를 강제하는 것으로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 귀사는 조사불응자에 대한 제재수단이 필요하다

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다 보통 그렇다

①...................②....................③...................④...................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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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보험사기 Best Practice & Template 설문지

Ⅵ . 보험사기 감독·규제 관련

( ☞ 설문을 위한 도움말 15페이지 참조 )

1 . 다음은 국내 보험사기관리 감독 현황 및 정부지원 과 관련한 질

문입니다 . 귀사의 의견을 5점 척도로 해당번호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1> 보험회사의 보험사기관리와 감독당국의 관리감독과의 연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

아니다 보통 그렇다

①...................②....................③...................④...................⑤

<1-2> 감독당국은 보험사기관리를 위한 역할을 적절히 수행하고 있다.

아니다 보통 그렇다

①...................②....................③...................④...................⑤

<1-3> 정부는 보험사기를 금융부패로 인식함에 따라, 정부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다.

아니다 보통 그렇다

①...................②....................③...................④...................⑤

2 . 다음은 감독측면에서의 보험사기관리 항목 입니다 . 필요성의 정

도에 따라 해당번호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 보험회사의 보험사기방지활동과 투자비용 및 그에 따른 성과

를 보험회사의 경영실태평가조사 에 반영하는 등 회사별 차

별화 정책이 필요하다.
아니다 보통 그렇다

①...................②....................③...................④...................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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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감독당국의 보험사기관리 효율화를 위하여 보험회사의 보험

사기방지계획서를 제출할 필요가 있다.
아니다 보통 그렇다

①...................②....................③...................④...................⑤

<2-3> 보험사기 혐의성이 있는 건을 파악하여 조사시 활용할 수 있

도록 보험사기지표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아니다 보통 그렇다

①...................②....................③...................④...................⑤

<2-4> 보험사기특별조사 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아니다 보통 그렇다

①...................②....................③...................④...................⑤

<2-5> 보험청약서, 보험금청구서에 보험사기에 관한 경고문언 삽입

이 필요하다.
아니다 보통 그렇다

①...................②....................③...................④...................⑤

<2-6> 감독당국은 보험사기 조사인력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다.
아니다 보통 그렇다

①...................②....................③...................④...................⑤

<2-7> 감독당국의 사기관련 조사업무는 손해율이 현저히 높은 지역

에 대한 기획조사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아니다 보통 그렇다

①...................②....................③...................④...................⑤

<2-8> 감독당국의 사기관련 조사업무는 정책수립에 필요한 업무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아니다 보통 그렇다

①...................②....................③...................④...................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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