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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슈어테크와 보험법적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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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금융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인공지능, 블록체인, 사
물인터넷 등 혁신적인 IT기술과 금융을 접목한 핀테크(FinTech)가 주목받고 있다. 이
러한 가운데 보험업계에서도 IT기술을 활용한 인슈어테크(InsurTech)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보험서비스 분야에서 IT기술의 활용도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
한 현상은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인데, 국내 보험회사들도 미래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IT기술을 활용한 인슈어테크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경쟁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인슈어테크를 이용할 경우 다양한 이점이 생긴다. 보험계약자가 어플리케이션을 통
해 보험 가입을 하기 때문에 부가보험료 항목에 해당하는 모집수당을 지불하지 않아
도 되는 등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또한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인수심사에 필요한
건강보험공단의 건강정보 열람에 동의할 경우 보험료 할인의 혜택을 볼 수 있다. 또한
질병보험계약 당시에 피보험자의 과거 병력 정보를 보험회사에 제공하였기 때문에 보
험사고 발생 시 과거병력 조사가 필요하지 않아 보험사고가 생긴 경우 신속히 보험금
을 지급받을 수 있다. 보험회사의 입장에서도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계
약심사 비용과 손해사정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보험계약자의 역선택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보험금 지급 규모를 제어할 수 있다. 그리고 사람에 의한 언더라이팅 기능을
빅데이터에 기반한 보험계약 자동심사시스템으로 대체할 때 인력배치의 효율성을 제
고할 수 있다.
ICT기술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보험업 분야는 다른 금융업종에 비해 핀테크 등 기술
혁신에 의한 변화가 지체된 편이었지만, 최근 인슈어테크의 형태로 보험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디지털 신기술이 적용된 인슈어
테크 서비스의 사용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 다각적인 측면에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보험계약법적 이슈에 대해서는 검토가 미흡한 실정이므로 인슈어테크 관련 보
험계약법적 쟁점이 정리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보험계약 관계에서 인슈
어테크의 활용에 따른 보험법적 쟁점, 특히 고지의무 및 위험변경증가 통지의무 등을
중심으로 법적 쟁점을 검토하고 실무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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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인슈어테크 시장 현황
1. 각국의 인슈어테크 현황
인슈어테크(InsurTech)는 보험(Insurance)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인공
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새로운 IT 기술과 보험이 융합된 혁신적인 보험서비스를
의미한다. 이와 같이 인슈어테크는 상품개발 및 계약체결, 고객관리 등 각 분야의 보
험업무에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loT), 빅데이터(Big Data), 인공지능(AI),
블록체인(Blockchain) 등의 IT 기술을 융합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1) 인슈어테크는 질병보험 분야에서 급성장하고 있고, 보험금
청구관리와 보험료 책정 관련 서비스도 중요한 영역으로 부각되고 있다.2)
핀테크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데, 2018년 투자 규모가 1,118억 달러로, 2017년 기
록한 508억 달러 대비 120% 증가하였다.3) 2019년 1분기 기준 글로벌 핀테크 투자의
주요 분야는 인슈어테크, 자본시장, 자산관리, 디지털뱅킹 등이며, 이 가운데 인슈어테
크가 약 16억 달러로 가장 큰 비중인 전체 투자의 2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4)
그리고 인슈어테크의 성장이 글로벌 핀테크 주요 트렌드에 포함되는 등5) 초기 지급결

1)

금융감독원,
「글로벌
핀테크
10대
트렌드
및
시사점」,
면)(http://www.fss.or.kr/fss/kr/promo/bodobbs_view.jsp?seqno=22349).

2019.

6,

14

인슈어테크를 활용한 보험서비스 예시
구분
인공지능(AI)
블록체인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주요 내용
인공지능이 적용된 챗봇(Chatbot)을 통해 보험계약, 보험금 청구 등의 보험업무를 알기 쉽
게 설명하고 안내
블록체인을 통한 보험금 청구망을 구축하여 보험 가입자가 보험금 지급조건을 충족하면 보
험금 청구서가 자동 생성되어 보험사로 전달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 사용자의 건강정보 등을 축적하고 생활습관 등을 분석하여 건강상태에
맞는 합리적인 보험요율 적용
보험가입 현황이나 질병 발생 빈도, 노후준비 수준 등 다양한 통계정보를 제공

2) 인슈어테크 활용으로 인해 ① 데이터 기반으로 새로운 보험상품을 개발하여 고객의 특성과 필요에 맞춘
다양하고 차별화된 상품의 개발, ② 보험계약자의 정보와 빅데이터를 융합하여 위험 예측 등 자동화된 심
사시스템에 의한 보험계약심사의 간소화, ③ 블록체인, 인공지능을 통한 보험금 청구절차의 간소화 및 효
율성 향상, ④ 특히 보험계약자의 지불능력을 예측하고 정보비대칭성을 감소시키는 등 빅데이터와 인공지
능을 활용한 지능정보기술로 보험시장의 비효율성으로 인한 보장격차의 완화 가능 등의 이점에 기해 각
보험계약자에게 적합한 개별화된 상품을 보다 저렴한 가격에 제공함으로써 보험소비자의 편익이 증대될
수 있다(조동관, “보험계약에 대한 적합성 원칙의 적용에 관한 소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과
인슈어테크를 중심으로“, 「보험법연구」제14권 제1호 (2020), 365~366면).
3)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품목별 보고서-핀테크」, GIP 품목별 보고서, 2019. 9, 4면.
4) 예컨대 보험상품 비교를 통한 가입 및 청구의 원스톱 모바일서비스, 보험가입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상
호부조 서비스, 의료기록을 토대로 건강을 예측하고 최적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험제공 등 다양한
형태의 인슈어테크 업체에 투자학도 있다(서대훈, “최근 핀테크 스타트업 글로벌 투자동향”, 「이슈브리프」
제832호, KDB산업은행 미래전략연구소, 2019, 6, 6면).
5) 금융감독원, 앞의 자료,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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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서비스에 집중됐던 핀테크 산업이 자산관리, 보험 등의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6)
글로벌 인슈어테크 시장도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데, 그 투자 규모를 보면 2016년 1.5
조원, 2017년 1.9조원, 2018년 3.5조원으로 증가하고 있다.7)
CB Insights에 따르면 인슈어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 규모는 2012년 347백만 달러
에서 2018년 3,953백만 달러까지 증가하였으며, 2019년 2분기 기준(2,857백만 달러)
전년동기대비 약 159% 성장8)하는 등 투자의 절반 이상이 미국에서 이루어지고 산업
을 선도하고 있으나,9) 영국, 일본, 중국 등 다른 국가의 투자 비중도 점진적으로 확대
되는 모습이다.
일본의 인슈어테크 시장규모는 2019년도 기준 890억 엔에 달하고, 2022년에는
2,450억 엔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10) 특히, 중국의 경우 최근 알리바바
및 바이두 등 대표적인 인터넷·유통 플랫폼 사업자들이 보험산업에 진입하며 인슈어테
크 시장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는데, 보험료 기준으로 2015년 370억 달러에서 2020년
에 1,740억 달러로 연평균 36%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11)
2. 우리나라의 인슈어테크 진전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보험회사들의 인슈어테크 활용이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다. 즉,
이용자 데이터 기반 보험료 차등화, 보험금 청구 간소화 등 소비자 편익 제고를 위한
인슈어테크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 예컨대 국내 보험회사들은 스마트워치의 건강기
록, 운전습관 기록 등 이용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보험사고 위험을 차등화하고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이다.12) 웨어러블 디바이스 등 사물에 부착된 센서를 통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수집된 외부 데이터를 활용해 건강증진형 보험, 운전
습관 연계 보험 등과 같은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고 있다. 또한 보험금 청구 시 본인인
증, 보험증권 위조검증 등의 기술을 일부 업무에 시범 적용하여 활용을 검토중에 있으
6) 인슈어테크 분야의 대표 기업인 ‘디레몬’은 삼성생명 등 10개 보험사와 제휴하여 통합보험관리 및 자동보
장분석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다(금융감독원, 앞의 자료, 14면).
7) 금융감독원, 앞의 자료, 14면.
8)
CB
Insights,
Quarterly
InsurTech
Briefing
Q2
2019,
2019.
6(https://www.willistowerswatson.com/en-US/Insights/2019/07/Quarterly-InsurTech-Briefing-Q2
-2019).
9) 구글 모기업 알파벳(Alphabet)은 2018년 질병보험 제공업체 오스카헬스(Oscar Health)에 3억 7,500만
달러를 투자하였는데, 오스카헬스는 다양한 기술을 활용하여 보다 간단한 보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무료로 웨어러블 단말기를 제공해 고객의 건강정보를 수집하고, 상태가 호전된 고객의 보험료를
인하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가입자 26만 명을 유치하였다. 그리고 PolicyBazaar는 소프트뱅크
(Softbank)로부터 2억 달러의 투자를 유치함으로써 2018년 유니콘기업 대열에 합류하였다.
PolicyBazaar는 인도의 온라인 보험 플랫폼 서비스로, 가격비교에서부터 보험 개인화 서비스 등을 제공
하고 있다. PolicyBazaar는 2020년까지 고객 수 1,000만 명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정보통신
산업진흥원, 앞의 보고서, 9면).
10) “2019年度の国内InsurTech市場規模は前年度比125％、890億円の見込”, 矢野経済研究所 2020. 3.
12(https://www.yano.co.jp/press-release/show/press_id/2354).
11) 정성희·문혜정, “중국의 소액간단보험 시장 확대와 시사점”, KIRI 리포트, 보험연구원, 2018. 12, 1면
참조,
12) 금융감독원, 앞의 자료,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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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의료정보, 신용등급, 상담자료 등 대량의 정보를 분석하여 영업대상을 추출하고
계약심사를 고도화하고 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챗봇(chatter robot)13) 등을 통해
AI 설계사의 활용 등은 물론 보험 관련 상담 및 업무 지원·처리를 자동화함으로써 업
무효율성을 제고하고 있다.14)
그러나 글로벌 시장과 비교해볼 때 국내 인슈어테크의 도입은 아직 저조한 수준이
며, 개인정보보호법 및 의료법 등 관련 규제의 위반 가능성으로 인슈어테크를 활용한
다양한 상품개발에 한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에서는 개인정보 수집이나 활용 및 제3자 제공이 금지되고 있어(동법 제15조), 빅데이
터를 생산 및 활용에 어려움이 존재하였다. 물론 예외적으로 개개인의 당사자 동의를
받는 경우 활용이 허용되지만, 일반회사가 작업을 수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
였다.
또한 종합적인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미국, 일본 등 해외 사례
와는 달리 현재 국내 건강증진형 보험 상품이 활용하는 건강 관련 정보는 대부분이
걷기, 달리기 등 ‘도보 수’에 불과하다. 미국은 의료데이터를 전송·저장·변환·표시하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등 의료기기 자료시스템(Medical Device Data System)의
위험등급을 고위험 클래스Ⅲ에서 저위험 클래스Ⅰ로 하향조정하며 규제를 크게 완화
한 바 있으며,15) 이로 인해 다양한 디지털 의료기기가 제품화되어 질병보험 관련 인
슈어테크가 크게 성장하고 있고, 일본은 정부(후생노동성) 차원에서 병원 및 지자체에
산재된 치료 이력 및 건강검진정보를 통합하여 연구기관, 기업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
록 하는 ‘개인 건강정보활용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어 보험회사가 고객들의 건강 관련
정보를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구비하고 있다.16) 이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
라의 경우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한 인슈어테크가 더 활발히 진행될 필요가
있다.

Ⅲ. 인슈어테크 발전과 정보비대칭의 역전 문제
1. 보험계약 체결 단계에서의 위험선택시스템의 변화
ICT 기술의 발달에 의한 의료기기의 급속한 벌전으로 사람과 관련한 생성 데이터는
유전체정보, 개인건강정보, 전자의무기록(EMR) 등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17) 이러한
13) 기업용 메신저에 채팅하듯 질문을 입력하면 인공지능이 빅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일상 언어로 사람과
대화를 하며 해답을 주는 대화형 메신저를 의미한다.
14) 김은경, “AI 설계사 도입 관련 국내 규제 검토”, 「월간손해보험」, 2020. 3, 3면.
15) 박정원·심우현·이준석, “디지털 헬스케어 발전을 위한 규제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정보화정책」 제25
권 제1호(2018), 62면.
16) 박정원·심우현·이준석,앞의 논문, 65면.
17) 김영국, “헬스케어와 보험업법상 쟁점-헬스케어서비스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경영법률」 제29권 제2호
(201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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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는 보험인수에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된다. 질병·생명보험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선
택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청약서의 형태로 회사에 알릴 사항18)과 관련하
여 보험설계사 등의 보고서 및 피보험자에 대한 건강진단결과에 의하는데, 회사의 계
약인수지침에 따라 건강진단을 생략할 수 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제5-13조 관
련) 표준사업방법서 제5조 제1항). 회사는 계약인수지침에 따라 청약서, 보험설계사 등
의 보고서 내용 또는 건강진단 결과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보험가입 적격자라고 인정되
는 경우에는 청약을 승낙하고(표준사업방법서 제7조 제1항),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
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약을 거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청약을 접수한 날, 건강진단을
받은 계약의 경우에는 진단일(재진단의 경우에는 최종 진단일)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자에게 거절의 통지를 하여야 하고 청약일 또는 진단일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자에게 거
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면 승낙된 것으로 간주한다(표준사업방법서 제7조 제2항).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건강진단서를 제출한 후 당해 계약을 승낙한 경우에는 건강진
단서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 계약전 알릴의무(상법상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의 해지권 등을 행사하지 아니한다. 다만, 건강진단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계약의 해지권 등을 행사할 수 있다(표준사업방법서 제8
조).
이와 같이 인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작성한 청약서의 고지
의무 내용이나 건강검진을 통해 보험자는 보험계약의 조건·보험요율·인수금액 등은 물
론 인수 여부를 결정하거나 이른바 언더라이팅(underwriting)을 거치게 된다. 만일 보
험사고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위험이 동질의 위험집단에 집중되면 대수의 법칙에 의해
산출된 보험료로 보험사고를 담보하게 되는 수지상등의 원칙이 작동되지 않아 보험단
체가 파산에 직면할 수 있으므로, 보험계약 체결에 있어서 언더라이팅은 매우 중요한
절차이다. 특히 인보험에 있어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건강 및 생명보험 계약을 할

18) 표준사업방법서 <부표 1>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
항목
알려야 할 사항
· 최근 3개월 이내 진찰 또는 검사(건강검진 포함)를 통한 의료행위 여부
· 최근 3개월 이내 마약 등의 상시 복용 여부
현재 및 · 최근 1년 이내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한 추가검사(재검사) 여부
과거의 질병 · 최근 5년 이내 입원 등 의료행위 여부
· 최근 5년 이내 10대 질병으로 치료 등 여부
· 여성인 경우 현재 임신 여부
· 직업
· 운전 여부 및 운전차종
· 1년 이내 반복적 취미 활동 또는 자격증 소지 여부
외부 환경 · 부업 또는 겸업, 계절업 종사 여부
· 3개월 이내 위험지역 출국 예정 여부
· 월 소득, 음주, 흡연, 체격, 몸무게
· 다른 보험사 보험 또는 공제계약 가입 여부
13

때에 예상되는 위험을 평가하고, 가입자가 지급해야 할 보험료를 위험에 따라 산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과정을 의학적 언더라이팅이라고 한다.19)
그런데 현실적으로 많은 인보험계약의 경우 보험자가 일일이 피보험자의 건강 상태
를 확인하기 위해 검진 등을 거치기보다는 청약서상의 기재내용에 기초하여 인수 여
부를 결정하는 보험계약 자동심사 시스템 등이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20) 따라서 고
지의무의 형태도 자발적·적극적 의무가 아니라 질문표의 기재사항만 기재하여 전달하
는 수동적 고지의무의 방식으로 변경되고 있다.21)
2. 보험계약 체결과 최대선의성에 기한 당사자간 법적 의무
(1) 보험계약 체결시 최대선의성의 근거
보험계약은 사행계약적 성질로 인하여 당사자의 최대선의성(utmost good faith)이
요구된다.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단체 전체의 구조에서 대수의 법칙(law of large
numbers)에 기해 우연한 보험사고의 발생율을 측정하여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수취하는 구조이다. 따라서 보험제도는 그 성질상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상호간의 각별
한 정직성 내지 강한 신의칙이 요구되는 관계로,22) 상호 신뢰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
첫째, 보험자의 보험계약자에 대한 신뢰에 있어서, 보험은 다수의 보험계약자가 처
해 있는 동종의 위험을 보험자가 인수하는 경제적인 구조이므로, 보험계약자의 위험에
대해 보험자의 정확한 평가가 전제 조건으로 되어 있다. 보험회사고가 발생하면 그 사
고나 손해의 내용 등을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 등이 보험자에게 사실 그대로 통지·설
명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만일 이러한 전제가 보장되지 않는 구조라면 보험자는
보험계약자를 신뢰할 수 없게 될 것이다.23) 일반적으로 계약체결 단계에서 보험계약
19) 김수근, “언더라이팅을 위한 의료정보 활용 및 차세대 의료정보”, 「월간생명보험」 2019. 5, 36면. 그리
고 의학적 언더라이팅 시에 가입을 거부할 수 있는 질병은 에이즈, 알츠하이머 병/치매, 뇌성 마비, 울혈
성 심부전증, 관상 동맥/심장병, 우회 수술, 크론 병/궤양성 대장염, 당뇨병, 간질, 혈우병, 간염, 신장 질
환, 신부전, 낭창(Lupus), 다발성 경화증, 근이영양증, 고도 비만, 장기 이식, 하반신 마비, 마비, 파킨슨
병, 보류중인 수술 또는 입원, 주폐포자충 폐렴, 임신 또는 예비 부모, 수면 무호흡증, 뇌졸중, 성 전환증,
정신 장애(심한 경우, 예를 들어 양극성, 섭식 장애), 만성 폐색성 폐 질환(COPD)/폐기종, 알코올 중독/
최근 치료 받고 있는 약물 남용, 일정 시간 내의 암(예를 들어, 10년 이내), 관절염(류마티스), 섬유 근육
통(fibromyalgia), 기타 염증성 관절 질환 등이다. 미국의 경우 2004년부터 건강 및 생명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의 약 13%가 의료적 언더라이팅 후 보험 게약의 체결이 거부되었다는 조사도 있다(김수근, 앞의
논문, 38면).
20)
“DB손해보험,
업계
최초
'질병심사
자동화
시스템'
도입“,
아시아경제,
2020.02.19.(https://www.asiae.co.kr/article/2020021909152868184). 이 시스템은 2018년 6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약 1년 6개월 동안 DB손해보험 계약 심사 데이터를 활용해 약 16만개의 시나리오로
보험가입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룰을 정하고, 자동으로 보험가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질병심사 자동화
시스템이다.
21) 김성태, “고지의무제도의 선의성”, 「경희법학」 제29권 제1호, 1994, 66면; 김효신, “고지의무의 입법상
과제”, 「비교사법」 제20권 제1호, 2013, 279면; 김은경, “독일보험계약법 개혁과 그 시사점”, ｢상사법연
구｣ 제25권 제4호, 2007, 478~479면; 맹수석, “보험계약상 고지의무 수동화의 법제화 방안에 관한 연구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금융법연구｣ 제14권 제3호, 2017, 253면; 한창희,
“고지의무의 입법적 연혁과 최근동향”, ｢상사법연구｣, 제28권 제4호, 2010, 178면.
22) 김성태, 앞의 논문, 57면.
23) 화재보험보통약관 제20조 제1호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손해통지 또는 보험금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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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자신의 위험을 기초로 산정되는 보험료를 낮추기 위해 자신의 위험 요소를 보험
자에게 알리지 않거나 위험의 크기를 작게 보이게 하려는 성향이 있다. 즉, 보험계약
자는 자신에 관한 위험정보를 보험자에게 자발적이고 정확하게 알리려 하지 않는 데
에 문제의 근본 원인이 있다. 이에 따라 보험자는 보험계약자에 의한 위험정보 공개를
신뢰를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보험제도의 특성에 기해 보험계약자의 위험정보가 부정확할 때 일정한 불이익도 주
어진다. 보험법적으로는 이러한 고지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계약해지권이나 보험
자 면책 등)을 보험자에게 인정함으로써(상법 제651조, 제655조),24) 보험계약자로 하
여금 그러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정확한 고지를 유도하기도 한다. 또한 보험계약체
결 후에 보험계약자가 보험급여의 부정 청구를 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도덕적 해이
(moral hazard)로 인해 보험계약체결 후에도 보험자는 보험계약자를 전적으로 신뢰
하지 않게 되는데, 보험사고 발생에 대한 통지가 있는 경우 손해액을 산정하여 보험금
을 지급하게 된다(상법 제657조, 제676조).
둘째, 보험계약자의 보험자에 대한 신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는 특히 보험급여의
이행에 관해 보험자를 신뢰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첫째, 보험계약자는 보험료의 지급
과 동시에 보험급여를 받는 것은 아니라, 보험료를 지급한 후 보험회사고가 일어난 경
우에 보험급여가 이루어진다. 둘째, 보험금의 지급 여부는 보험사고 발생이라는 요건
이 구비되어야 하는데, 특히 생명보험계약에서는 보험계약체결 후 상당한 기간이 흐른
후에 결정되기도 한다.25) 셋째, 장래에 보험회사고가 생겼을 때에 과연 보험금 지급대
상이 되는지 여부는 일의적으로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많다. 예컨대 정액보험인 사망
보험의 피보험자가 사망했다 하더라도 자살이라면 일정 기간은 보험자가 면책되므로
사망 원인이 자살에 의한 것인지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고,26) 고지의무를 위반한 채
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손해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을 잃게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 피고의 화재보험보통약관
에서 이와 같은 조항(아래에서는 ‘이 사건 약관조항’이라고 한다)을 둔 취지는 보험자가 보험계약상의 보
상책임 유무의 판정, 보상액의 확정 등을 위하여 보험사고의 원인, 상황, 손해의 정도 등을 알 필요가 있
으나 이에 관한 자료들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아래에서는 ‘피보험자’라고 한다)의 지배ㆍ관리영역 안에
있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할 필요성이 크고, 이와
같은 요청에 따라 피보험자가 이에 반하여 서류를 위조하거나 증거를 조작하는 등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사기적인 방법으로 과다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제재로서 보험금청구권을 상실
하도록 하려는 데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6다29105 판결).
24)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다54631 판결(보험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일정 기간
안에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상법 제651조).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란 현저한 부주의로 중요한 사항의
존재를 몰랐거나 중요성 판단을 잘못하여 그 사실이 고지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임을 알지 못한 것을 의미
하고, 그와 같은 과실이 있는지는 보험계약의 내용, 고지하여야 할 사실의 중요도, 보험계약의 체결에 이
르게 된 경위, 보험자와 피보험자 사이의 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개별적·구체
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에 관한 증명책임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보
험자에게 있다).
25) 상법은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2년 이내 사망한 경우 보험자면책으로 하고 있고(상법 제조), 실무상 보험
약관은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 자살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생명보험 표준약
관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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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보험계약이 체결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고지의무 위반 사실에 기해 사망했는지 여
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넷째, 보험금 지급에 관해 보험자의 성실 행동이 제도적으로
는 보장되어 있지 않은 측면도 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금 지급의 가부 및 내용에 대
해서 스스로는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보험자를 신뢰할 수밖에
없지만, 보험자가 늘 적정하고 신속한 보험급여를 하는 것도 아니다.27)
(2) ICT 기술의 발달과 정보사회의 진전에 따른 신뢰 구조의 변화
이와 같이 보험은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사이의 신뢰에 입각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이들 사이의 신뢰가 충분히 확립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가운데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의해 핀테크의 일환으로 보험업 분야에서도 인슈어테크
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의해 보험계약 관계에서의 신뢰의 구조도 변화하고 있다.
이와 같이 최근의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활용으로 인해 보험자와 보험계약자의 상호
신뢰를 기초로 하지 않는 보험제도가 출현하는 등 상황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종래
의 보험법적 구조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
3. 정보비대칭성의 변화와 고지의무의 검토
(1) 역전된 정보비대칭성 하에서 고지의무 문제
고지의무제도는 보험인수 여부를 결정하는 요소인 리스크 관련 정보가 보험계약자
측에 편재되어 있는 정보의 비대칭성(informational asymmetry)을 전제로 하는 제도
이다. 즉, 보험계약자 측에 리스크 정보가 편재되어 보험회사가 해당 리스크 정보에
기하여 보험을 인수할 경우 보험계약자 측에 해당 리스크 정보를 공개하도록 할 필요
가 있다. 리스크 정보가 보험계약자 측에 편중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가 그
정보의 공개를 요구하지 않고 보험인수를 하게 되면 리스크가 높은 보험계약자에 의
한 역선택(adverse selection)이 생길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상황이 반복될 경우 보
험제도가 붕괴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제도적으로 보험계약자로 하여금 보험자
26) 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5다30398 판결(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
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자살은 자기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의도적
으로 자기의 생명을 절단하여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행위를 의미하고,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
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
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외래
의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그 사망은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로서 보험사고인 사망
에 해당할 수 있다. 다만 면책약관에서 피보험자의 정신질환을 피보험자의 고의나 피보험자의 자살과 별
도의 독립된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러한 면책사유를 둔 취지는 피보험자의 정신질환으로 인
식능력이나 판단능력이 약화되어 상해의 위험이 현저히 증대된 경우 증대된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손
해는 보험보호의 대상으로부터 배제하려는 데에 있고 보험에서 인수하는 위험은 보험상품에 따라 달리 정
해질 수 있는 것이어서 이러한 면책사유를 규정한 약관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공정성을 잃은
조항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만일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에 의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고 이로 인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위 면책사유에 의하여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의무가 면
제된다).
27) 자살보험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의 타당 등에 대한 논란이 있다(장덕조, “재해사망보
험금지급약관의 유효성”, 「금융법연구」 제13권 제2호(2016), 167면 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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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리스크 정보(중요사항)를 미리 고지할 것을 의무화한 것이다.28) 그럼에도 불구하
고 보험계약자가 고지 자체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고지하는 경우도 있고, 관련 정보가
보험계약자 측에 편재하기 때문에,29) 보험법은 불고지나 부실고지에 대해 일정한 법
적 제재를 가함으로써 고지의무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30)
그런데 인슈어테크가 증가하게 되면서 보험계약자 측에 편재하던 다양한 리스크 정
보가 오히려 보험회사 측에 편재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예컨대 오늘날 웨어러블
단말기, 텔레매틱스(telematics), 스마트 홈, 드론과 같은 이른바 사물인터넷(IoT)에
의해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측의 정확하고 광범한 리스크 정보를 취득할 수 있게 되
었다.31) IoT에 의해서 취득되는 데이터는 반드시 보험업무와 관련하여 취득되는 데이
터에 한정되지 않는다. 예컨대 사람의 활동정보(수면 시간이나 운동량 등)는 웨어러블
단말기나 스마트폰을 이용한 헬스케어 서비스(매일의 운동이나 식사 등을 관리하는 프
로그램 등)를 통해서도 취득할 수 있다.32) 또한 손해보험회사는 이른바 커넥티드 차량
(Connected Car)에 정보기기를 탑재하여 피보험차량으로부터 실시간 송신되는 운행
정보를 축적하여 해당 데이터를 기초로 다음 년도의 자동차보험료에 이를 반영시키는
경우가 늘고 있다.33) 이와 같이 인슈어테크에 의해 정보비대칭성의 역전화 현상이 생
기게 된다.
그러나 보험회사에 송신되어 오는 데이터가 항상 진실한 정보라고 할 수는 없다. 예
컨대 보험계약자 등이 일정 데이터를 삭제하거나 수정할 가능성도 있고, 보험계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데이터34)의 송신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킬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
28)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다91405 판결(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자에게 고
지할 의무를 지는 상법 제651조에서 정한 ‘중요한 사항'이란 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발생과 그로 인한 책임
부담의 개연율을 측정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보험료나 특별한 면책조항의 부가와 같은 보험계약
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표준이 되는 사항으로서 객관적으로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다면 그 계약을 체결
하지 아니하든가 또는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리라고 생각되는 사항을 말하고,
어떠한 사실이 이에 해당하는가는 보험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 사실인정의 문제로서 보험의
기술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나,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보험계약
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되고(상법 제651조의2), 여기의 서면에는 보험청약서도 포
함될 수 있으므로, 보험청약서에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답변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면 그 사항은
상법 제651조에서 말하는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된다).
29) Michael Naylor, Insurance Transformed, Technologial Disruption, Palgrave Macmillan, 2017,
p.272.
30) 그러나 소비자 대상 보험계약(이른바 가계보험)에 관해서는 고지의무 내용과 고지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제재가 규정되어 있는 한도에서 제한되기도 한다.
31) 이러한 행위가 보험업법상 가능한가에 대한 논란도 있다. 보험업이라 함은 보험상품의 취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보험의 인수(引受), 보험료 수수 및 보험금 지급 등을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서 생명보험업·손해
보험업 및 제3보험업을 말하고, 이러한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를 보험회사라 하는데(보험업법 제2조 제2호
및 제6호), 보험회사는 보험업에 부수(附隨)하는 업무를 할 수 있다(보험업법 제11조의2). 따라서 웨어러
블 단말기를 이용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보험료에 반영하는 것과 같은 행위는 생명·질병보험의 보험
사고인 사망이나 질병의 발생 리스크를 경감하는 것으로서 보험의 인수라는 고유 업무에 부수되는 ‘부수
업무’에 해당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32) 생명·손해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부착된 웨어러블 단말로부터 시시각각 송신되는 신체정보를 축적하
고, 해당 데이터를 활용하여 다음 년도의 질병보험 등의 보험료에 반영시키게 될 것이다.
33) “현대차 커넥티드카 서비스 국내 누적 가입자 100만명 돌파”, 한국경제, 2019. 6.
19(https://www.hankyung.com/car/article/20190619353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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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경우에 송신된 데이터를 기초로 보험료를 산출하게 되면 보험회사로서는
부당하게 낮은 보험료로 보험을 인수하게 되어 버린다. 그러므로 송신 데이터의 진실
성 확보를 위해 적어도 보험계약자 등에 의한 의도적인 데이터 삭제·수정이나 데이터
송신 정지 등에 대한 제재를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현행 보험법의 고지의무제도는 보험계약자 측에 리스크 정보가 편재되어 있
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법률 개정을 하지 않는 한 보험회사 측에 리스크 정보
가 편재하는 경우에도 보험회사로서는 현행 보험법에 따라 고지를 요구하거나 고지의
무위반에 대한 제재를 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커넥티드 피보험자동차나 웨어러블 단말 등에서 송신되어 보험회사가 보
유하고 있는 리스크 정보 중 보험회사가 보험인수 시의 위험측정에 이용할 경우에 있
어서도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다시 보험계약자로부터 고지받을 필요가 있을지도 모른
다. 왜냐하면 고지사항이 아니면 고지의무 위반의 제재를 부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체결 시에 해당 데이터를 일단 보험계약자에게 개시하고
보험계약자가 해당 데이터 내용을 확인 후, 해당 데이터를 다시 보험계약자로부터 보
험회사에 제공하거나 해당 데이터를 '고지사항'으로 하는 것에 동의하는 절차가 필요
할 것이다.35)
(2) 역전된 정보비대칭성 하에서 고지의무의 문제점
정보비대칭성이 역전된 상황에서 고지의무 이행과 관련한 몇 가지 쟁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첫째, 보험법 하에서 보험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리스크 정보를 보험회사
가 보험인수 시의 ‘위험’ 측정에 활용할 경우에도 보험계약체결 시에 다시 보험계약자
로부터 보험회사가 고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의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보험법은 리
스크 정보가 보험계약자 측에 편중되어 있음을 전제하고 있는데, 실제는 피보험자의
상당한 정보를 보험자가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고지의무 규정 및 고지의무
위반 규정은 편면적 강행규정이므로(상법 제663조), 보험자는 현행법에 따라 고지를
요구하고 고지의무위반에 대해 제재를 가하기 위해서는 재차 고지를 받지 않을 수 없
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입법론적 측면에서 역전된 정보의 비대칭성이 인정되는 리
스크 정보에 관해서는 보험법의 해당 규정의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둘째, 만일 위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도 보험회사로부터 넘겨받은 데이터를 보험계약
자가 어떻게 확인하는지가 문제가 된다.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 등의 웹사이트를 경유
하여 자신의 데이터에 접근·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지만, 광범하게 수집된
데이터양이 방대할 경우 보험회사로부터 제공된 데이터를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현실
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보험계약자가 PC를 이용할 수 없는 환경에 있는

34) 예컨대 자동차보험의 경우 음주나 난폭 운전 중의 경우, 질병보험 등에 있어서는 폭음·폭식 중이거나 그
직후 등을 들 수 있다(吉澤卓哉, 前揭論文, 130頁).
35) 吉澤卓哉, 前揭論文, 131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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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등도 문제가 될 것이다.
셋째, 고지의무 위반에 대해 제재하려면 보험계약자 등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고지
사항에 대해 불고지 또는 부실고지를 하여야 한다.36) 그런데 보험회사가 방대한 리스
크 데이터를 수집한 후에 보험계약체결 시 해당 데이터를 보험계약자에게 개시한 후
보험계약자가 해당 데이터를 다시 보험회사에게 제공하거나 해당 데이터 내용을 '고지
사항'으로 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 고지의무 위반 요건인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중과실
이 무엇을 의미하는 지가 문제로 된다.37) 생각건대 보험계약자 등이 정보를 왜곡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제공 데이터를 변개하거나 데이터 제공을 중단·정지했을 경우에는 고
의가 인정될 것이다. 또한 데이터 제공의 중단·정지에 대해 보험계약자 등에게 중과실
이 있는 경우에도 중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데이터 량이 방대하므로 보험회사
가 보험계약자에게 개시한 리스크 정보에 대해 어떤 사정으로 부정확한 정보가 혼입
되어 있거나 일부 정보가 누락되었음에도 보험계약자가 이를 알지 못하고 보험회사가
개시한 대로 보험계약자가 고지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중과실을 인정하기
는 어려울 것이다.38)
넷째,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
여 중요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
로부터 1월 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상
법 제651조). 그러나 보험자는 고지의무 위반이 있는 리스크 정보의 내용에 따라 계약
을 해지하지 않고 기경과기간에 대한 보험료증액청구권 및 미경과기간에 대한 보험료
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상법 제652조 제2항참조).
보험료증액청구권과 보험료변경권을 보험약관에서 규정했다고 하여도 대수의 법칙
과 수지상등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보험법의 편면적 강행규정에는 위배되지 않는다
고 본다. 왜냐하면 계약해지권 행사 시와 비교할 때, ① 보험계약자로서는 해당 보험
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이점이 있고,39) ② 해당 보험계약자에 대해 고지의무 위반에
의한 해지력이 남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40) 또한 ③ 보험료가 비싸지므로 해당 보험
36) 고지의무 위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객관적 요건 및 주관적 요건이 구비되어야 한다(맹수석, “고지의무
위반에 있어서 중과실의 의미 및 판단기준”, 「상사법연구」 제32권 제4호(2014), 220~223면).
37)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다38663 판결(보험계약에서 고지의무 위반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고지의
무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중대한 과실이란 고지하여야 할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현저한 부주의로 인하여 그 사실의 중요성의 판단을 잘못하거나 그 사실이고지하여야 할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38) 吉澤卓哉, 前揭論文, 132頁. 우리 대법원은 피보험자 甲이 乙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갑상선
결절 등의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사안에서, 건강검진결과 통보 내용에 비추어 甲으로서는 어떠한 질병을
확정적으로 진단받은 것으로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위 검진 이후 2년여 동안 별다른 건강상의 장
애나 이상 증상이 없었으며 갑상선 결절과 관련된 추가적인 검사나 치료도 받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피보험자 甲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고 하여 중과실을 부정하고 있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9다103349 판결).
39) 만약 해당 보험계약이 해지되면 새롭게 보험계약에 가입하려고 해도 동일한 보험계약에 동일한 계약조건
으로는 가입할 수 없을 수 있다.
40) 만일 보험회사가 계약해지권을 행사하면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해지력이 남게 되어 새로 보험계약에 가
입하고자 하는 경우 가입하지 못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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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계속을 바라지 않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스스로 해지권을 행사하면 되기 때
문이다(상법 제649조).
보험회사가 고지의무 위반에 의한 해지권을 행사한 경우 장래를 향하여 보험료 지
급의무를 면할 수 있다. 또한 보험계약자 쪽에서 임의해지권을 행사했다고 하더라도
기경과기간의 차액보험료 지급의무는 남게 된다. 그러나 기경과기간에 대해서는 보험
보호를 받았고, 원래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해 부당하게 본래의 보험
료보다 낮은 보험료를 지급했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차액 정산을 요구하는 것은 타당
하다고 본다.
4. 정보비대칭성에 기한 위험변경증가 통지의무의 문제
(1) 역전된 정보의 비대칭성 하의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의무의 검토
위험변경증가에 관한 보험계약법의 규정도 고지의무에 관한 규정과 같이 리스크 정
보가 보험계약자 측에 편재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고지사항 중 통지의
무가 보험약관에서 미리 정해진 사항에 대해 보험계약 체결 후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
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41)
이를 해태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상법 제652조).42)
그런데 앞에서 본 것과 같이 인슈어테크의 발달로 리스크 정보가 보험계약자 측에
편재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경우 보험회사 측에 편재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이
와 같이 역전된 정보의 비대칭성 하에서 보험계약자의 위험변경증가 통지의무를 종래
와 동일한 선상에서 인정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첫째, 보험계약자에게 통지의무가 부과되어 있는 경우 보험계약자로부터의 리스크
정보가 순차 자동송신된 것을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의무를 다한 것으로 될지가 문제가
된다. 보통 위험변경증가통지는 보험회사가 준비한 서식에 보험계약자가 해당 사항을
기입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43) 실무상 자동차보험에 있어서 커
넥티드 카로부터 송신되기 전 보험기간 중의 운행데이터를 바탕으로 보험회사가 자동
차보험계약을 인수하고 해당 데이터에 대해 보험계약자에게 확인받은 후 고지를 받았
을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 그런데 고지가 이루어진 후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동차
41) 상법 제652조 제1항은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만일 이를 해태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 내에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통지의무의 대
상으로 규정된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이란 그 변경 또는 증가된 위험이 보
험계약의 체결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다면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그 보험료로는
보험을 인수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사실을 말한다(대법원 2000. 7. 4. 선고 98다62909, 62916 판
결;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다18494 판결 등 참조).
42) 그리고 보험기간중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고발
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 내에 보험료의 증액
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상법 제653조).
43) 자동차손해보험표준약관 제45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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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 순차 송신되는 데이터에 의하면 보험인수의 전제가 된 위험이 높아져44) 추가
보험료의 지급이 필요하게 되었을 경우에 보험계약자로서 재차 위험변경증가의 통지
를 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운행데이터의 자동송신에 의해 보험자에 대한 통지의무의
이행으로 갈음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생각건대 이러한 문제는 보험약관에 보험계약
자로부터 보험회사에 리스크 정보를 자동 송신하는 것을 통지의무의 이행으로 본다는
내용의 약관조항을 두는 방식 등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45)
둘째, 보험회사에 대한 리스크 정보의 자동 송신에 의해 통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되는 경우 만일 보험계약자가 의도적으로 리스크 정보의 자동 송신을 정지·중단했을
경우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통지의무 위반(상법 제653조)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보험회사에 대한 리스크 정보의 자동 송신을 통해 통지의무를 이행했다고 보는 이상
보험계약자가 그것을 방해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될 것이다.46)
셋째, 커넥티드 카인 피보험자동차를 교체했지만 교체 자동차가 커넥티드 카가 아닌
경우에는 운행정보가 자동 송신되지 않는다. 이 경우 차량 교체가 고의·중과실에 의한
통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47) 예컨대 종전 보험기간 중의 운전정
보에 의하면 운전습관 등이 양호했기 때문에 현 보험계약의 인수에서 우량운전자로서
보험료를 할인했지만, 보험계약자가 보험기간 중에 커넥티드 카가 아닌 스포츠카로 교
체하는 동시에 자동차보험계약에 기한 교체승낙을 보험자로부터 받았지만, 보험계약자
의 운전습관이 나빴음에도 커넥티드 카가 아니어서 운행정보가 보험회사에 송신되지
않아 보험회사가 위험증가의 사실을 모르고 있었을 경우 등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위
험변경증가의 통지의무 위반을 묻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48) 따라서 보험회사로서
는 자동차보험계약의 차량교체 시에 신규취득자동차가 커넥티드 카가 아닌 경우에는
남은 보험기간에 대해 해당 차종의 평균적인 보험요율과 차량교체시까지의 기간에 적
용한 보험료율의 차이를 차액보험료로 청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2) 역전된 정보의 비대칭성과 위험감소에 대한 보험료 감액청구의 문제
위험감소에 관한 보험법의 규정도 고지의무에 관한 규정과 마찬가지로 리스크 정보
가 보험계약자 측에 편재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즉, 위험이 현저하게 감소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회사에 대해 장래에 대한 보험료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44) 예컨대 잦은 과속이나 신호위반 등의 경우이다.
45) 吉澤卓哉, 前揭論文, 135頁.
46) 예컨대 고속도로에 자동 송신 장치를 스스로 끄고 과속으로 운행하던 중 교통사고가 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할 것이다(吉澤卓哉, 前揭論文, 135頁).
47) 또 이러한 경우에 통지의무 위반으로 보는 것이 부당하다면 보험회사로서는 위험변경증가의 가능성에 대
한 대응 방안이 문제될 수 있을 것이다.
48) 또한 보험계약자가 종전에 비해 운전습관이 나빠진 것을 자각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라면 보험회사에 대
한 통지도 기대할 수 없을 것이고, 가령 자각하고 있다 해도 정량적으로 위험변경증가를 측정할 수는 없
으므로 통지해야 할 내용을 정하는 것도 어려운 문제이다(吉澤卓哉, 前揭論文, 136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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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특별한 위험을 예기하여 보험료의 액을 정한 경우에 보험기
간중 그 예기한 위험이 소멸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후의 보험료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647조). 그런데 인슈어테크의 진전에 따라 리스크 정보가 보험계약자
측이 아니라 오히려 보험회사 측에 편재하는 상황이 많이 생기게 되는데, 이러한 상황
하에서 보험계약자가 위험감소에 따른 보험료감액청구를 적시에 적절하게 할 수 있는
지 등이 문제된다.
첫째, 보험회사 측에 리스크 정보가 편재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로서는 위험의 감
소를 알기 어려우므로 보험료감액을 청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러한 불이익
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보험회사가 입수한 리스크 정보를 보험계약자에게 제공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만일 보험회사가 입수한 리스크 정보를 보험계약자에게 제공했다 해도 정보량
이 너무 방대하고, 종전 보험기간에 있어서의 리스크 정보와 비교할 필요가 있기 때문
에 사실상 ‘특별위험의 소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보험계약자가 판단하기 곤란할 수
있다. 그렇다면 보험회사로서는 입수한 리스크 정보를 보험계약자에게 제공하면서 적
어도 장기계약(보험기간이 1년을 넘는 보험계약)에 관해서는 '‘특별위험의 소멸’'에 해
당하는지 여부를 보험회사가 정기적으로 조사한 후 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료감
액청구를 보험계약자에게 안내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러한 보험회사의 감액청구 권유는 서비스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적어도 현행법 하에
서는 계약법상의 의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만일 이러한 보험료감액청구의 권장
에 대해 보험회사에 계약상의 의무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해석론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입법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된다.49)

Ⅳ. AI에 의한 보험모집행위에 있어서 설명의무의 문제
1. AI보험설계사의 법적 지위 검토
최근 인공지능(AI) 프로그램의 발달에 의해 증권거래 과정에서 로보어드바이저
(Robo-Advisor: RA)를 이용하여 거래하는 예가 늘고 있다.50) 이러한 현상 보험거래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즉, 보험상품의 판매에 있어서 보험회사나 보험대리점 하의
인력 조직인 보험설계사가 모집 또는 판매하게 되는데, 인적 조직에 의한 모집을 기계
적인 요소인 AI설계사로 대체하면서 AI설계사의 모집으로 인한 책임은 이를 운용하는
보험자의 책임으로 하는 방식이다.
AI설계사를 활용하는 방식은 종래 보험판매 기술 중 하나인 다이렉트보험을 인정하

49) 吉澤卓哉, 前揭論文, 137頁.
50) 맹수석, “로보어드바이저(RA)를 통한 증권거래와 투자자 보호”, 「상사법연구」 제38권 제4호(2020), 254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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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원리와 동일하다고 본다.51) 물론 AI설계사에게 법인격을 부여할 수 있겠는가의 문
제는 AI 프로그램의 완전도에 따라 다르게 될 것이다. 특히 AI가 자기결정을 완벽하
게 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른다면 AI설계사의 독자적인 정보처리와 의사결정 능력을 인
정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단계의 AI설계사는 일반 설계사에 준하는 법적
지위를 부여할 수 있게 될 것이다.52) 이 경우에도 운영자의 지배권이 인정되기 때문
에 위험 원인에 대한 지배력에 기해 AI설계사에 의한 의사표시는 운영자(내지 운용자)
에게 귀속된다.53)
이와 같이 보험계약 과정에서 AI보험설계사를 활용하는 경우54) 보험계약자가 손해
를 입게 되는 경우에는 보험업법에 의해 보험자 등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
다.55) 그런데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자는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
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는 설명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상법 제
638조의3), AI설계사를 활용하는 경우 설명의무의 이행을 어떻게 판단하여야 하는가
의 문제가 있다.
2. AI보험설계사의 모집행위와 설명의무의 이행
보험설계사는 보험회사·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에 소속되어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법인이 아닌 사단 및 재단 포함)로서, 모집에 관한 연수과정 이수, 관계
업무에 1년 이상 종사 및 교육 이수, 자격시험 합격 등의 요건을 갖추고,56) 금융위원
51) 김은경, 앞의 논문, 4면.
52) 물론 현재 AI에 대해 독립적 법인격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단계에 와 있지는 않다. 따라서 보험업법
상 보험설계사는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하지만, 현 단계에서는 AI설계사에 대한
법인격을 인정할 수 없어 등록도 불가하다.
53) 김은경, 앞의 논문, 9면.
54) 미국 보험사 Allstate는 Earley Information Science(EIS)와 제휴하여 ABIe(‘Abbie’로 발음)라는 가상
보조자를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는데, 이는 한 보험상품 판매에서 다른 보험상품 판매로 전환한 Allstate
보험사의 일반적인 질문에 답변하도록 설계되었는데, NLP(Natural Language Processing:언어처리과정)
를 사용하여 한 달에 25,000건의 문의를 처리한다. 또한 AXA의 경우 2019년 6월 스위스 250여 개 대리
점에 챗봇을 통한 업무협력을 시작하였고, 현재는 AI-Agent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는 소비자에게 보험
정보(Information)에서부터 보험판매(Kauf), 보험서비스(Service)의 제공 및 손해사고 통보 및 산정
(Schaden) 과정을 이끈다(김은경, 앞의 논문, 10~11면).
55)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2다91590 판결(소속 구성원의 사망 또는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단체보
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모집인으로서는 보험계약자가 단체보험 유효요건을 몰라 보험계약체결 당시에 그
체결된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지 않도록 보험계약자에게 단체보험의 유효요건에 관하여구체적이고 상세하
게 설명하여 적어도 보험계약자로 하여금 그 요건을 구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유효한 보험계약이 체결
되도록 조치할 주의의무가 있고, 그럼에도 보험모집인이 보험계약의 유효요건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을 하
지 아니하는 바람에 요건의 흠결로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고 그 결과 보험사고의 발생에도 불구하고 보험
계약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다면 보험자는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에 기하여 보험계약자에
게 그 보험금 상당액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56) 보험설계사 자격시험의 합격은 100점을 만점으로 60점 이상을 득점해야 한다(보험업감독규정 제4-3조
제2항). 그리고 보험설계사 자격시험 문제의 출제범위는 ① 보험에 관한 기초지식, ② 모집에 관한 법규
및 실무, ③ 보험약관과 일반교양에 관한 사항이다(생명보험 모집관리 업무지침 제8조 제1항 및 손해보험
모집관리업무지침 제11조 제1항). 그리고 생명보험협회는 생명보험설계사 자격시험을 생명보험시험 및 제
3보험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손해보험협회는 손해보험자격시험 및 제3보험자격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다(생명보험 모집관리 업무지침 제2조 및 손해보험 모집관리업무지침 제2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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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에 등록된 자를 말한다(보험업법 제2조 제8호 및 제84조 제1항).57) 보험설계사는
보험회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중 누구와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을 맺고 있는지에
따라 보험회사 소속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보험중개사 소속 보험
설계사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보험업법 제84조 제1항 참조).58) 이와 같이 보험설계사
는 보험회사 등에 소속되어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이다. 따라서 보험설계사에
게는 보험계약의 효력이 생기게 되는 계약체결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즉, 보험설계사
는 계약체결권을 비롯한 고지수령권 등을 갖지 않은 채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 또는
매개하는 지위에 있는 자에 불과하다.59)
그런데 보험약관 설명의무의 이행은 통상적으로 보험설계사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보험설계사는 보험사로부터 대리권을 부여받지 아니하고도 보험약관을 전달하고 이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모집을 이행한다. 그렇다면 인공지능에 기반한 AI설계사의 경우도
설명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AI설계사가 보험계약의 중요내용

과 관련하여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에 의해 보험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즉, AI설계사를 보험모집에 활용하면서 생기는 손해배상책
임 문제는 보험업법이 무과실책임을 부과하고 있는 바, 그 모집과정에서 설명의무를
위반 경우 AI설계사를 활용한 보험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이다.60)

Ⅴ. 맺음말
이상에서 인슈어테크의 진전에 따라 보험회사 측에 리스크 정보가 편재되어 해당

57) 우리나라의 보험설계사제도는 일본의 보험모집인제도에서 유래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맹수석, “보험업
법상 보험설계사제도의 법적 쟁점”, 「기업법연구」 제21권 제3호, 2007, 296면).
58) 2016년 말 기준 전체 보험설계사 405,087명 가운데 생·손보사 전속설계사는 19만 7천명이고, 보험대리
점 소속 보험설계사는 20만 8천명으로 독립보험대리점(GA) 소속 보험설계사가 더 많다(김창호, “독립보험
대리점(GA)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슈와 논점」 제1291호, 2017, 2면).
59)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기왕병력이나 다른 보험계약의 존재 여부 또는 사고로 인한 보험금
수령 여부 등에 관한 사항을 보험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 의무’란에 기재하여 질문하였다면 이는 그러한
사정을 보험계약을 체결할 것인지의 여부에 관한 판단자료로 삼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한 것으로서 그러한
사항은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에 해당하여 보험계약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
정되므로(상법 제651조의2)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지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인데, 보험계약
자나 피보험자가 이처럼 보험청약서에서 질문 받은 사항을 보험청약서에는 기재하지 아니하고 보험모집인
에게만 알렸을 경우에, 일반적으로 보험모집인은 독자적으로 보험자를 대리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권한
이나 고지 내지 통지를 수령할 권한이 없으므로(대법원 1979. 10. 30. 선고 79다1234 판결;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다3256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보험모집인에게 알린 것만으로는 고지의무의 대
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보험자에게 고지하였다고 볼 수 없음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
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에도 보험자가 그러한 사항에 관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기
위하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그러한 사항이 고지를 요하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
고도 고의로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하여 고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사실을 보험자가 입
증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11. 27. 선고 99다33311 판결;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다
42056 판결;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다18494 판결 등 참조).
60) 김은경, 앞의 논문, 18면.

24

리스크 정보에 기초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기초로 관련 쟁점을
검토했다. 종래 고지의무 문제, 위험변경증가 문제, 위험소멸 문제는 모두 정보의 비
대칭성 즉, 리스크 정보가 보험계약자 측에 편재하는 상황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
나 현재 판매되고 있는 보험상품에는 이와 달리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가 모두 리스
크 정보를 가지고 있는 동시에 해당 리스크 정보를 현 계약의 보험료에 반영하는 상
품도 있다.
이런 유형의 보험상품은 리스크 실태를 측정한 후 사후적으로 측정 기간의 보험료
를 산정해 보험료를 지급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고지의무, 위험변경증가 및 위험감소에
관한 보험법의 규정의 적용은 종래와 달라져야 할 것이다.61) 인슈어테크의 진전에 따
라 특정 개인에 관한 리스크 정보를 보험회사가 대량 수집할 수 있는 상황을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종래와 달리 보험회사 측에 리스크 정보가 편재하는 이른바 ‘정보의 비
대칭성의 역전’ 현상에 대응하여 현행 보험법이나 보험약관을 선제적으로 정비할 필요
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AI에 의한 보험모집행위에 있어서 설명의무의 이행과 관련하
여서는 현재 AI보험설계사의 별개의 법인격을 인정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므로, 설명
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법 및 보험업법의 법리에 의해 해결하면 충분하다고 본다.

61) 특히 이러한 보험료산정방식은 종래부터 보험업계의 소급적 보험료조정(retrospective rating)의 일종이
라고 본다. 종래의 구조와 비교하면, 보험료산출 대상기간이 1개월 단위로 짧다는 특징이 있지만, 보험료
사후 조정의 기본적인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吉澤卓哉, 前揭論文, 139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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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상 리니언시제도의 합리적 운용 방안에 관한 연구
- 중소보험회사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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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자진신고감면제도 즉 리니언시제도(leniency program)는 부당공동행위에 참여한 기업이 그 사실을 공
정거래위원회에 자진하여 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하는 경우에 시정조치나 과징금 등 제재의 수준을 감면
하는 제도이다. OECD 연구에 따르면 전 세계 89개국에서 리니언시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특히 모든 OECD 회원국과 OECD 주요 파트너 국가(브라질,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 유
럽위원회 및 비회원인 48개 국가에서 자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도 기업들 간에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카르텔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 효
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리니언시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행법상 자신들에게 부여
된 의무이자 권한인 카르텔에 대한 조사권과 전속고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기업들 간에 은밀하게 이
루어지고 있는 카르텔 행위들을 조사하고 입증할 의무가 있는데, 카르텔의 성질상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
하기에 많은 제약과 어려움이 따른다. 이에 리니언시제도를 활용함으로써 범죄행위를 저지른 기업들은
스스로 신고함으로써 무거운 처벌을 감면받을 수 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카르텔에 대한 조사 및 입증책
임의 부담을 상당부분 덜어낼 수 있게 되었다. 이를 통하여 갈수록 은밀해지고 교묘해지는 카르텔을 효
율적으로 적발하고, 카르텔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기업 담당자들 간의 신뢰를 무너뜨림으로써 카르텔
에 대한 유혹을 억제하고 있다.
이 제도는 1997년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개정으로 우
리나라에서 처음 도입되어 자진신고감면제도 또는 리니언시제도라는 명칭으로 시행되고 있다. 리니언시
제도는 2004년까지는 활용도가 매우 낮았지만, 2005년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그 투명성과 예측가능성
이 제고되면서 가장 중요하고 효율적인 카르텔 적발 및 억제수단으로 인정되었고 그 활용도 급속히 활성
화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카르텔을 한 자에 대하여 자진신고를 이유로 제재를 감면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
적인 시각도 많다. 즉 일각에서는 카르텔을 주도한 자진신고자에 대하여 제재를 감면해주는 조치가 과연
공정한 것인지 의문이라거나 국민의 법감정이나 법치주의에 반하는 권력남용행위라는 등의 지적이 있
다. 그러나 앞서 공정거래위원회의 통계자료에서도 나타나듯이 리니언시제도의 일부 부정적인 측면에
도 불구하고 이 제도는 현재 활용도가 매우 빈번하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효율적인 담합 적발 및 억제제
도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오랫동안 동종업종 기업들 간에 지속되어온 카르텔 행위들을 밝혀내는데 있어
*

**

***

****

* UNCTAD, “Competition Guidelines: Leniency Programmes”, United Nations Publication, June 2016, p. 1.
** OECD, “DIRECTORATE FOR FINANCIAL AND ENTERPRISE AFFAIRS COMPETITION COMMITTEE”,
DAF/COMP(2019)13, p. 16.
***
, 「
-

이기종 리니언시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 제도 운영상 장애요소 및 그 국제적 부조화에 대한 대응 방
안을 중심으로-」, 『상사판례연구』 제31집 제4권, 한국상사판례학회, 2018.12.31., p. 250.
**** 이건탁, 「현행 리니언시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 제10권 제2호, 경
희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12., p.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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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니언시제도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오고 있다. 이러한 리니언시제도가 있음으로 인해서 기업들 간 담
합을 억제하고 소비자를 충실하게 보호할 수 있다. 따라서 리니언시제도가 일부 잘못된 점이 있다고 하
더라도 이 제도를 전면 부정하거나 다른 제도로 변경하는 것보다는 이제껏 드러난 부정적 측면들에 대해
서 앞으로 지속적인 개선활동을 통하여 극복해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본 논문에서는 리니언시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다루고자 한다. 특히 대형 보험회사들에 비해 상대적
약자라고 할 수 있는 중소보험회사들이 리니언시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한편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국회에
계류중에 있는데, 만약 이 제도가 폐지된다면 기업들의 리니언시제도의 활용도 소극적으로 돌아설 것으
로 예상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적 대응방안도 함께 다루고자 한다.
Ⅱ. 리니언시제도의 주요 내용
1. 관련 규정

공정거래법 제22조의2 제1항에서는 “부당한 공동행위의 사실을 자진신고 한 자 및 증거제공 등의 방
법으로 조사에 협조한 자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고, 고발을 면제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시정조치, 과징금의 감경 또는 면제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기준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다. 이를 요약하면 아래 표와 같다.
표 1> 리니언시제도 제재 감면조치 내용 요약

<

구분
과징금
시정조치

(조사전 )
자진신고자
면제
면제

1

순위자

(조사후 )
조사협조자
면제
감경 또는 면제

(조사전 )
자진신고자
50% 감경
감경 가능

순위자

2

(조사후 )
조사협조자
50% 감경
감경 가능

그 외에도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하여 과징금 부과 또는 시정조치의 대상이 된 자가 그 부
당한 공동행위 외에 그 자가 관련되어 있는 다른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하여 1순위 자진신고
자 또는 조사협조자일 경우에는 그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하여 다시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
제하고, 시정조치를 감경할 수 있다(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제4호). 그러나 자진신
고자 또는 조사협조자라 할지라도 다른 사업자에게 그 의사에 반하여 해당 부당한 공동행위
에 참여하도록 강요하거나 이를 중단하지 못하도록 강요한 사실이 있는 경우 또는 일정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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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동안 반복적으로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경우에는 시정조치와 과징금의 감면을 하지 아니
한다(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제4호). 또한 2순위 자진신고자 또는 조사협조자가 2
개 사업자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참여하고 그 중의 한 사업자인 경우이거나 1순위 순위 자진
신고자 또는 조사협조자가 자진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한 날부터 2년이 지나서 자진신고하
거나 조사에 협조한 사업자인 경우에도 과징금 및 시정조치를 감경하지 아니한다(공정거래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제5호).
한편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각 호의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신청인이 제출한 증거를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당해 공동행위에 참여한 사업자들 간에 작성된 합의서, 회의록, 내부 보고자
료 등 합의 내용, 성립과정 또는 실행사실을 직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당해 공동행
위에 참여한 사업자 또는 그 임·직원의 확인서, 진술서 등 공동행위를 할 것을 논의하거나 실
행한 사실을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술한 자료 및 관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
적 자료, 관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 자료가 없는 경우라도 진술서 등 신청사실을 충
분히 인정할 수 있는 자료 중 한 가지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제4조 제1항, 이하
‘감면제도 운영고시’라고 함).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각 호의 요건 중 ‘조사가 끝날
때까지’라 함은 ‘위원회 심의가 끝날 때까지’를 의미하며, ‘성실하게 협조’하였는지 여부는 자
진신고자 등이 알고 있는 당해 공동행위와 관련된 사실을 지체없이 모두 진술하였는지 여
부, 당해 공동행위와 관련하여 자진신고자 등이 보유하고 있거나 수집할 수 있는 모든 자료
를 신속하게 제출하였는지 여부, 사실 확인에 필요한 위원회의 요구에 신속하게 답변하고 협
조하였는지 여부, 임직원(가능하다면 전직 임직원 포함)이 위원회의 조사, 심의(심판정 출석
포함) 등에서 지속적이고 진실하게 협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는지 여부, 공동행위와
관련된 증거와 정보를 파기, 조작, 훼손, 은폐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한다(감면제도 운영고시 제5조 제1항).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5호 후단에서 규정
한 일정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법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경우라 함은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납부
명령을 받은 자가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납부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당해 시정
조치에 위반되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경우를 말한다(감면제도 운영고시 제6조의 3). 공정거
래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는 당해 공동행위(당해 공동행위
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각각의 공동행위를 모두 말한다)에 대하여도 다시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하고, 시정조치를 감경할 수 있다(감면제도 운영고시 제1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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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절차

가. 신청

리니언시제도의 운영절차는 감면제도 운영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다. 대략적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시정조치나 과징금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증거서류와 함께 감면신
청서를 위원회 카르텔총괄과에 방문하거나 전자우편 또는 팩스를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증거자료를 수집하는데 등에 있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거나 기타 신청서와 함께 증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증거서류 일부를 생략하여 신청서를 제
출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은 그 보정에 필요한 기한을 명시하여야 한다. 보정 기한은 15
일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심사관은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여 연기를 요청할
경우에는 최대 60일의 이내에서 추가 보정기간을 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사관이 관
련 증거자료의 수집 및 진술 확보를 위하여 보정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60
일의 범위를 초과하여 자료보정기한을 부여할 수 있다. 서면에 의한 정식신청 또는 간이신청의
경우에 있어 신청인이 위원회에 서면신청을 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다면 구두로도(단 전화는 제
외) 감면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공무원은 구술에 의하여 질문하고 그 답변을 녹음 또는
녹화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조사공무원 등은 즉시 신청서 부본에 접수된 일시와 접수된 순위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구두 감면신청을 제출받은 조사공무원 등
은 별도의 서면에 접수된 공동행위의 개요와 접수일시, 순위를 기재한 서면을 작성하고 서명·날
인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나. 감면여부 결정

감면제도 운영고시에서 감면여부 결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대략적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심사관 등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
우 위원회는 심사보고서에 자진신고자 등을 가명으로 기재하고, 이에 첨부되는 관련 증거자
료에도 신청인의 정보가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중요 부분을 삭제하거나 음영처리 기타 이
와 유사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위 심사보고서를 기초로 감면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에서 심의·의결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심결과정에서도 자진신고자 등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
도록 필요한 조치할 취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재를 감면받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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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 검찰에 고발하지 않는 다. 다만, 당해 공동행위가 공정거래법 제71조(고발) 제2항에
해당하거나 동 제3항에 의하여 검찰총장이 위원회에 고발 요청을 한 경우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리니언시제도와 관련하여 많은 판례가 축적되어 있다. 대표적인 판례를 소개한다. 첫
째, 조사협조와 관련하여 어느 정도까지 협조가 이루어져야 제재감면 대상이 되는지에 대하
여 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한 후 조사에 협조한 자로서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증거를 단독으로 제공한 최초의 자가 조사협조자 감면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지 못하였거나 부당한 공
동행위임을 증명하는 데 필요 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조사에 협조하여야
하고,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된 사실을 모두 진술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등 조사가 끝
날 때까지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한다...중간생략... ① 피고가 현장조사를 실시한 이후 이 사
건 합의를 증명할 만한 충분한 증거를 확보한 상태에서 원고가 비자발적으로 조사에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주식회사 E에 대한 사업활동 방해 합의에 대해서는 적극적으
로 진술하지 않다가 2014. 6. 26.경에 이르러 2005년 합의서 초안에 기재된 제3자가 위 회
사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뒤늦게 시인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가 공동행위와 관련된
사실을 모두 진술하고 관련 증거를 제출하는 등 조사가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협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둘째, 여러 사업자가 공동으로 자진신고를 하였을 경우에 다 같이 1순위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제1항,
제3항의 위임을 받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1호 (가)
목 및 제3호 (가)목에 의하면, 자진신고에 따른 감면을 받는 자는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
증하는 데 필요한 증거를 단독으로 제공한 최초의 자와 두 번째의 자임을 원칙으로 하되, 다
만 공동행위에 참여한 2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증거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이들이 ‘실질
적 지배관계’에 있는 계열회사이면 필요한 증거를 단독으로 제공한 것으로 보게 되어 있다.
그 규정의 취지는, 부당공동행위에 대한 자진신고는 단독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그로 인
한 감면혜택도 단독으로 받게 하되, 둘 이상의 사업자가 한 공동신고를 단독으로 한 신고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해 줄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자진신고의 혜택 역시 같은 순위로 받도록
하는 데에 있다.”고 판시하여 이를 긍정한다.
*

**

***

공정거래법 제71조(고발)
① 제66조(罰則) 및 제67조(罰則)의 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 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7두30788 판결.
*** 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2두13962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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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증거자료와 관련하여 기술(記述)자료와 추가자료를 제출한 경우, 추가자료가 기술자
료에서 육하원칙에 따라 이미 제시된 내용을 확인하거나 보강하는 데 지나지 않는다는 이유
만으로 추가자료가 증거로서의 적격성이 배제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구 독점규
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1항에 정한 ‘필요한 증거’로 당해 공동행위에
참여한 임ㆍ직원의 확인서, 진술서 등 공동행위를 할 것을 논의하거나 실행한 사실을 육하원
칙(六何原則)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술(記述)한 자료와 기술자료에 기술된 사업자들 간의 의
사연락 및 회합, 합의의 내용 및 실행에 관한 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물건, 전산자
료, 통신자료 등(이하 ‘추가자료’)을 제출한 경우 그 추가자료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증명하
는 협약서 등 물증이 아니라 관련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증거일 뿐이어서 결국 기
술자료에서 육하원칙에 따라 이미 제시된 내용을 확인하거나 보강하는 데 지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당연히 위 추가자료의 적격성이 배제된다고 할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여 추가자료의 증거 적격성을 인정하고 있다.
*

3. 현황

가. 리니언시에 의한 사건처리 실적

우리나라에서 리니언시제도를 통하여 적발한 카르텔 사건은 2005년 이전에는 1년에 평균 1건 정도였
으나, 지속적인 제도개선 결과에 힘입어 2005년 이후부터는 적발 건수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그
결과 2015년 48건, 2016년 27건, 2017년 42건, 2018년 42건에 이른다. 또한 1999년부터 2018년까
지 카르텔과 관련하여 과징금이 부과된 사건은 총 557건인데, 이 중 리니언시를 활용해서 적발된 사건은
총 335건으로서 60.1%를 차지하고 있고, 특히, 리니언시제도의 활용이 급증하기 시작한 2005년부터
2017년까지 카르텔에 대하여 과징금이 부과된 사건은 총 462건인데, 이 중 리니언시를 활용하여 적발한
사건은 297건으로서 64.2%에 달한다.
**

***

나. 감면받은 과징금

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4년간 담합 과징금 부과 건수는 총 213건으로 그 중 77%
에 해당하는 165건에서 리니언시가 적용되었다. 기업 간 담합에 의한 총 과징금액은 2014
2014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두8724 판결.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백서』, 2019, 293면.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백서』, 2018, 193면. 2018년도의 경우 과징금 부과건수는 총 94건으로, 이 중
리니언시를 통해 적발된 건수는 총 41건(44%)에 달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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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1조 1,259억원, 2015년 6,263억원, 2016년 8,819억원, 2017년 3,615억원 등 매년 수천
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되었는데, 이 중 리니언시로 과징금을 감면받은 금액은 2014년 3,565
억원, 2015년 1,213억원, 2016년 1,259억원, 2017년에는 1,310억원에 달한다. 최근 4년간
전체 부과 과징금은 총 29,956억원이고, 이 중 리니언시 감면액은 총 7,347억원으로 감면비
율은 24.5%에 달한다.
*

표2> 리니언시제도 과징금 감면 현황

<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8월
합계

적용건
46
48
29
42
33
198

단위: 건, 억원)

(

리니언시
감면비율
과징금부과건 부과 과징금(A) 리니언시 감면액(B) (B/A×100)
44
48
27
41
29
189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11,259
6,263
8,819
3,615
887
30,843

3,565
1,213
1,259
1,310
223
7,570

31.7%
19.4%
14.3%
36.2%
25.1%
-

최근 4년간 리니언시에 의한 과징금 감면액은 총 7,347억원으로 이 중 과징금 전액이 면
제되는 1순위 감면액은 6,199억원으로 전체 과징금 면제액 중에서 84%를 차지한다.
<

구분
년
년
년
년
합계

2014
2015
2016
2017
*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표3> 1, 2순위 과징금 감면 현황

총감면액
3,565
1,213
1,259
1,310
7,347

순위 감면액

1
3,051(86%)
1,039(86%)
1,087(86%)
1,022(78%)
6,199(84%)

단위: 건, 억원)

(

순위 감면액

2

514
174
172
288
1,148

다. 보험회사 리니언시 적용 사건

보험회사 담합사건 중에서 리니언시가 적용되어 기업들이 제재 감면조치를 받은 대표적인 사례로는
다음과 같은 사건들이 있다. 첫째, 2011년 생명보험회사들의 보험이율 담합사건이다. 이 사건에서 교보
생명은 1순위 신고로 100%, 삼성생명은 2순위 신고와 추가 제보로 70%를 감경받았다. 그리고 한화생명
은 ‘조사 적극 협력’(30%), ‘사건심사 착수보고 전 자진시정’(20%) 조항으로 50% 감면받고, ‘공적자금
*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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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은 상반기 자료만 확보하여 통계에서 제외하였다.

조 억원 미상환 상태’가 고려돼 여기에서 20%가 더 감액됐다. 그런데 이 사건과 관련하여 보험회
사들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대법원은 16개 생
명보험회사 사이에 가격 담합에 의한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아 공정거래위원
회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둘째, 2013년 생명보험회사들의 변액보험 최저사망보험금보증수
수료율 담합사건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변액보험상품에 부과되는 최저사망보험금보증수수료율 등을 담
합한 혐의로 삼성생명 등 9개 생명보험사들에 대해 약 20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 가운데 삼성생
명보험(주), 한화생명보험(주), 교보생명보험(주), 신한생명보험(주), 메트라이프생명보험(주) 등 5개사
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과징금 액수는 삼성생명 등 소위 생명보험업계 ‘빅3’가 전체 92%를 차지했
다. 그러나 삼성생명보험(주), 한화생명보험(주), 교보생명보험(주)가 리니언시를 이용해 공정거래위원회
의 과징금 부과를 감면받고 검찰 고발 조치를 면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과 관련하여 과징금을 부과받
은 보험회사들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서울고
등법원은 “보험회사가 작업반, 실무과장회의, 상품담당부서장회의 등에서 행한 변액연금보험 보증수수료
에 대한 정보교환과 의사연락을 가격 결정을 위한 합의로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 따라서 보험
사들이 최저사망보증수수료율(GMDB) 및 최저연금보증수수료율(GMAB), 특별계정운용 수수료율에 관해
합의한 사실이 없고, 설령 합의를 했더라도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
결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판결에 불복하여 상
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였다.
2 2000

*

**

***

****

*****

4. 주요국의 현황
가. EC
1) 개요

유럽연합 내에서 경쟁법(competition rules)을 위반하는 회사에 대한 처벌은 매우 엄격하
다. 유럽연합에서 카르텔의 경우 단일 회사에 부과된 최대 과징금은 8억 9천만 유로 이상이
고, 단일 카르텔에 가담한 모든 회사에게 부과되는 최대 과징금은 13억 유로가 넘는다.
2006년 6월 유럽공동체(European Commission, 이하 ‘EC’라 함)는 경쟁법 위반 사건의 과
한겨레, 「리니언시 한 방으로…‘꿩 먹고 알 먹은’ 삼성생명」, 2013.3.25.자 기사 등 참조.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두4108 판결.
조선비즈, 「삼성 등 '빅3', 변액보험 담합 리니언시?…'감면받고 모면하나'」, 2013.3.21.자 기사 등 참조.
서울고등법원 2014. 10. 31. 선고 2013누11804 판결.
대법원 2015.3.12. 선고 2014두45796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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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금부과에 관한 지침(Guidelines for setting fines in competition cases)을 개정했다. 이러
한 개정된 지침에 따라 카르텔에 대한 과징금이 이전보다 현저히 높아질 수도 있게 되었
다. 그러나 불법 카르텔에 가담한 회사는 과징금을 피하거나 줄일 수 있는 기회가 제한적
인데, EC는 카르텔에 가담한 회사가 가담 사실과 관련 증거를 EC에 처음으로 제공할 경우
과징금을 전액 면제받을 수 있는 리니언시 정책(leniency policy)을 운영하고 있다.
리니언시를 통해서 과징금 감면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카르텔에 가담한 회사가 직접 또
는 법률 고문을 통해 EC에 통보할 수 있는데, 리니언시 신청은 EC의 eLeniency 온라인 도
구(eleniency.ec.europa.eu) 또는 이메일(comp-leniency@ec.europa.eu)의 두 채널을 통해
가능하다.
*

**

***

2) 리니언시 유형

리니언시에 의한 과징금 면책은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는데, Type 1A는 신청 기업이
해당 카르텔에 대한 표적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증거를 제공한 최초 신고자로 판단될 경
우, 면책신청 시점에서 규제기관이 조사 착수 또는 영장발급 요건을 충족할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 규정된 면책신청 요건이 충족된 경우를 모두 충족할 경우에 적용되는 유형이다.
Type 1B는 규제기관이 조사를 진행하기 이전 또는 조사 결정/영장 신청을 하기 위한 충분
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시점에서 이미 조건부 면책을 부여받은 신청자가 없을 경우, 해당
규제기관은 면책신청자에게 해당 면책신청자가 위법 카르텔 관련 혐의 적발을 위한 최초의
증거 제공자일 경우, 증거제공 시점에서, 규제기관이 위법 카르텔 관련 혐의를 적발할 충분
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 기타 면책제도 관련 요건을 충족시킨 경우에는 과징금 면책
특혜를 부여한다.
그 외에도 과징금 면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카르텔 가담회사(Companies which do not
qualify for immunity)는 ‘중요한 부가가치(significant added value)’가 있는 증거를 제공하
고 카르텔을 종료한 경우 과징금을 감면받을 수도 있다. 이 경우 중요한 부가가치가 있는
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위반을 증명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였는지 여부(reinforces its
ability to prove the infringement)에 의해서 EC가 판단한다.
그러나 EU 집행위원회의 정
****

*****

최종검색
이하
라고 함
면책조건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2006
EC leniency notice, para. 9~13 참조.
*** https://ec.europa.eu/competition/cartels/leniency/leniency.html(2019.10.26. 최종검색).
* https://ec.europa.eu/competition/cartels/leniency/leniency.html(2019.10.26.
).
** Commission Notice on Immunity from fines and reduction of fines in cartel cases
(2006/C 298/11)(
‘2006 EC leniency notice’
), para. 8.

**** 2006 EC leniency notice, para. 23.
***** 2006 EC leniency notice, para. 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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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에 따르면 카르텔의 존재를 부가가치가 있는 중요한 증거는 카르텔의 존재를 확증하는 수
준의 증거를 의미하는데, 카르텔 회원들은 자신들의 카르텔 행위에 대한 모든 증거를 감추기
위해 갖은 수단을 동원하기 때문에 자진신고자가 제출한 증거가 부가가치가 있는 중요한 증
거가 되기에는 매우 불충분한 경우가 많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첫 번째 회사는
과징금의 30 ~ 50% 감면, 두 번째 회사는 과징금의 20 ~ 30% 및 후속 회사는 과징금의
최대 20%를 감면받는다.
*

**

3) 신청 요건

리니언시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신청자는 아래에 명시된 요건들을 충족
하여야 한다. 첫째, 리니언시 신청자는 자진신고 즉시 해당 카르텔에서 탈퇴하여야 한다. 단,
해당 카르텔에 대한 규제기관의 조사 진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카르텔 탈퇴를
유보할 수 있다. 둘째, 해당 카르텔에 대한 조사가 종결될 때까지 신청자는 아래에 제시한
사항들에 대하여 규제기관에 충실하고 지속적인 협력을 제공하여야 한다.
a) 해당 신청자는 해당 카르텔과 관련하여 이미 확보한 증거 또는 확보 가능한 모든 증거를
즉시 규제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b) 해당 카르텔 수사와 관련하여 규제기관의 협조 요구가 있을 경우 신속하게 응해야 한다.
현직 및 가능한 경우에 한해 전직 고용인, 부서장과의 면담을 주선하여야 한다.
d) 해당 카르텔 관련 정보 또는 증거를 고의로 파기, 조작 또는 은폐하지 말아야 한다.
e) 해당 규제기관이 카르텔 관련자들에게 반대성명을 통보하기 전까지는 면책 신청 사실 및
관련 내용을 발설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면책 제도 신청을 하기 전에 리니언시 요건에 부합
하는 증거의 파기하는 행위, 리니언시 신청의 내용 또는 사실에 대해 유럽 공동체 소속 규제
기관 또는 기타 규제기관들을 제외한 기관 또는 개인을 대상으로 직접 또는 간접적 발설하
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c)

4) Marker program

는 2006년 「Leniency notice」를 개정하면서 Marker program을 도입하여 리니언시
신청인으로 하여금 자신이 카르텔 위반으로 과징금을 어느 정도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EC

* UNCTAD,“Competition Guidelines: Leniency Programmes”, United Nations Publication, June 2016, p. 15.
** 2006 EC leniency notice, para.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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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해 볼 수 있게 하였다. Marker program은 사업자가 내부검토를 하여 리니언시를 할 경
우 신청에 필요한 조건을 준비하거나 충족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동안 리니언시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보장해 주는 제도이다. 즉 과징금 면제를 신청하려는 사업자는 EC 경쟁사
무국장(Commission's Directorate General for Competition)에게 연락하여 마커를 신청할
수 있다. EC는 사업자가 필요한 정보와 증거를 수집할 수 있도록 사례별로 지정된 기간
동안 면제 신청자의 지위를 보호하는 마커를 부여할 수 있고, 이 경우 신청자가 EC가 정한
기간 내에 정보와 증거를 제공하면 마커가 부여된 날짜에 제출된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Marker program은 리니언시를 하려고 하는 사업자가 초기에 신청하기 어려운 장벽을 줄이
고, 당사자들에게 자신의 리니언시 지위에(first-in, second-in, etc.) 대한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공함으로써 리니언시 경쟁을 촉진하는 메커니즘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Marker
program 도입을 통하여 카르텔 가담자들은 위법행위에 대한 자진신고의 동기가 증대되었다
고 볼 수 있다.
*

**

***

****

*****

나. 미국
1) 개요

미국에서 리니언시제도(Leniency Program)은 독점금지부(Antitrust Division)의 카르텔
집행 체제의 초석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가 1978년 처음으
로 리니언시제도를 도입한 이후로 전 세계에서 많은 국가들이 효과적인 반독점행위 증거수
집 수단을 위해서 동 제도를 받아들이고 있다. 미국에서 리니언시제도는 1993년에 개편되었
고, 그 후 리니언시제도는 위법한 카르텔을 탐지하고 카르텔 참가자들의 유죄를 확보하기 위
한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되었다.
리니언시제도는 범죄자들에 의한 자진신고에 대한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이는 카
*

* ICN(International Competition Network), Anti-Cartel Enforcment Manual, Chapter 2 Drafting and
implementing an effective leniency policy, 2014, p. 8.
** 2006 EC leniency notice, para. 14.
*** 2006 EC leniency notice, para. 15.
**** OECD, “Competition and the use of markers in leniency programmes”, December 2014.
(http://www.oecd.org/daf/competition/markers-in-leniency-programmes.htm)
*****
, 「
(EC)

이호선 유럽공통체 카르텔 자진신고자에 대한 과징금 감면정책과 그 시사점」, 『규제연구』 제18
권 제1호, 한국규제학회, 2009.6., p. 49 ; OECD, “Use of Markers in Leniency Programmes”,

DAF/COMP/WP3(2014)9, p. 5.
* U.S. DOJ, “FAQs Regarding the Antitrust Division Leniency Program and Model Leniency Letters”,
November 19,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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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텔 음모에 상당한 불안정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부의 회계검사원(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2011년 보고서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10년까지 미국정부는 카르
텔 관련 총 173건의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 중에서 75%에 해당하는 129건이 리니언시에
의해서 발각된 사건이었다. 미국의 독점금지부는 실제로 카르텔 위반 사항을 규명하기 위
해 리니언시 프로그램에 크게 의존하고 있고, 이는 가장 성공적이고 지속적인 카르텔이 적발
프로그램으로 인식되고 있다. 성공적인 리니언시제도의 영향으로 50개 이상의 관할지역에
서 이와 유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독점금지부는 카르텔 사건에서 한 당사자에게만
리니언시에 의한 면책을 부여한다. 리니언시 신청자는 면책을 인정받기 위해 카르텔 위반 사
실을 인정해야하며 카르텔을 끝내기 위해 신속히 행동하여야 하고, 독점금지부와의 완전한
협력을 유지하여야 한다.
*

**

2) 리니언시 유형

미국에서 리니언시에 대한 규제는 개인과 기업으로 구분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기업의 경
우만 소개한다. 「기업 리니언시 지침」(The Corporate Leniency Policy)에서는 리니언시를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 Type A 리니언시는 독점금지부서가 다른 출처로부터 정보를
받지 못한 경우, 즉 카르텔 조사 착수하기 이전에만 사용할 수 있다. Type A에 비해서 혜택
이 크지 않은 Type B 리니언시는 독점금지부가 조사를 시작한 후에도 이용할 수 있다. 먼
저 Type A 리니언시의 적용요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회사가 위법적인 카르텔을 할 때,
독점금지부는 다른 출처로부터 활동에 대한 정보를 받지 못했을 것이어야 하고, 둘째, 위법
적인 카르텔 활동이 발견되면 회사는 활동에 대한 참여를 종료하기 위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고, 셋째, 회사는 정직과 완전성으로 잘못을 보고하고, 조사 전반에 걸쳐 완벽하
고 지속적이며 완벽하게 독점금지부와 협력하여야 하고, 넷째, 그릇된 행위의 고백은 개별
경영진이나 공무원의 고립된 고백과는 대조적으로 진정으로 기업의 행위일 것이어야 하고,
***

* John Buretta and John Terzaken, “The Cartels and Leniency Review-Chapter 29”, Seventh edition
Law Business Research, January 2019, p. 339 ; United States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Report
to Congressional Committees,“Stakeholder Views on Impact of 2004 Antitrust Reform are Mixed, but
Support Whistleblower Protection”(July 2011).
1999
2012

또 다른 연구결과에 의하면 년부터 년까지 미 법
무부와 독점 금지 부서가 기소한 모든 상거래(commerce) 카르텔 사건 중에서 리니언시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90% 이상을 차지했다(Werden, G. J., Hammond, S. D., and Barnett, B. A., “Recidivism

Eliminated: Cartel Enforcement in the United States since 1999, before the Georgetown Global Antitrust

Enforcement Symposium”, Washington, D.C., 22 September 2011, p. 4).
** Rosa Abrantes-Metz and Patrick Bajari, “Screens for Conspiracies and Their Multiple Applications”,
Vol. 24 Antitrust 66 (Fall 2009).
*** US Department of Justice, Corporate Leniency Policy(10 Aug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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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가능한 경우, 회사는 당사자에게 손해 배상을 하여야 하고, 여섯째, 회사는 다른 당
사자가 활동에 참여하도록 강요하지 않았으며, 활동의 리더 또는 활동의 주체가 아니어야 한
다. 만약 회사가 Type A의 면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반에 관여하고 독점금지부의 조사
에 협조하는 법인의 모든 이사, 임원 및 직원은 또한 제재를 면제받는다. Type B 리니언시
의 적용요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회사는 카르텔 활동과 관련하여 가장 먼저 중지하고 리
니언시 자격을 부여받아야 하고, 둘째, 회사가 신고를 할 당시에 독점금지부는 회사에 대해
지속 가능한 의심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아야 하고, 셋째, 활동의
발견에 따라 회사는 활동의 일부를 종료하기 위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넷째, 회사는 정직과 완전성으로 잘못을 보고하고, 조사 진행에 있어 완벽하고 지속적이며
완벽하게 독점금지부와 협력하여야 하고, 다섯째, 위법 카르텔의 고지는 개별 임원이나 공무
원의 고립된 고백과는 대조적으로 진정으로 기업의 행위여야 하고, 여섯째, 가능한 경우 회
사는 피해 당사자에게 손해 배상을 하여야 하고, 일곱째, 독점금지부는 활동의 본질, 활동에
서 자진신고 하는 회사의 역할 및 회사가 앞으로 면책될 때를 고려할 때 리니언시를 부여하
는 것이 다른 사업자들과 비교할 때 불공정하지 않다고 판단하여야 한다. 회사가 Type B
리니언시를 신청할 자격이 있는 경우 독점금지부 정책에 따라 회사의 이사, 임원 및 직원은
형사 기소에 대한 면제 대상으로 간주된다. 실제로 독점금지부는 일반적으로 Type A 신청
인의 직원과 동일한 방식으로 Type B 신청인의 자격을 갖춘 직원에게 기소면제를 제공하고
있다.
*

**

3) Leniency Plus Program

미국에서는 리니언시제도 외에도 리니언시 플러스제도(Leniency Plus Program)를 운영하
고 있다. 리니언시 플러스제도는 이미 독점금지부로부터 카르텔 혐의로 인하여 조사받는 첫
번째 사건에 대해서는 리니언시를 주장 할 수 없지만 자체 내부 조사 과정에서 다른 두 번
째 카르텔 혐의에 대한 증거를 발견한 회사에 제재 면책이 제공되는 제도이다. 리니언시 플
러스제도 하에서 해당 회사는 B 음모에 대한 제재 감면을 받을 자격이 있을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A 음모에 대하여 독점금지부서로부터 추가 적인 감면을 받을 수도 있다.
제재 감면의 정도는 증거의 중요성, 새로운 조사에서 보고된 위반사건의 잠재적 중요성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서 결정된다.
***

* US Department of Justice, Corporate Leniency Policy(10 Aug 1993).
** Scott D Hammond and Belinda A Barnett, ‘Frequently Asked Questions Regarding the Antitrust
Division’s Leniency Program and Model Leniency Letters’, 19 November 2008, Question 23.
*** John Buretta and John Terzaken, supra note, p. 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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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Penalty Plus System

그 외에도 미국에서는 제재가중제도(Penalty Plus System)는 독점금지부가 나중에 두 번
째 시장에서 음모에 대해 알게 되고 회사가 두 번째 음모를 발견하지 못했거나 독점금지부
에 알지지 않았을 경우에 해당 회사를 가중해서 처벌하는 제도이다. 리니언시 플러스제도
를 활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최대 80%의 가중된 과징금이 부과 될 수 있다.
미국은 「반독점행위형사처벌강화법」(Antitrust Criminal Penalty Enhancement Act)에
의하여 법인의 경우 1억 달러 이하의 과징금, 개인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달러 이
하의 과징금에 처해지거나 양자가 병과될 수도 있다. 그리고 이러한 형사처벌을 감면해 주는
방편 중 하나로 리니언시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리니언시제도는 형사처벌의
감면에 한정된 것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반독점행위형사처벌강화법을 개정하여 2009년부
터 민사책임을 징벌적 손해(3배 배상)가 아닌 실제손해액으로 한정시킴으로써 리니언시제도
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졌다.
*

**

***

다. 영국
1) 개요

영국의 카르텔 활동에 관한 두 가지 주요 입법은 「경쟁법 1998」(the United Kingdom
are the Competition Act 1998) 및 「기업법 2002」(the Enterprise Act 2002)인데, 두
법 모두 「2013 기업 및 규제 개혁법」(Enterprise and Regulatory Reform Act 2013)에
의해 개정되었다. 또한, 규정 (EC) No. 1/20032는 영국 경쟁당국과 법원이 EC 회원국 간의
무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카르텔 행위와 관련하여 「유럽연합기능조약」(the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이하 ‘TFEU’라 함) 제101조를 적용하고 시행할
것을 요구한다. 영국에서 카르텔에 대한 주요 집행기관은 경쟁 및 시장 당국 (Competition
****

* John Buretta and John Terzaken, supra note, p. 343.
** Scott D Hammond, 'When Calculating The Costs And Benefits Of Applying For Corporate Amnesty, How
Do You Put A Price Tag On An Individual's Freedom?', speech at Fifteenth Annual National Institute
on
White
Collar
Crime,
available
at
https://www.justice.gov/atr/speech/when-calculating-costs-and-benefits
-applying-corporate-amnesty-how-do-you-put-price-tag.
***
, 「
」, 『
』
38
1 ,
, 2014, p. 279.
**** Philippe Chappatte and Paul Walter, “The Cartels and Leniency Review-Chapter 28”, Seventh edition

이정민 카르텔 억제를 위한 리니언시제도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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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함)이다. CMA의 가이드라인은 가격 조작(price
fixing) 또는 시장공유(market-sharing) 협정 및 기타 카르텔 활동은 TFEU 제101조와 가
이드라인 제1장에서 금지하는 내용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침해 중 하나라고 명시하고 있
다.
and Markets Authority,

이하

‘CMA’

*

2) 리니언시 유형과 요건

의 리니언시제도(Leniency Programme)은 대기자 순서와 조사가 이미 시작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자진신고자에게 다양한 유형의 보호를 제공한다. 첫째, Type A 면제(Type A
immunity)가 있다. 이는 사업자가 처음으로 신청하고 그러한 활동에 대한 기존 민사 또는
형사 조사가 없는 경우에 적용하는 프로그램이다. A형은 사업자에 대한 민사 과징금으로부
터의 자동면책을 제공하며, CMA와 협력하는 모든 현재 및 전직 직원 및 이사에 대한 형사
면책을 제공한다. 둘째, Type B 면제(Type B immunity)는 첫 번째로 신청한 사업자에게
적용되지만 해당 활동에 대한 기존 민사 또는 형사 조사가 이미 있는 경우에 이용이 가능한
프로그램이다. 이 경우 CMA는 CMA와 협력하는 현재 및 전직 직원 및 이사들에게 민사 면
제를 제공할지 여부와 범죄 면제를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재량권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CMA가 카르텔을 입증하기에 충분한 정보가 있는 경우, 다른 사업자가 B형 면책을 부여 받
은 경우, CMA가 이미 성공적인 범죄자를 조사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경우,
CMA가 정보를 수집하는 중에는 Type B 면제는 이용할 수 없다. 셋째, Type B leniency는
CMA가 Type B 면제를 사업자에게 부여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도 여전히 경쟁법에 의
해 부과된 재정적 페널티를 감면받을 수 있다. 타입 B Leniency에 따라 부여될 수 있는 감
면수준에는 제한이 없다. 넷째, Type C Leniency는 CMA에서 위법 카르텔에 대한 활동의
증거를 처음으로 입수하기 전에 이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이용할 수 있다(이러한 증거가 진
정으로 조사를 진행하는 경우). 이 경우 해당 사업자는 경쟁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징금의 최
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또한 이 경우 CMA는 재량에 따라 특정 개인에 대한 형사기
소에 대한 면제를 부여할 수도 있다. 위 4가지 유형에 있어 개별적으로 적용되는 조건 외
에도 사업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요건이 있는데 다음과 같다. 첫째, 법률 위반으로 카
르텔 활동에 참여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둘째, 카르텔 활동에 관한 모든 정보, 문서 및
CMA

**

***

****

Law Business Research, January 2019, p. 314.
* Office of Fair Trading(OFT) guidance as to the appropriate amount of a penalty, September
2012(adopted by the CMA).
** OFT publication, ‘Applications for leniency and no-action in cartel cases’, July 2013 (adopted by the
CMA) ; Philippe Chappatte and Paul Walter, supra note, p. 317~318.
*** CMA Cartel Offence Prosecution Guidance, March 2014.
****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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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를 CMA에 제공하여야 하고, 셋째, 조사 기간 동안 그리고 조사 결과 발생하는 CMA의
조치가 끝날 때까지 지속적이고 완전한 협력을 유지하여야 하고, 넷째, 카르텔 활동의 공개
시점부터 CMA에 카르텔 활동에 대한 추가 참여를 자제하고, 다섯째, 카르텔 활동에 참여하
기 위해 다른 사업을 강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야 한다.
라. 일본
1) 개요

일본에서 카르텔은 독점금지법의 주요 집행기관인 일본공정교역위원회(Japan Fair Trade
Commission, 이하 ‘JFTC’라 함)에서 주관하고 있다. JFTC의 강력하고 영향력이 높은 카르
텔 집행을 유지하는 정책은 공개적으로 반복되었으며 매년 약 10건의 카르텔 사건이 단속된
다. 일본에서 카르텔에 대한 가장 중요한 제재는 과징금(administrative surcharge)을 부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2005년 과징금에 대한 리니언시제도(Leniency
Programme)가 도입되면서 일본의 카르텔 환경이 크게 바뀌었다. 일본에서는 2017년까지
1,165건의 카르텔 자진신고가 있었으며(2017년의 경우에는 103건), 최근 발생한 카르텔 사
건은 일반적으로 리니언시제도에 의해 발생했다. 이와 같이 일본에서의 카르텔 사건은 리
니언시제도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빈번한 일이 되었다.
*

**

2) 리니언시제도의 내용

일본의 리니언시제도는 신청 순서에 따라 과징금으로부터 면제된다. 일본의 리니언시제도
하에서 유럽 연합과 달리 JFTC는 면제 조건을 적용하고 조정하기 위한 광범위한 재량을 갖
지 않는다. 일본 리니언시제도의 특징으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정 수의 적격 지원자(최
대 5개 회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둘째, 순서에 따라 고정된 과징금 면책비율을 적용하고 있
는데, 1순위 신고자는 100% 면책, 2순위 신고자는 50% 감액, 3순위 신고자는 30% 감액,
조사개시 이후에 협조한 자에게는 30% 감액을 각각 적용한다. 셋째, 첫 번째 지원자뿐만 아
니라 모든 자진신고자에 대하여 마커 시스템을 적용한다. 넷째, 사업자는 실질적으로 부가가
치가 있는 증거를 제공할 실익이 없다.
***

* Hideto Ishida and Yuhki Tanaka1, “The Cartels and Leniency Review-Chapter 15”, Seventh edition
Law Business Research, January 2019, p. 159.
** Hideto Ishida and Yuhki Tanaka1, supra note, p. 159.
*** Hideto Ishida and Yuhki Tanaka1, supra note, p.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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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일본에서 리니언시제도가 처음 도입되었을 때, 그룹 신청자인 경우에도 다른 개인신
청자와 마찬가지로 개별적으로 신청서를 제출해야했다. 이는 여러 다국적 그룹회사가 동일한
카르텔 또는 카르텔에 참여한 국제 카르텔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었다. 이것은 그룹회사가
개별 회사로 리니언시 제도를 활용해야 했기 때문에 잠재적으로 한 회사가 완전면책을 받는
반면 다른 회사는 일부 감면을 받거나 전혀 감면을 받지 못함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제도는 큰 비판을 받았고, 이로 인해 특정 그룹회사의 경우 단일집단으로 공동신청을 할 수
있도록 2009년에 리니언시제도가 개정되었다. 따라서 개정된 단일 공동 리니언시제도를 사
용할 경우 신청자로 명명된 모든 그룹회사에 동일한 면책효과가 부여될 수 있게 되었다.
일본은 「독점금지법」(Antimonopoly Act)에 의거하여 리니언시제도의 면책효과는 과징
금으로만 한정되며, 그 밖에 형사 또는 민사제재에는 적용되지 않다. 그러나 JFTC의 정책성
명서(JFTC’s policy statement)에 따르면, 직원들이 JFTC의 조사에 협조하는 한, JFTC의
조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자진신고 한 첫 번째 신청자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을 하지 않는 것
이 관행이다. 일본 법무성은 국회에서 형사고발을 하지 않는다는 JFTC의 진술을 존중하겠다
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으므로 실제로는 JFTC에 첫 번째 자진신고 한 자와 그 직원도 사실상
형사처벌로부터 면제된다는 의미이다.
*

**

Ⅲ. 리니언시제도의 합리적 운용 방안
1. 담합 주도자에 대한 제재

현행 우리나라 리니언시제도에서 가장 큰 논란이 되는 내용은 카르텔을 주도한 사업자가
리니언시제도를 악용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시정조치 및 형사고발의 제재를 감
면받는 것이 다른 사업자와의 관계에서 형평성에 맞지 않거나 국민 일반의 법감정에 어긋난
다는 것이다. 2005년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되기 전에는 위법한 카르텔을 강요하거나 주
도한 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동 법이 개정되면서 삭제되었다. 그리고 2007년 공
정거래법 개정에 의해 강요의 경우 다시 리니언시 감면제도의 적용이 제외되는 것으로 변경
되었다. 따라서 현행 법령에 의하면 부당공동행위를 주도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리니언시 감
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감면제도 운영고시 제6조의 2에서는 “다른 사업자에게 그 의사
에 반하여 당해 부당한 공동행위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또는 이를 중단하지 못하도록
***

* Hideto Ishida and Yuhki Tanaka1, supra note, p. 163.
** Hideto Ishida and Yuhki Tanaka1, supra note, p. 165.
***
,
, 284
;
, 「

이정민 앞의 논문 면 황태희 현행 카르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경쟁
법연구』 제16권, 한국경쟁법학회, 2007, p. 81~82 ; 이건탁, 앞의 논문, p.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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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하여 폭행 또는 협박 등을 가하였는지 여부”와 “다른 사업자에게 그 의사에 반하여
당해 부당한 공동행위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또는 이를 중단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당해 시장에서 정상적인 사업활동이 곤란할 정도의 압력 또는 제재 등을 가하였는지 여부”
에 의해서 강요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진신고자가 다른 사업자에
게 그 의사에 반하여 당해 부당한 공동행위에 참여하도록 강요하거나 이를 중단하지 못하
도록 강요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자진신고자 지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감면고시
제12조 제2항).
그러나 현행 감면제도 운영고시에서 카르텔을 강요한 자만을 감면대상에서 제외하고 이를
주도한 자를 제외시키지 않은 것은 문제가 많다. 이에 대해서는 자진신고 제도의 공정성 유
지를 위해 자진신고의 정당성을 확보를 위해 담합을 주도한 사업자를 제외한 것에 대하여
일응 긍정적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공정거래법상 카르텔 주도자에 대하여 제재 감면을 허
용한 것은 주도자를 판단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고, 제도 운영이 불투명해지기 때문에 위법
카르텔 참가자들이 리니언시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
이다. 또한 리니언시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카르텔의 적발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위법한 카르텔이 활발해져 많은 비효율을 초래한다는 이유도 있다.
그러나 담합 주도자에 대해서 제재를 감면하는 것은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하지 않고, 현실
적으로 보았을 때 담합 주도자가 위법성이 더 크고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훨씬 많음에도 불
구하고 처벌을 면제하는 것은 위법 카르텔을 행한 기업들 간에 형평성에 있어 많은 문제를
발생시키게 된다. 또한 시장 지배적 위치에 있는 사업자가 의도적으로 위법한 카르텔을 주도
하고도 리니언시제도를 악용하여 제재책임에서 벗어날 소지가 농후하다. 1순위 신고자에 대
해서만 과징금과 시정조치를 면제해주는 것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강요 내지는 대기업이 주도
하여 인해 비자발적으로 담합에 가담하고 대기업이 1순위로 자진신고를 할 경우에 중소기업은 과징금을
면제받기 어렵다는 것도 지적되고 있다.
한국, EU, 영국, 일본의 경우 담합 주도자에 대해서는 제재 감면을 허용하고 있다. 미국
*

**

***

****

*****

*

홍명수,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에 있어서 적용 제외 사유에 관한 검토」, 『경쟁법연구』 제26권, 한국경
쟁법학회, 2012, p. 60~62; 오영중, 「최근 기업 담합행위의 특성과 억제방안에 관한 연구: 집단소송법
및 징벌손해배상제 도입과 자진신고자감면제도개선 등을 중심으로」, 『인권과 정의』 통권 제426호, 대
한변호사협회, 2012.6., p. 70~71 ; 박세민, 「자진신고 제도의 주요 쟁점과 정책적 시사점」, 『저스티
스』 통권 제166호, 한국법학원, 2018.6., p.312~314.
** 이건탁, 앞의 논문, p. 179.
*** 박세민, 앞의 논문, p. 314.
**** 김영돈,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의 효과성 실증분석」, 『행정논총』 제51권 제3호, 서울대학교 한국행정
연구소, 2013, p. 242.
***** K-BIZ 중소기업중앙회,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중소기업이 활용가능토록 개선되어야 – 중소기업중앙회
제2차 공정경제위원회 회의 개최 -」, 2019.10.7.자 보도자료, p. 1.
* 이정민, 앞의 논문, p. 2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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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제재 감면조건의 한 가지 요건으로 “회사는 다른 당사자가 활동에 참여하도록 강요
하지 않았으며, 활동의 리더 또는 활동의 주체가 아닐 것(the corporation did not coerce
another party to participate in the activity, and clearly was not the leader in, or the

을 조건으로 하여, 담합 주도자에 대해서는 제재 감면을 허용
하지 않는다. 이 밖에 독일 , 캐나다 , 브라질 , 멕시코 , 터키 등도 카르텔의 주도자
(only ringleader)에 대해서는 제재 감면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들 나라에서도 담합
주도자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은 찾아볼 수 없다. 실무상으로도 담합 주도자를 판별해 내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명확한 증거도 없이 임의적으
로 담합 주도자를 판단해 버리는 일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담합 주도자에 대해서 제재 감면
을 제한할 경우에는 많은 혼선이 예상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합 주도자
에 대해서 제재를 감면하는 것은 형평성, 공평과 정의의 관념에 합치되지 않는다. 따라서
담합 주도자에 대해서는 제재 감면을 허용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담합을 주도한 자’가 어떠한 개념이고 그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감면제도
운용고시에서 구체적으로 정의할 필요가 있다.
originator of, the activity)”
**

*

***

****

*****

*

**

***

2. 후순위 신고자에 대한 제재 감면

현행 공정거래법 제22조의 2 제1항 및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에 의하면 리니언시제도를 활
용하여 제재를 감면받을 수 있는 사업자는 1순위 사업자와 2순위 사업자까지만 허용된다. 즉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시작되기 전 최초의 자진신고자는 과징
금, 시정조치를 면제하고 있으며, 제2호에서는 조사시작 후 최초 조사협조자에게 과징금 면제, 시정조치
의 감경 또는 면제를 하고 있고, 제3호에서는 2순위 사업자에게도 과징금 50%감경, 공정거래위원회의
재량으로 시정조치를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3순위 이하의 사업자는 리니언시 감면고
* Wouter PJ Wils, “Efficiency and Justice in European Antitrust Enforcement”, HART PUBLISHING,
2008, p. 114.
** Petra Linsmeier and Matthias Karl, “The Cartels and Leniency Review-Chapter 9”, Seventh edition
Law Business Research, January 2019, p. 96.
*** Alan Gates and Yana Ermak, “The Cartels and Leniency Review-Chapter 6”, Seventh edition Law
Business Research, January 2019, p. 56.
**** Jose Alexandre Buaiz Neto, “The Cartels and Leniency Review-Chapter 5”, Seventh edition Law
Business Research, January 2019, p. 42.
***** Omar Guerrero Rodriguez and Martin Michaus Ferndndez, “The Cartels and Leniency Review-Chapter
17”, Seventh edition Law Business Research, January 2019, p. 191.
* Gonenc Gurkaynak, “The Cartels and Leniency Review-Chapter 27”, Seventh edition Law Business
Research, January 2019, p. 309.
**
,
, p. 285.
***
,
,
, p. 60 ;

이정민 앞의 논문
같은 의견 홍명수 앞의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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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태희, 앞의 논문, 90~91면 ; 이정민, 앞의 논문,

p. 285~288.

시가 아닌 과징금 부과고시에서 과징금의 일부 감경만을 받을 수 있으며 그것도 임의적 감경에 불과하
다. 이와 같이 3순위 신고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여부가 불투명하다면 리니언시 신고나 조사 협조에 대
한 유인동기가 약화되어 3순위 이후 사업자의 정보를 활용할 수 없어 정확한 카르텔 정보 획득에 어려움
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선순위 자에 한정한 감면제도의 운용은 동종 산업계에 많은 폐단을 불러
온다. 앞서 검토한 보험회사 담합사건에서도 1, 2순위로 리니언시를 한 대형 보험회사와 남은 중소형보
험회사 간에 배신과 불신의 감정이 싹트게 되고, 이는 결국 협력과 상생 관계를 무너뜨림으로써 보험산
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
앞서 살펴본 EC의 경우 과징금 면책이 어려운 위법 카르텔에 가담한 회사들은 중요한 부
가가치 증거를 제공한 경우 과징금을 감면받을 수도 있다. 즉 이러한 중요한 부가가치 정보
를 첫 번째 제공한 회사는 과징금의 30 ~ 50%, 두 번째 회사는 과징금의 20 ~ 30% 및
후속 회사는 과징금의 최대 20%를 각각 감면받게 된다. 영국도 Type B leniency 및 Type
C Leniency라는 제도를 두어 CMA가 사업자에게 과징금 면제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
도 증거제공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과징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있다. 일본의 경우에도 최대 5개 회사까지 리니언시를 적용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우리
나라보다 더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는데, Type A 리니언시와 Type B 리니언시제도를 통하
여 원칙적으로 1순위 신고자에 대해서만 제재를 감면해주고 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리니
언시 플러스제도를 운영하여 자진신고 기회를 놓친 사업자가 다른 사건의 카르텔 사건을 1
순위로 추가적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제재를 감면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있다. 우리나
라에서도 추가감면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자진신고 감면고시 제13조 제1항에
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는 당해 공동행위에 대
하여도 다시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하고, 시정조치를 감경할 수 있다.”라고 하여 다른 카
*

**

***

****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하면 부당한 공동행위에 있어 과징금 산
정은 관련 매출액에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과징금을 산정하는데, 세부 기준은
아
래 표와 같다.
중대성의 정도
기준표에 따른 산정점수
부과기준율
2.6 이상
8.5% 이상 10.0% 이하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2 이상 2.6 미만
7.0% 이상 8.5% 미만
1.8 이상 2.2 미만
5.0% 이상 7.0% 미만
중대한 위반행위
1.4 이상 1.8 미만
3.0% 이상 5.0% 미만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1.4 미만
0.5% 이상 3.0% 미만
** 이건탁, 앞의 논문, p. 183.
*** 유럽 국가 중에서 영국도 동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4호에서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하여 과징금 부과 또는 시정조치의
대상이 된 자가 그 부당한 공동행위 외에 그 자가 관련되어 있는 다른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하여 제1호
각 목 또는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하여 다시 과징금을 감경
또
는 면제하고, 시정조치를 감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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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텔행위뿐만 아니라 당해 카르텔에 대해서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임의로 제재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에 의한 제재 감면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임의적으로
정할 수 있다. 현행 임의적 추가감면제도를 의무적 제도로 개편하여 사업자들의 예측가능성
을 높이고 리니언시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후순위 지원자들은 종종 카르텔의 모든 범위의 성공적인 적발을 위해 필수적인 협력을 제
공할 수 있고,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비용 효율적인 방법을 제공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해외 선진국들의 경우와 같이 후순위 사업자들에 대해서도 제재를 감면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중소보험회사들이 리니언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종국적으로는 리니언시제도
를 투명성 있게 운용하고 건전한 방향으로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한편 중소보험회사들의 리니언시 활성화를 위해서 1순위 신고자가 대형 보험회사이고, 2
순위 신고자가 중소보험회사인 경우에는 2순위 신고자에 대해서도 제재를 면제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앞서 검토한 2건의 보험회사 담합 판결에서는
보험회사가 모두 승소하였고, 그 결과 소송에 참여한 중소보험회사들은 담합에 따른 과징금
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이에 반하여 리니언시제도를 통하여 담합을 인정하고, 과징금 일
부를 감면받은 일부 대형 보험회사들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납부한 과징금을 회수하기 어렵다.
이는 자진신고를 하려던 기업들로 하여금 리니언시의 활용을 꺼리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
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관련 소송 결과에 따라 납부한 과징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돌려줄 필요가 있다.
*

**

***

****

자진신고 감면고시 제13조 제2항에서는 당해 공동행위에 대하여 감경 또는 면제할 과징금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정하고 있다.
1. 다른 공동행위의 규모(다른 공동행위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공동행위 규모의 합을 말한다. 이하 같
다.)가 당해 공동행위의 규모(당해 공동행위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당해 공동행위 규모의 합을 말한다. 이하
같다.) 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 20% 범위 내 감경
2. 다른 공동행위의 규모가 당해 공동행위보다 크고 2배 미만인 경우 : 30% 감경
3. 다른 공동행위의 규모가 당해 공동행위의 2배 이상 4배 미만인 경우 : 50% 감경
4. 다른 공동행위의 규모가 당해 공동행위보다 4배 이상인 경우 : 면제
** OECD, “Leniency for Subsequent Applicants”, DAF/COMP(2012)25, p. 5.
*** 주요국들의 리니언시 감면 범위
순위
미국
한국
일본
EU
독일
영국
1순위
100%
100%
100%
100%
100%
50% 이하
2순위
50%
50%
30~50%
50% 이하
50% 이하
3순위
30%
20~30%
50% 이하
50% 이하
4순위
30%
20% 이하
50% 이하
50% 이하
5순위
30%
205 이하
50% 이하
50% 이하
이하 순위
20% 이하
50% 이하
50% 이하
* 출처 : 남재현, 「카르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의 주요 쟁점과 효과분석」, 『응용경제』 제12권 제2
호, 한국응용경제학회, 2010, p. 22.
**** 임영철, 『공정거래법』, 법문사, 2008, p. 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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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속고발권 폐지시 리니언시제도 보완책

전속고발권이란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법 및 표시광고
법 등 6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는 경우에만 검찰이 공소
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1980년도에 공정거래법이 제정될 당시부터 우리나라에
도입되었다. 이러한 전속고발제는 공정거래법 제71조 제1항에 근거한 것으로 공정거래위원
회의 고발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자 등의 법위반행위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고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형사재판절차
가 개시될 수 없으므로, 사업자 등의 법 위반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가 가지는 헌법상
의 소비자기본권과 행복추구권, 평등권, 소비자인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등을 침해하고
있다는 논란이 있어 왔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제도
에 대해서 합헌성을 인정한바 있다.
그 동안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극적인 고발권 행사로 인한 형사 제재 미흡으로 불공정행위
가 근절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현행 전속고발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논
의가 지속되었는데, 이러한 논의는 제20대 국회에 들어와서 더욱 활발하게 논의되었고, 현재
여러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중에 있다.
정부에서도 부당한 공동행위 중에서 중대ㆍ명백한 공동행위(예를 들어 가격담합, 공급제한
담합, 시장분할담합, 입찰담합 등 소위 경성담합행위를 말한다.)에 한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가 전적으로 고발을 하는 것에서 벗어나 검사가 직접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공정거
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을 의결한 사업자간 카르
텔 사건은 대부분 경성담합에 해당하는 사건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정부 개정안과 같이 경성
담합에 한하여 전속고발제를 폐지하는 경우 사실상 위법한 카르텔 전체에 대한 폐지와 동일
*

**

***

****

*****

*

홍탁균, 「공정거래법 소정 전속고발제의 해석학적 쟁점 연구」, 『비교사법』 제25권 3호, 한국비교사법
학회, 2018.8., p. 1013.
** 공정거래법 제71조(고발)
① 제66조(罰則) 및 제67조(罰則)의 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96·12·30]
*** 손영화, 「공정거래법상 전속고발권 폐지를 둘러싼 논의에 관한 연구」, 『기업법연구』 제32권 제4호,
한국기업법학회, 2018.12., p. 237 이하 ; 정연주,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의 헌법적 문제」, 『서울
법학』 제25권 제3호,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11., p. 96 이하
**** 헌법재판소 1995. 7. 21. 선고 94헌마136.
***** 전속고발권 폐지와 관련하여 [의안번호 201694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
부), [의안번호 201664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동의원 등 11인), [의안
번호 201711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등 11인), [의안번호
201749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의원 등 10인) 등 여러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계류중이다.
* 정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2018.11.30., p. 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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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이 폐지될 경우에 시민단체 등 제3자에 의한 검찰에의 고발
건수는 확연하게 증가할 가능성이 상존하고, 그 경우 기업의 경영활동이 위축될 가능성도 있
다. 그 결과 수많은 경제사범들이 형사범죄자로 전락할 개연성이 크다. 이러한 피해는 특
히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더 클 것으로 우려된다. 이와 같이 정부 법률
개정안에 따라 경성담합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는 경우에도 리니
언시제도는 여전히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카르텔 행위를 적발하는 가장 유용한 수단이므로
계속 활성화해야 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면 리니언시 사업자에 대한 형사고발도 가능
한 것이 아닌지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 있다. 만약 형사책임과 관련하여 자진신고자의 지위
가 불안정하게 되면, 리니언시제도가 사문화되어 사실상 운영이 어렵게 될 것이다. 따라서
리니언시를 통하여 자진신고를 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이 면책될 수 있도록 할 필요
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현행 공정거래법 제22조의2 제1항에서는 “자진신고자에 대해서 공
정거래위원회는 형사고발을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정부의 개정안 제43조 제1항
에서도 “경성카르텔 이외의 카르텔에 대해서는 부당한 공동행위의 사실을 자진신고 한 자
및 증거제공 등의 방법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ㆍ의결 또는 검찰의 수사 및 재
판에 협조한 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을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 법
*

**

***

****

*****

카르텔 유형별 고발건수
유형
2016년
2017년
2018.11월까지
합계
총 고발건수
22
27
41
90
가격담합
10
2
4
16
거래상대방 제한
1
1
입찰담합
12
24
37
73
* 출처: 국회 정무위원회 검토보고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동
의원
등 11인(의안번호 2016641), 2018.12. p. 137.
** 손영화, 앞의 논문, p. 251 ; 손수진, 「공정거래법상 전속고발제도에 관한 연구」, 『법과 정책연구』
제11권 제1호(통권 21호), 한국법정책학회, 2011.3., p. 124 ; 최정학,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존
폐론 검토」, 『형사법연구』 제21권 제3호(통권 48호), 한국형사법학회, 2011.9., p. 319.
*** 정호열, 『경제법』 제5판, 박영사, 2016, p. 150.
**** 아래 표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2016년부터 2018년 11월까지 전체 고발 대상사업자 수 309명 중 293명
(약 95%)이 중견·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류
2016년
2017년
2018.11월까지
대기업
18
11
16
중견·중소기업
90
45
129
합계
108
56
145
* 출처: 국회 정무위원회 검토보고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동
의원
등 11인(의안번호 2016641), 2018.12. p. 137.
***** 손영화, 앞의 논문, p. 2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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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안에 의할 때 경성카르텔과 관련하여 제3자가 고발을 한 경우에는 형사소송절차가 진행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리니언시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법당국과 공정거래위원회 간에 긴
밀한 협조가 필요하다.
4. 담합행위자의 손해배상책임 경감

위법한 카르텔은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여기에 여러 사업자가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하는 카르텔은 민법 제756조의 공동불법행위에 해당된다. 따라서 이 경우 카르
텔 가담 사업자들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 결과 피해자들은 사업자에 대하여 동시 또는 순차로 손해배상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리니언시를 신청했다는 것을 이유로 카르텔에 가담한 사업자들의 연대책임을
부정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리니언시를 신청한 사업자는 피해자들로부터 집단소송을 제기
당했을 때 막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다. 더욱이 카르텔 가담자들의 책임은 공동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부진정연대책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리니언시를 신청한 사업자를 대
상으로 집단소송이 제기된다면, 해당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들의 손해배상금까지 모두 배상해
주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업자에게 적극적 리니언시 활동을
기대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리니언시 신청자에 대해서 일정한 요
건 충족시 손해배상 연대책임을 면제해주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손해배상의무의 연대책임에 찬성하는 견해와 반대하는 견해가 있다.
사견으로는 리니언시를 신청한 자가 피해자들에 대하여 자신이 저지르지도 않은 불법행위
전부에 대하여 부진정연대책임을 부담하게 된다면 이 제도를 이용하는 것을 주저하게 될 것
이라는 점, 따라서 리니언시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 리니언시 신청자에 대해서는 연대책임을
면제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 연대책임을 인정할 경우 피해자들에게 손해액 일부 또는
전부를 배상한 리니언시 신청자는 다른 담합 행위자들을 상대로 별도의 구상권을 행사하여
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리니언시 신청자에 대해서는 일정한 요건
*

**

***

****

이선희, 「담합의 자진신고에 의한 책임감경제도와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상호관계에 대한 연구」, 『성균
관법학』 제25권 제1호,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3., p. 42.
** 민법 제414조(각 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
채권자는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또는 동시나 순차로 모든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의 전부나 일부
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 김현수, 「부당공동행위의 적발유인제도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를 중심으로」, 『경영법률』 제19권 3호,
한국경영법률학회, 2009, p. 336.
**** 이선희, 「담합의 자진신고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경감」, 『비교사법』 제23권 3호(통권 74호), 한국
비교사법학회, 2016.8., p. 742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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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족시 손해배상 연대책임을 면제해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 경우 신청자는 자신의
불법행위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손해에 대해서만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
이다.
*

Ⅳ. 결론

에 따르면 리니언시제도가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 중 하나로 자진신고 절차와 제재감면의 불투
명성과 경쟁당국과 협력할 수 있는 낮은 인센티브를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지적은 중소보험회사의 리
니언시 활성화 측면에서 바라보았을 때 매우 의미 있다. 정책의 모호성과 불투명성으로 리니언시제도는
그간 대형 보험회사 위주로 진행되었고, 자연스럽게 중소보험회사들은 소외되어 있었다.
리니언시제도는 은밀하고 지능적으로 행해지는 카르텔을 효율적으로 적발하는데 그 효과가 전 세계적
으로 입증되었다. 그러나 그 동안 리니언시제도는 대형 보험회사 위주로 운영되어 왔고, 이에 따라 카르
텔을 주도하거나 강요한 대형 보험사들이 자진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재를 상당부
분 감면해 주었다. 이는 공평의 관점 내지는 국민 일반의 법감정의 측면에서 바라보았을 때 적절하지 않
다. 리니언시가 대형 보험회사를 비롯한 대기업들의 전유물이라는 비판을 피하고, 보편적인
국제적 추세를 따르기 위해서는 담합을 강요한 자뿐만 아니라 주도한 자에 대해서도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제재 감면을 허용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후순위 사업자들도 제재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 아울러 중
소기업의 리니언시 활성화를 위해서 1순위 신고자가 대기업이고, 2순위 신고자가 중소기업
인 경우에는 2순위 신고자에 대해서도 제재를 면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그
리고 현행 임의적 추가감면제도를 의무화하여 사업자들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리니언시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정부가 제출한 공정거래법 개정 법률안에 의할 때 경성카르텔과 관련하여 제3자가 고발을
한 경우에는 형사소송절차가 진행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기업의 경영활동이 위측되고 리니
언시가 유명무실해질 수도 있다. 따라서 사법당국과 공정거래위원회 간에 긴밀한 협조를 통
해 고발 사건에 대하여 현명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리니언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중소보험회사의 보호를 위해서는 리니언시를 신청
한 자에 대해서는 일정한 요건 충족시 손해배상 연대책임을 면제해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
이다.
OECD

**

예를 들어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연대책임을 면제해 주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 OECD, “Challenges and co-ordination of leniency programmes” June 2018.

(https://www.oecd.org/daf/competition/challenges-and-coordination-of-leniency-programmes.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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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년대 이후 전 세계적으로 금융회사 사이의 경쟁은 격화되었고, 그에 따라 세계
대다수 국가는 금융규제, 금융회사 업무영역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여 자국 금융업이 경
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였다. 그에 따라, 금융업 융합 또는 통합, 겸업을 통한 다양한
금융서비스 수요에 효율적으로 부응하는 것이 강조되어 여러 가지 금융상품과 금융기법
이 등장하였으며, 1990년대에는 금융회사 인수 · 합병을 통한 금융회사 대형화 경향
1980

1)

본 발표문은 발표자의 박사학위논문인 “생명보험업과 손해보험업의 겸영금지원칙에 관한 연
구”의 일부 내용을 수정 및 보완하여 작성한 것임.
** 변호사.
1) 한국은행, 「한국의 금융제도」, 한국은행, 2018, 15쪽.
*

59

을 보였다. 금융업 겸업은 종합화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여 금융소비자의 편익을 높이
고,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를 통하여 금융회사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각 금융
업 별 경쟁을 촉진하는 기능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금융업 겸업에는 겸업을
통하여 인수한 금융업이 안정적으로 수행되는지 여부도 같이 고려되어야 한다. 지난 몇
세기 동안 금융업 겸업주의와 전업주의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가 있어왔지만, 그 어느 쪽
도 확실하게 낫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것이 그 이유이다.
금융업 융합, 겸업 전략은 보험회사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보험은 인간이 생활의 안정
을 추구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적 기능을 수행하고, 보험계약자로부터 모인 보험료는
대출, 주식, 채권 투자 등을 통한 산업자금으로 이용되어 국민 경제 발전에 기여하며,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손해를 방지하는 역할을 한
다. 이러한 보험의 기능을 고려했을 때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
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국가는 보험회사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해내는지 감독할 필요가
있다. 보험회사는 고유업무인 보험업에 대하여 보험종목별로 허가를 받는데, 보험종
목은 전통적으로 생명보험업과 손해보험업으로 구분되며, 그 외에 제3보험업에 해당하
는 보험종목을 영위할 수 있다. 금융회사가 다른 금융회사의 업무영역을 해당 금융회
사 본체 내에서 겸영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관점에 있어서, 보험회사의 경우는 특
히 생명보험업과 손해보험업을 하나의 보험회사 본체 내에서 같이 취급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우리나라는 1962년 보험업법 제정 시부터 하나의 보험회사 내부에서 생명보험업과
손해보험업을 경영하지 못하도록 생손보겸영금지원칙을 정하였다(보험업법 제10조).
2003년에는 제3보험업을 신설하면서 상해보험, 질병보험, 간병보험계약을 그 보험종목
으로 정하여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가 모두 영위할 수 있게 하였고, 그 후에도
정책적으로 생손보 겸영이 가능한 보험계약이 허용되어 왔다.
금융회사의 대형화, 겸업화 기조가 지속되면서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도 서로
의 보험종목을 겸영하거나 융합하려는 경향이 계속되는 있다는 점에서 생손보겸영을
둘러싼 문제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생손보겸영금지원칙을 준수하면서도 생손
2)

3)

4)

5)

6)

강경훈/여은정, “금융권간 융합과 경쟁에 대한 연구”, 「금융연구」 제2014-3호, 한국금융
연구원, 2014, 2쪽; 정지만, “우리나라의 금융겸업화 발전과정에 대한 연구”, 「사회과학연
구」제25권, 상명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8, 1쪽.
3) 손상호, “금주의 논단 : 금융겸업화의 바람직한 방향”, 「주간 금융 브리프」 제15권 제3호,
한국금융연구원, 2006. 1., 8쪽.
4) 송상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금융겸업 논의와 시사점”, 「BOK 이슈노트」No. 2012-5,
한국은행, 2012, 8쪽; 지호준/정교설, “금융겸업주의는 전업주의보다 우월한가”, 「경영학연
구」제27권 제2호, 한국경영학회, 1998. 5., 516쪽.
5) 양승규, 「보험법」(제5판), 삼지원, 2004, 27-28쪽.
6) 성대규/안종민, 「한국보험업법」(개정 제2판), 도서출판 두남, 2015, 12쪽.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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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겸영에 따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으로 금융지주회사 방식을 검토할 수 있다.
이에 본 글에서는 금융업 겸업과 생손보겸영금지원칙에 관한 이론과 해외 입법례 등을
살펴보고자 하며, 더불어 이를 바탕으로 한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에 대한 개정의견도
제시해 보고자 한다.

금융업 겸업과 생손보겸영금지원칙

Ⅱ.
1.

금융업의 의의와 규제

금융업의 의의
금융업의 의의에 관한 총괄적인 정의가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개별적인 금융업 관
련 법령은 해당 법령의 입법 목적에 따라 금융업을 정의하고 있고,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서는 ‘금융업관련법’으로 은행법, 자본시장법, 보험업법과 같은
개별 금융업 관련 법률뿐만 아니라, 금융회사의 행위와 관련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에 관한 법률」,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등도 포함한다(「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제3조 제1호). 이를 종합하여보면, 금융업이란 금융회사가 금융관련 법령
에 근거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 또는 영업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해당 금융업의 핵심업무인 고유업무를 전문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금융
회사를 두고 그러한 개별 금융회사가 다른 금융회사의 고유업무를 내부에서 겸영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예외적으로만 허용하는 전업주의를 따르고 있다. 또한, 금융
회사가 수행할 수 있는 금융업무의 범위는 해당 금융업 관련 법령에서 명시하는 ‘열거
주의 방식(positive system)’을 택하여, 금융회사의 업무영역을 규제한다.
(1)

7)

금융회사의 업무영역에 대한 규제
금융회사가 수행할 수 있는 금융업의 업무 내용과 범위가 정해져야 금융회사가 할 수
있는 행위, 금융회사가 취급하고 판매할 수 있는 금융상품이 정해질 수 있다. 이러한 점
에서, 금융회사의 업무영역에 대한 규제는 금융회사의 영업행위에 대한 규제와 연결된
다. 또한, 금융회사의 업무영역이 정해짐에 따라 해당 업무영역을 수행함에 따라 갖추
어야 할 재무건전성과 경영건전성 등의 기준이 정해된다. 이러한 점에서, 금융회사 업
무영역에 대한 설정과 분류, 업무영역의 확대, 금융업 융합과 겸업화 현상은, 금융회사
에 대한 재무건전성 규제와 연결되므로, 금융회사의 업무영역 규제와 재무건전성 규제
(2)

7)

강병호/김대식/박경서, 「금융기관론」(제21개정판), 박영사, 2016. 327-329쪽; 정지만,
우리나라의 금융겸업화 발전과정에 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제25권, 상명대학교 사회
과학연구소, 7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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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서로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 즉, 금융감독체계에 있어서, 금융회사의 업무
영역에 대한 규제와 건전성 규제는 핵심적인 주제가 될 수 있다.
8)

2.

금융업 겸업의 의의와 겸업 형태

금융업 겸업의 의의
금융업 겸업이란, 일반적으로 하나의 금융회사가 두 개 이상의 다양한 금융업을 상
호 분리하지 않고 융합하여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겸업주의 금융제도(universal
banking)’라고도 한다. 반면에, 하나의 금융기관이 여러 금융업을 함께 수행할 수 없고
특정한 금융업만을 영위하는 것을 전업주의 금융제도(sound banking 또는 specialized
banking)라고 한다.
금융업 겸업을 영위하여 누릴 수 있는 장점으로 주로 언급되는 것은 범위의 경제
(economies of scope)이다. 여러 업무를 따로 수행하는 것보다 한꺼번에 취급하면 회
사의 고정비를 절감할 수 있고, 한 업무 분야에서 축적된 정보를 다른 부분에서 별다
른 비용을 들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소비자 측면에서는 금융상품의
탐색비용을 절감하여 저렴하게 상품을 제공받을 수 있다.
반면에 겸업 금융회사는 그렇지 않은 금융회사에 비해 규모가 큰 경우가 대부분일
것인데, 만약 그러한 금융회사가 도산하면 금융제도 전반의 안정성을 크게 저해하거나
금융시스템을 불안정하게 할 가능도 크다. 대형 금융회사는 대마불사
(1)

9)

10)

11)

12)

성희활,“금융규제에 대한 법정책학적 고찰”, 「법과 정책연구」 제14권 제3호, 한국법정책학
회, 2014, 901-902쪽.
9) 이러한 금융업 겸업에 있어서, 금융지주회사 소속으로 겸업할 경우는 겸업되는 금융회사별
로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것이 된다. 반면에 하나의 금융회사가 두 개 이상의 금융업을 수행
하는 사내겸영 또는 내부겸영 방식은 해당 금융업별로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금융회사가 존
재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두 가지 방식은 법인격이 별도로 있는지 여부로 구별된다. 다만,
금융업 겸업형태는 법인격이 별도로 있는지 여부만으로 분류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겸영
하는 금융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가졌는지 여부는 서로 다른 금융업 사이에서 위험전이, 위
험차단 문제 등에 있어서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다.
10) 손상호, 앞의 논문, 4, 46쪽.
11) 한국은행, 「한국의 금융제도」, 한국은행, 2018, 12쪽.
12) 한국은행, 앞의 책, 12쪽; 가령, 은행이 겸영할 경우에는 다른 금융업종을 지배하거나 은행
자신의 손실을 다른 업종으로부터 보전하는 행위 등을 통하여 권한을 남용할 수 있으며, 이
러한 행위를 통하여 정상적인 거래질서가 파괴될 수도 있다. 또한, 은행이 증권업무를 겸영
할 경우 대출자금이 산업자금보다 투기자금으로 연결될 수 있다. 증권업무는 상대적으로 위
험이 크다는 점에서 은행경영의 안정성이 낮아질 수 있고, 지급결제제도의 위험성이 커질 수
있다. 겸영을 통하여 투기적인 이익이 발생할 경우 그러한 이익은 은행의 주주가 향유하는
반면에 은행에 손실이 발생하거나 파산할 경우 그 손실은 채권자인 예금주가 지게 될 가능
성이 있고, 은행이 자신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 또는 계열 증권회사가 보유한 불
량증권을 대출고객이 매입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하거나 불량대출기업의 대출을 상환받기 위
하여 해당 기업에게 증권을 발행하게 하여 그 증권의 매각대금으로 대출을 상환하는 경우도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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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통하여 강하게 위험 추구를 할 수 있다는 점도 불안정을 높이
는 요인이 될 수 있다.
(too-big-to-fail)

겸업 형태
금융업 겸업은 금융회사가 다른 금융회사의 고유업무를 어떻게 영위하는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내부겸영, 모자회사와 지주회사, 상호진출과 업무제휴 형태로 나뉜다.
내부겸영은 하나의 금융회사가 내부에서 고유업무 외에 은행업, 증권업, 보험업 등 다
른 금융업의 핵심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것을 뜻한다. 이를 직접겸영 또는 사내겸영
이라고도 한다.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캐나다, 덴마크, 노르웨이 등에서는 하나의 금융
회사가 은행업과 증권업을 내부겸영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한편, 영국, 호주, 싱
가포르, 스웨덴은 은행업과 증권업의 직접겸영을 택했다고 한다. 이러한 내부겸영
방식을 취하면 하나의 법인격 안에서 복수의 금융업무가 영위되므로 복합적인 금융상품
을 쉽게 개발할 수 있고, 서로 다른 금융업 관련 정보가 하나의 회사에 집중될 수 있으
므로 규모의 경제를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고, 따라서 금융회사의 전문성을 통한 경
쟁력 강화를 기대할 수 있다.
자회사에 의한 겸영방식은 하나의 금융회사가 자신과 다른 금융업의 고유업무를 수
행하는 회사를 보유하는 형태이다. 모회사가 제공할 수 없는 금융업을 자회사가 수행
함으로써 겸업에 따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모회사와 자회사에 대해 각각 해당 금융
업에 관한 법령과 규제가 적용되고, 각 회사가 감독대상이 된다. 각 금융업이 별도
의 법인에서 수행된다는 점에서 내부겸영에 따른 직접적인 영향을 받거나 위험전이 가
능성이 방지될 수 있고, 모회사가 지배권을 발휘하고 자회사가 협조하는 체계를 통해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
한편, 지주회사 방식은 지주회사가 있고 그 아래에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 금
융회사를 자회사로 두는 방식을 말한다. 지주회사는 서로 다른 금융업을 수행하는 자
회사로 하여금 정보를 공유하게 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유기적 협조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또한, 지주회사 산하의 자회사는 독립적이고, 다른 자회사로부터의 위험이 차
단될 수 있다. 금융지주회사는 서로 다른 업종 사이에 차단벽을 법인격을 별도로 두
(2)

13)

14)

15)

16)

17)

일 수 있다(강병호/김대식/박경서, 위의 책, 93-94쪽).
13) 송상진, 앞의 논문, 9쪽; 손상호, “금융업무의 특성과 겸업화 방향”, 앞의 논문, 72-73쪽;
지광운, 「보험지주회사의 법리 : 운영 및 감독을 중심으로」, 한국학술정보, 2012, 30-34
쪽; 자본을 매개로 하지 않는 업무제휴방식, 임원겸임방식, 자본을 매개로 한 모회사와 자회
사 설립, 공동으로 자회사 설립, 지주회사 설립방식으로 나누기도 한다.
14) 정지만, 앞의 논문, 6쪽.
15) 김수진, “주요 통합감독기구의 통합감독현황과 금융그룹․금융지주회사 운용사례”, 「금융감
독제도 일반」, 금융감독원, 2013, 9쪽.
16) 정지만, 앞의 논문, 11-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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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방식으로 결정하였다는 점에서 금융업 겸업으로 인한 다른 업종 사이에 이해상충
문제, 금융업 특성이 희석될 수 있다는 문제가 최소화 될 수 있고, 금융업 겸업의 시너
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이라고 평가된다.
18)

우리나라의 경우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다른 금융회사의 고유업무를 내부겸영할 수 없다. 단, 예외적
으로 각 금융회사 관련 법령에 따라, 다른 금융회사의 고유업무를 금융감독 당국의 인
· 허가 등을 받거나, 부수업무로 수행할 수 있다. 2000년 1월 금융감독위원회가 ‘금융
기관의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따라, 각 금융회사는 본질적인 업무 이외의
업무를 다른 금융회사에 위탁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금융회사가 조직 또는 지배구조
의 결합을 통한 금융겸업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와 업무제휴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
었다. 2000년 10월에는 금융지주회사법이 제정되었고, 2003년 8월에는 보험업법이 개
정되어 방카슈랑스제도가 도입되어 은행 등 금융회사는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방카슈랑스제도 도입과 더불어 보험설계사 1사 전속주의를
완화하였고, 한 명의 보험설계사로부터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상품을 한꺼번에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교차모집제도가 신설되어 2008년 8월 30일부터 시행되었다. 2009년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신탁업법 등 자본시장을 규정한 각 법
률을 통합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제정하였다.
(3)

19)

2.

금융업 겸업과 생손보겸영금지원칙의 관계

은행, 증권업, 보험업 등 개별 금융업은 각자 고유한 특성을 가지며 해당 금융업 수
행에 따른 위험에 필연적으로 노출되는데, 금융업 겸업이 수행되면서는 겸업으로 인한
위험까지 해당 금융회사의 고유업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금융업의
겸업화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특성이 다른 금융업을 겸영함으로 인하여, 해당 업무에
내재된 문제가 증폭되거나 그 위험이 다른 금융업에 전이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각 금융업 사이에서 또는 해당 금융업의 고객과의 관계에서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
이 높다는 점에서 금융업 사이에는 반드시 칸막이가 설치되어야 하며, 고유한 금융업
영역은 전문화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금융업 겸업을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그
송상진, 위의 논문, 9쪽. 일반적으로 모자회사의 경우 모회사가 자회사의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을 만큼 지분을 보유하는 반면에, 지주회사는 자회사 지분을 100% 보유한다는 점에서
다르다고 할 수 있다.
18) 손상호, “금융겸업화의 바람직한 방향”, 앞의 논문, 8쪽.
19) 장경환(연구책임자)외 7인, “보험산업구조 선진화에 관한 연구”, 「생명보험협회 연구용역
보고서」, 생명보험협회, 2012, 151쪽.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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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업 겸업을 통해 시너지가 창출되어 수익성과 생산성이 향상되는
효과가 더 크다고 한다.
개별 금융업의 특성에 따라, 어떠한 금융업은 하나의 고유업무를 수행하는 금융회사
내에서 그 외에 다른 금융업을 겸업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보험회사가 그러하다. 즉, 생명보험업과 손해보험업은 같은 보험업에 속함에도 불구하
고 하나의 보험회사 내부에서 겸영하는 것은 다른 금융업 사이에서 겸영하는 것만큼
문제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업 겸업의 장점과 단점에 관한 수년간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겸영에 따른 금융
위기 유발 여부, 규모와 범위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통일된 결론
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러한 논의는 생손보겸영금지원칙에도 시사점을 갖는데, 서로 다
른 리스크를 가진 생명보험업과 손해보험업을 하나의 보험회사가 겸영할 경우에는 생
명보험업과 손해보험업의 위험전이 차단, 각 보험업의 이해상충문제, 각 보험의 계약자
보호, 보험회사가 갖추어야 할 건전성 등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Ⅲ.
1.

우리나라의 생손보겸영금지원칙

법적 근거

년 보험업법 제정 시부터 현재까지 보험업법 제10조에서 보험회사는 생명보험
업과 손해보험업을 겸영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생손보겸영금지원칙을 정하고 있다.
1962

20)

2.

이론적 근거

생손보겸영금지원칙을 정한 대표적인 이론적 근거는 첫째,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이
인수하는 위험이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이다. 생명보험은 사람의 생존 또는 사망을
소액의 정액보험을 통하여 인수하므로 손해보험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소규모이고 발생
여부, 발생의 예측가능여부에 있어서 안정적이고 통계적 예측가능성이 높으며, 보험기
간이 장기이다. 반면에 손해보험은 재산상 손해를 인수하며 인수하는 대상은 자연재해,
화재 등 대규모이고 보험사고 발생 가능성에 대하여 통계적 예측이 낮고 추정을 더한
손해율에 따르며, 보험기간이 단기이다. 종합하여 보면,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에 따라
인수대상 또는 인수되는 위험의 종류나 위험의 크기 또는 규모, 통계적 기초 등이 다
보험회사가 제10조를 위반하여 생명보험업과 손해보험업을 겸영한 경우 1억 원 이하의 과
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보험업법 제209조 제1항 제1호, 제10조). 보험업법 제10조를 위반한
보험회사의 이사 등에 대해서는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보험업법 제
209조 제4항 제1호), 보험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제재도 가능하다(보험업법 제134조).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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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다. 이러한 점에서, 생명보험업과 손해보험업을 동일한 사업자가 영위하면 손해보
험업의 부실이 생명보험업에 영향을 미쳐서 부실이 전염될 위험(contagion risk)이 커
진다. 특히, 생명보험을 수행하면서 취득한 보험료로 손해보험업의 손실을 메우게
된다면, 결국 생명보험계약자 이익보호에 반하게 되고 생명보험과 손해보험계약자 사
이의 형평성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
둘째,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차이점으로 인하여 생명보험회사
와 손해보험회사에 노출된 리스크가 각각 다르므로, 보험업은 각 리스크 별로 관리되어
야 한다. 보험회사는 일반적으로 보험업을 영위하면서 보험리스크, 금리리스크, 시장
리스크, 신용리스크, 운영리스크를 부담하고, 이러한 각 리스크에 따라 개별적인 위험
액을 측정하여 지급여력기준금액을 산출하게 된다(보험업감독규정 제7-2조 제1항 제1
호). 생명보험회사에는 전통적으로 시장리스크가 가장 큰 사업리스크로 판단된 반면에,
손해보험회사는 보험리스크가 가장 크다고 평가된다. 하나의 법인격을 가진 보험회사
가 모든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지 금융규제 관점에서 모든 리스크를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EU에서 보험회사의 자기자본 기준을 정하기 위해 2002년 보
험회사 파산을 조사한 쉐르마(Sharma) 보고서는 인수 또는 합병을 통해 몸집을 키운
21)

22)

23)

24)

25)

26)

이러한 점에서 생명보험회사가 몇 건을 잘못 인수해도 파산할 위험성은 낮지만, 손해보험
회사는 파산할 수 있다. 가령 미국의 손해보험회사는 허리케인으로 인한 피해보상을 이유로
파산하기도 한다(성대규/안종민, 「한국보험업법」(개정 제2판), 도서출판 두남, 2015, 33
쪽).
22) 김선정, “보험업법상 겸영금지원칙에 관한 검토”, 「기업법연구」, 제20권 제4호, 한국기업
법학회, 2006, 254쪽.
23) 장경환, “보험산업구조 선진화에 관한 연구”, 앞의 보고서, 32쪽.
24) 보험리스크는 일반적으로 보험회사의 고유업무인 보험계약의 인수와 보험금 지급과 관련하
여 발생하는 위험을 통칭한다. 다만, 나라별로 보험리스크가 무엇인지 다르게 정한다. 가령,
EU의 제2지급여력지침에서는 보험리스크를 인수리스크(underwriting risk)로 정의하고, 생명
보험 하위에 사망리스크, 장수리스크, 장해․질병리스크, 해약리스크, 사업비리스크, 개정
(revision)리스크, 대재해리스크를 두고, 손해보험은 보험료리스크, 준비금리스크, 해약리스
크, 대재해리스크로 분류하며, 예정이율에 따른 리스크는 보험리스크가 아닌 시장리스크에서
다룬다. 우리나라는 보험료 산출 시 적용된 예정 손해율과 실제 발생 손해율 차이로 보험회
사에 손실이 발생할 위험인 보험가격리스크와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나 보험금 지급을 위해
이미 적립한 지급준비금이 실제로 지급할 보험금에 비하여 부족할 위험에 대비하는 준비금
리스크로 보험리스크를 구분한다(금융감독원, 「보험회사 위험기준 자기자본(RBC)제도 해설
서」, 앞의 책, 39-40쪽).
25) 금리리스크란, 금리변동에 따른 순자산의 가치하락 등으로 재무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
칠 리스크를 의미하고, 자산과 부채의 금리민감도, 금리연동형상품의 비중이 결정요인이다.
신용리스크란, 채무자의 부도, 거래상대방의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하여 손실발생리스크를 말
하고, 신용등급, 부도율, 담보, 보증 등으로 신용을 보강한 내역 등이 결정요인이다. 시장리
스크란, 시장가격(주가, 이자율, 환율 등) 변동에 따른 자산가치변화에 따른 손실발생리스크
로 분산투자의 적정성, 변액보험 비중이 결정요인이다. 운영리스크란, 부적절한 내부절차․인
력․시스템, 외부 사건 등에 의한 손실발생리스크를 의미하고, 내부통제, 사고방지대책의 적정
성이 결정요인이다(금감원, 위의 책, 28쪽).
26) 장경환, “보험산업구조 선진화에 관한 연구”, 앞의 보고서, 33쪽.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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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손보겸영기업의 경우 효율적인 기업관리가 어려울 수 있고, 재무와 위험인수 부분이
취약할 수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또한, 생명보험은 손해보험보다 보험기간이 긴 반면에 손해보험의 보험기간은 대부
분 1년 미만의 단기라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보험회사의 자산운용 방법 , 자산과
부채의 평균존속기간(duration)도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각 보험기간에 맞게 이루어
져야 한다.
이와 같이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에 노출된 리스크, 자산운용방법, 보험기간이 서로 다
르므로, 하나의 사업체 내에서 모든 리스크를 적정하게 통합해서 관리하거나 통제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특히, 하나의 보험회사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을 모두 취급하는
시너지가 있기 보다는 보험회사 경영 효율성을 저해하고 오히려 리스크를 크게 만든다
면,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겸영으로 얻는 효과는 크지 않은 반면에 보험계약자 이해가
상충될 여지는 매우 클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보험회사의 효율적인 보험업
경영을 도모하고 경영상 위험을 막기 위해서는 생손보겸영금지원칙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27)

28)

29)

30)

31)

3.

생손보겸영금지원칙에 대한 예외 및

(1)

보험업법 규정

보험업법 제10조 단서는 생손보겸영금지원칙에 대한 예외로, ① 생명보험의 재보험
과 제3보험의 재보험(제1호), ② 다른 법령에 따라 겸영할 수 있는 보험종목으로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종목(제2호),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제3보험종
목에 부가되는 보험(제3호)을 정한다.
생명보험과 제3보험의 재보험
보험업법 제10조 단서 제1호에 따라 생명보험회사는 손해보험종목인 재보험(생명보
험과 제3보험의 재보험)을 영위할 수 있다. 재보험은 책임보험의 하나로 손해보험종목
1)

년 발간된 쉐르마(Sharma) 보고서는 1996년부터 2001년 동안 발생하였던 보험회사
의 부실, 파산 등 사례를 검토하고 분석한 것으로, 케이피엠지(KPMG) 보고서와 더불어, EU
제2지급여력지침의 기초 방향을 제시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Paul Sharma, “Prudential

27) 2002

Supervision of Insurance Undertakings", Report, Conference of the Insurance
Supervisory Services of the Member States of the European Union, 2002, 4.4.4.
28)
,
,
(
,
, 121 ).
29)
/
,
, 133 .
30)
/
,
, 132 .
31)
, “
”,
, 33-34 .

자산운용위험은 금리위험 신용위험 시장위험 등을 의미한다 한기정 앞의 책
성대규 안종민 앞의 책 쪽
성대규 안종민 위의 책 쪽
장경환 보험산업구조 선진화에 관한 연구 앞의 보고서
쪽

쪽

67

에 해당하므로 생손보겸영금지원칙에 따르면 손해보험회사가 전적으로 영위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재보험과 원보험은 보험료의 위험료 산정기초가 같으므로, 생명보험회사
가 원보험으로 취급하는 생명보험종목과 생명보험회사가 수행하는 제3보험종목에 대한
재보험을 손해보험회사가 취급하게 하는 것은 불합리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생명
보험회사가 원보험으로서 생명보험종목과 제3보험종목을 취급할 경우 이에 대한 재보
험도 취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른 법령에 따라 겸영할 수 있는 보험종목
보험업법 제10조 단서 제2호,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
른 연금저축계약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보험계약과 퇴직보험계약을
각 겸영이 가능한 보험종목으로 정한다. 다만, 손해보험종목(재보험과 보증보험은 제외
함)의 일부나 제3보험종목만 취급하는 보험회사는 이 보험종목을 취급할 수 없다(보험
업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단서).
2)

연금저축계약
1) 연금저축계약의 의의
보험업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연금저축계
약이란, 납입금이 세액공제가 되고 연금을 수령할 때에는 연금소득이 과세되는 세제적
격 연금을 의미한다.
이러한 세제적격연금은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 은행과 증권회사 등 모든 금
융회사가 판매하는 연금저축상품을 말한다.
연금저축계약은 세제혜택을 부여하여 국민의 노후보장과 저축을 장려하고자 사회보
장적 제도의 일환으로 정책적으로 도입되었다. 즉, 국민 대다수가 연금저축에 가입
하므로, 금융업 중 어떠한 한 분야만 편중적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모든 금융회사가 취
급할 수 있도록 결정된 것이다.
①

32)

33)

34)

보험업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가 말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에 따른 연금저
축계약’은 2013년 1월 1일 이전에 판매되었던 연금저축을 말하고, 2013년 1월 1일부터 조
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는 폐지되고 소득세법 제20조의3에 따른 연금저축보험 제도가 시행
되고 있다(소득세법 제20조의3 제1호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2).
연금저축은 납입금에 대해 연간 400만원까지 세액공제혜택을 제공하고, 퇴직연금(개인형
IRP)을 포함할 경우 연간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해택이 있다. 단, 개인형 IRP 퇴직연금을
포함할 경우 400만원을 초과하는 연금저축 납입금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연금저축은
최소 5년 이상을 납입해야 하고, 55세부터 10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해야 연금소득으로 과세
(5.5-3.3%)된다. 납입금에 대하여 세액공제혜택이 있었으므로, 중도해지 시에는 소득 또는
세액공제를 받은 부분과 운용수익에 대하여 16.5%의 가산세가 부과된다[FINE(금융소비자정
보포털), 연금저축 어드바이저, 연금저축 개요].
33) 금융감독원, “노후대비를 위한 연금보험 가입 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 2008. 4. 22. 보도자료, 2
쪽.
<개인이 가입할 수 있는 연금보험상품의 유형>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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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손보겸영금지원칙에 따른 세제비적격 연금보험의 취급에 관한 검토
세제적격 연금보험계약과 달리, 생명보험회사가 취급하는 세제비적격 일반 연금보험
은 사람의 ‘생존’을 보험사고로 하여 ‘생존’에 대한 급부로 일정한 기간마다 일정한 금
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생명보험이다. 이는 보험계약자가 개인적인 수요에 따라 보험
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국가가 부여하는 세제 혜택이 없다. 즉, 세제비적
격 일반 연금보험은 생손보겸영금지원칙에 따라 생명보험회사가 취급하는 생명보험 종
목에 해당한다. 가령 미국과 영국, 유럽연합(EU), 일본 등에서도 피보험자의 생존에
따라 일정한 기간마다 일정한 금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세제비적격인 일반 연금보험은
생명보험 종목 중 하나로 정한다.
2)

35)

36)

퇴직연금보험계약과 퇴직보험계약
보험업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

②

연금보험(세제비적격연금)
(주:생명보험회사의 일반 연금보험)

일반연금
(금리확정형 · 연동형)
변액연금

자산연계형연금
손해보험회사 연금저축보험
생명보험회사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보험(세제적격연금)
(주: 2001. 1. 1.부터 모든
금융기관에서 판매함)

은행 연금저축 신탁
증권사 연금저축펀드
기타
: 신협, 수협, 새마을금고, 우체국에서 취급하
는 연금저축 공제보험

정채웅, 「보험업법 해설」, 진한엠앤비, 2017, 162쪽; 금융감독원, “노후대비를 위한 연금
보험 가입 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 앞의 보도자료, 5쪽.
35) 기본적으로 연금개시연령 이후 정기적인 지급 시기마다 생존해 있을 것을 조건으로 지급되
며 피보험자의 ‘생존’이 보험에 든 것이다. 연금보험은 생존보험으로서 생명보험업의 고유영
역에 속하고 생존보험이 아닌 연금보험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점에서 보험금을
분할하여 정기적으로 지급한다는 점만으로 어떠한 보험상품이 연금보험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고 할 수 있다.
36) 뉴욕주 보험법 제4205조, 제1113조 제a항 제2호, 영국 2000년 금융서비스시장법 규제대
상사업령 부칙 1(The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2000) Regulated Activities
Order 2001 No. 544 : SCHEDULE 1 - CONTRACTS OF INSURANCER) 제2편(Part Ⅱ)
장기보험계약(Long-Term Insurance) Ⅰ 생명과 연금(Life and Annuity), EU 제2지급여력
지침 부칙 제2편(Annex Ⅱ) 생명보험종목(CLASSES OFLIFE INSURANCE) 제Ⅰ호, 제2조
제3항 (a)호 (ⅱ)목 연금보험, 일본 보험업법 제3조 제4항 제1호).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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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계약이란 퇴직연금 중 하나로 퇴직연금 사업자인 보험회사가 운용하는 퇴직연
금보험계약을 말한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9조 제2항). 퇴직연금이란, 근로자의 노
후소득과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근로자 재직기간 중 사용자가 퇴직급여 지급
재원을 외부 금융회사에 적립하고 이 재원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운용하여 근로자 퇴
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외부의 금융기관으로서 퇴직연금
사업자인 은행, 보험회사, 증권회사, 자산운용사 등이 퇴직급여 지급재원으로 적립된 금
원을 자산관리기관으로서 보관하고. 운영관리기관으로서 적립금을 운용하거나 수익한
다.
또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법률 제7379호, 2005. 1. 27. 제정) 부칙 제2조 제1항
에 따른 퇴직보험계약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에 가입해 근로자가 퇴직 시 일시금 또는 연금을
수령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퇴직연금제도가 시행된 2005년 12월 1일부터 퇴직보험
과 퇴직신탁에 신규로 가입할 수 없고, 이미 가입된 퇴직보험과 퇴직신탁은 퇴직금제
도의 일부로 보고 2010년 12월 31일까지 존속되었다.
퇴직연금은 우리나라의 모든 직장인이 가입하게 되므로, 사회보장제도로서 안정적
으로 운영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어느 한 종류의 금융기관이 취급할
것이 아니라 모든 종류의 금융기관이 참여하여 위험을 분산하고 금융기관 사이에 형평
성을 기할 수 있도록 정책당국이 모든 금융기관이 퇴직연금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37)

38)

39)

제3보험 보험종목에 부가되는 보험
1) 보험업 관련 법령상 질병사망보장특약의 의의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는 제3보험업을 영위할 수 있으며, 제3보험의 보험종목
에 부가되는 보험도 생손보겸영 금지의 예외이다(보험업법 제10조 제3항). 손해보험종
목(재보험과 보증보험 제외)의 전부를 취급하는 손해보험회사는 제3보험의 특약형식으
로 ① 보험만기는 80세 이하(보험업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제1호), ② 보험금액의
한도는 개인당 2억 원 이내(같은 항 제2호), ③ 만기 시에 지급하는 환급금은 납입보
험료 합계액 범위 내(같은 항 제3호)로 하여 질병을 원인으로 하는 사망보험을 취급할
수 있다(보험업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③

2)

생손보겸영금지원칙에 따른 질병사망보장특약의 취급에 관한 검토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소개”(http://www.moel.go.kr/pension/intro/about.do); 금융감독원, “퇴
직연금 종합안내 - 사업자 안내”(http://pension.fss.or.kr/fss/psn/main.jsp).
38) 고용노동부, “퇴직연금제도 개요 및 기금형퇴직연금제도 설명자료”, 2016. 9. 2. 보도자료;
금융감독원, 퇴직연금 종합안내(http://pension.fss.or.kr/fss/psn/intro/system/system2_1.jsp).
39) 1인 이상의 사업장의 사용자(사업주 등)는 퇴직급여제도인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 중 하
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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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제3보험에 질병사망보장특약을 두어 생손보겸영금지원칙에 대한 예외로
정한 이유는 생손보업 영역을 둘러싼 소모적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결정이었다. 이에 따라 2003년 보험업법 전면 개정 시 생손보업계의 합의로 명보험
에 대해서는 제3보험상품에 대한 실손을 허용하고(개인실손은 2년 후부터), 손해보험
에 대해서는 제3보험에 대한 만기제한 15년을 폐지하며 현행과 같은 질병사망특약을
같은 해 8월 30일부터 시행한 것이다(보험업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질병보험은 본질적으로 사람의 질병 또는 질병으로 인한 입원 등의 위험에 관하여
금전과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고,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질병보험의 보장영역
에서 제외된다(보험업감독규정 [별표 1] 보험종목(계약) 구분 기준(제1-2조의2 관련)
참조). 질병보험은 피보험자가 질병에 걸릴 위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입원, 수술 등
의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으로, 질병을 치료하는데 드는 의료비, 생계비를 지급하여 피
보험자가 건강을 회복하고 사회생활에 원활하고 빠르게 복귀하도록 하는 목적을 갖는
다.
즉, 사망자체에 대한 담보는 질병보험의 목적이 아니며, 생명보험의 고유영역이다.
보험업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에서 정한 법적 요건을 구비하면 예외적으로 생명보험
회사와 손해보험회사가 예외적으로 겸영할 수 허용된 것이지 원칙적인 질병사망을 대
체하는 것이 아니다. 독일에서는 질병보험은 독립된 보험영역이지만 질병사망은 질병
보험의 영역이 아니며, 그 밖에 다른 나라에서도 질병사망은 생명보험회사가 취급한다.
다. 일본도 마찬가지인데, 특히 ‘해외여행상해보험’에 있어서 질병사망은 생손보겸영
을 허용하였으나, 이는 특정 상품에 한해서만 허용된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일반적
40)

41)

42)

43)

한기정, 「보험법」(제2판), 박영사, 2018, 124쪽.
생명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 60년사 총론편」, 생명보험협회, 2010, 151, 162-163쪽. 당시
재정경제부,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주요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 대표가 합의
하여“제3보험분야 관련 합의문”을 작성하고 서명하여 재경부에 제출하였다고 한다.
42) 뉴욕주보험법 상해 · 건강보험(accident and health insurance)에서, 상해 · 건강보험에서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포함하지 않는다(제1113조 제a항 3호). 또한, 영국에서 일반보험
(general insurance) 중 질병보험은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대한 보험급부를 포함하지 않으
며, 만약 질병사망으로 인한 보험급부를 하더라도 장례비 등 손실로 인하여 발생한 위험을
보상하는 것이지 그 비용을 초과하는 정액의 사망보험금 지급을 정하였다고 볼 수 없다
(Purves, “Advice in the Matter of the Korea Life Insurance Association”, 「생명보험협회
연구용역보고서」, 생명보험협회, 2012, 261쪽). 또한, 영국[보험자용 건전성 기준(INSPRU
1.5.17G 제3항)] 또는 EU(제2지급여력지침 제73조 제2항 제b호)에서는 상해보험과 질병보
험만을 허가받은 손해보험회사만 질병사망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에서 손해보험회사가 질병사망을 취급할 수 있는 것과 명백히 다르다.
43) 일본 보험업법에 따르면 상해를 직접 원인으로 사망한데 대한 보험금의 지급은 생명보험에
관한 면허의 영역이며(일본보험업법 제3조 제4항 제2호 제3목), 손해보험업의 면허이기도
하다(일본보험업법 같은 조 제5항 제2호). 상해로 인한 사망보험금의 지급은 생명보험회사
와 손해보험회사 모두가 취급할 수 있는 보험이다. 그런데 일본 보험업법 제3조 제4항 제2
호는 ‘상해로 인한 사망’만을 정하였을 뿐,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포함하지 않는다. 질병으
로 인한 사망은 생명보험회사만 보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해외여행기간 중에 걸린 질
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한 사망은 손해보험회사가 취급할 수 있다(일본보험업법 제3조 제5
40)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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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손해보험회사가 질병사망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아니므로 우리나라와 단순
비교할 수 없다.

생손보겸영금지원칙에 대한 해외 입법례

Ⅳ.
1.

개관

의 2016년 보험통계(insurance statistics)에 따르면 수입 보험료 기준으로 상
위 10개 국가는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등에 해당하며, 이 국가는 모두 생손보겸
영금지원칙을 채택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점에서 생손보겸영금지원칙에 따르
는 것은 국제적 정합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국가 중에서, 미국, EU, 일본의
생손보겸영금지원칙을 정한 주요 입법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본다.
OECD

44)

45)

미국
미국은 역사적인 경험(1835년 뉴욕 대화재, 1871년 시카고 대화재 등)을 통하여 생
명보험과 손해보험의 겸영을 금지하게 되었다. 초창기 보험업계는 보험회사가 인수할
보험종목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 자발적으로 생명보험회사 또는 손
해보험회사는 단일한 보험종목만을 취급하였고, 그 후 화재보험, 해상보험, 특종보험은
손해보험회사가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손해보험 복수종목을 채택하였다. 손해보험회
사가 하나의 보험종목 외에 다른 보험종목을 영위할 수 있는지는, 우선 다른 보험회사
를 자회사로 편입하여 보험그룹을 형성하고 보험종목을 결합한 통합 상품을 제공하는
과정을 거친 후 인수영역을 넓힐지 여부에 대한 논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손해보험 복
2.

항 제3호).
이는 예전부터 해외 여행상해보험에서 질병사망도 보장해 왔고, 보험계약자의 입장에서 이
와 같이 정할 필요가 있으며, 해외여행상품에 한하여 한정적인 범위에서 보험급부를 하게 되
므로 보험계리상 폐해가 없이 때문이다(山下友信, “韓国生命保険協会の質問状に対する回答
(Version 1)”, 「생명보험협회 연구용역보고서」, 생명보험협회, 2012, 582-583쪽).
44) 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INSIND.
<표> OECD, Insurance Statistics>

45) OE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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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종목을 허용하였다. 이와 같이 형성된 손해보험그룹이 생명보험업을 영위할 수 있는
지 여부에 관하여, 생명보험 자회사로 두어 생손보 결합상품을 개발하고 다른 보험종
목을 취급할 수 있을지에 관한 논의를 거쳤다.
다만, 하나의 보험회사가 모든 보험종목(all-line insurance)을 취급할 수 있을지 여
부에 대하여는, 보험회사의 담보력 확보 수준, 보험회사 지급불능 시 생명보험업에
우선적으로 청산할 수 있게 할지 여부, 보험계약자 보호 문제 등을 해결하지 못하여
결국 모델법 제정으로 이르지 못하였다.
미국의 50개주 중 보험업 감독과 규제에 있어서 대표성을 지녔다고 평가되는 뉴욕주
보험법(New York Insurance Law)은 주 내에서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가 인수할
수 있는 보험종목을 명시한다. 생명보험회사는 생명보험(뉴욕주보험법 제1113조 제a항
제1호), 연금보험(같은 법 제1113조 제a항 제2호) 중 하나 또는 모두를 할 권한을 가진
법인을 말한다(같은 법 제107조 제a항 제28호). 뉴욕주에서 생명보험업을 하도록 허가
받은 생명보험회사는 제28장 생명보험(같은 법 제1113조 제a항 제1호), 연금보험(같은
항 제2호), 상해 · 건강보험(같은 항 제3호), 법률서비스보험(같은 항 제29호), 급여보장
보험(같은 항 제31호), 재보험(같은 법 제1114조), 자회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특정 사
업을 할 수 있는 권한(같은 법 제1714조), 자금적립약정(같은 법 제3222조)에서 규정한
종류의 사업과 그 사업에 필요하거나 적합하게 부수하는 다른 사업을 제외한 어떤 사업
도 해서는 안 된다(같은 법 제4205조).
46)

국가(연합)

법적 근거

1

미국

뉴욕주보험법 제4102조와 제4205조

2

일본

보험업법 제3조 제3항

3

영국

금융서비스시장법 규제대상사업령(the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2000 (Regulated Activities) Order 2001 (544/2001) 부칙 1

4

프랑스

5

독일

보험감독법 제8조 제1항의a

6

한국

보험업법 제10조

EC
7
EU

8

호주

보험법전 제321의1

제1생명보험지침 제13조 제1항
(1979년 시행, 2002년 폐지)
생명보험통합지침 제18조 제1항
(2002년 시행, 2016년 폐지)
제2 지급여력지침(Solvency Ⅱ) 제73조 제1항
(2016년 1월 1일 시행)
생명보험계약을 정한 1995년 생명보험법(Life Insurance Act 1995)과 손해
보험회사와 로이드사가 인수한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계약자의 이익과 잠
재적인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1973년 보험법(Insurance Act 1973)
이 별도로 존재함.

46) Society of Actuaries, Record of Society of Actuaries - All Lines Insurance
Operations, Vol. 3. No. 1., Society of Actuaries, 1977, p.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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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재산 · 특종 보험회사(property ․ casualty insurance company; 이는 우리의 손해
보험회사를 말한다)는 뉴욕쥬보험법 제28장 제4101조 제a항에 규정된 보험의 기본종목을
하나 또는 그 이상 인수할 권한을 가진 회사로(같은 법 제107조 제a항 제36호)., 1개 이
상의 보험 기본종목을 인수하기 위해 설립되고 허가받은 손해보험회사는 비기본종목의 인
수를 허가받을 수 있다(같은 법 제4102조 제b호).
한편, 상해 · 건강 보험(accident and health insurance)은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
사 모두가 영위할 수 있고 법률서비스보험, 급여보장보험도 마찬가지이다(같은 법 제
4205조, 제4102조 제b항, 제c항).
47)

3.

유럽연합(EU)

유럽연합(EU)는

1979

년에 시행되었던 제1생명보험지침(First

Council Directive

79/267/EEC of 5 March 1979 on the coordination of laws, regulations and
administrative provisions relating to the taking up and pursuit of the business of

제13조 제1항에서 유럽경제공동체(EEC) 회원국에서 생명보험
업과 손해보험업을 동시에 수행할 수 없다고 최초로 정한 이래로, 제3생명보험지침
(Third Life Insurance Directive, 92/96/EEC) 제16조, 생명보험통합지침(Directive
direct life assurance)

2002/83/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the Council of 5 November 2002

제18조에서 생손보겸영금지원칙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2지급여력지침[Directive 2009/138/EC

concerning life assurance)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5 November 2009 on the
taking-up and pursuit of the business of Insurance and Reinsurance (Solvency

에서도 이 원칙은 승계되어, 보험회사(insurance undertakings)는 생명보험업과
손해보험업을 동시에 영위해서는 안 된다고 정한다(제2지급여력지침 제73조 제1항).
다만, 예외적으로 기존의 생손보겸영 기업이 본점 소재지국의 결정에 따라 존치할 수
있도록 한다(같은 조 제5항). 또한, 생명보험회사 또는 손해보험회사는 상해 · 질병보
험의 겸영을 허용하였고, 이 경우 제74조에 따라 분리경영하도록 하였다(위 지침 제73
조 제2항).
이와 같이 제2지급여력지침에서 생손보겸영금지원칙을 정한 이유는 생명보험계약자
와 손해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또한, 하나의 보험회사가 생명보험업과 손해보
험업을 겸영하면 거대위험을 직면할 가능성이 높은 손해보험업의 손실이 생명보험업에
전가될 수 있다. 이에 생명보험가입자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 규정의 취지는 이런 연쇄
II)]

다만, 손해보험회사가 상해 · 건강보험을 영위하려면 화재보험, 해상 · 내륙해운보험, 선재배
상책임보험을 제외한 10개의 기본종목 중 1개 이상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같은 법 제4102조
제b항 제1호).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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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을 막기 위함이다.

48)

4.

일본

일본은 1900년 보험업법이 제정된 이래 동일한 보험회사가 생명보험업면허와 손해보
험업면허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하고 있다. 1995년 일본보험업법 전면개정에도 이
러한 기조는 이어졌고, 현재 일본보험업법(2010. 11. 19. 개정)은 보험업 면허를 생명
보험업과 손해보험업 2가지 종류로 하고(일본보험업법 제3조 제2항), 생명보험면허와
손해보험업면허는 동일한 자가 받을 수 없다고 정한다(같은 조 제3항).
일본은 1980년대 후반부터 자회사를 통한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가 상호 참여
논의가 시작되었다. 경제 또는 경쟁 정책적 관점에서 다른 업종에 서로 참여할 수 있도
록 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바람직하고, 구미보험감독법에서도 자회사를 통한 참여까지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지는 않다는 점에서 업무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다만,
모회사와 자회사가 회사법상 독립된 법인격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회사의 보험업
손실은 실제로 모회사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이는 생손보겸영을 금지하는 취지에 반하
게 되므로 모회사와 자회사 사이에서 보험업 수행에 따른 리스크가 차단될 수 있도록
여러 규제가 도입되었다. 1995년 보험업법은 보험회사의 건전성 확보, 자회사 방식
에 의한 생손보겸영 허용 등 규제완화, 공정한 사업 운영의 확보 등을 목적으로 전면
개정되어, 손해보험회사는 생명보험 자회사, 생명보험회사는 손해보험 자회사를 둘
수 있게 되었다. 자회사를 통한 생손보 사이의 상호진입이 자유롭게 된 것이다. 그
후 1998년에는 ‘금융시스템개혁을 위한 관련 법률의 정비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보험업법, 은행법, 증권거래법 등 각 금융업을 다룬 법률도 함께 개정하여 금융지주회
사가 은행, 보험회사, 증권회사를 자회사로 둘 수 있게 되었다.
49)

50)

51)

52)

53)

쪽 또한, 소비자보호를 위해 광범위하게 큰 규모의 상업적 위험인 거
대 위험을 소비재인 대중적 위험(mass risk)로부터 분리함으로서 비생명보험 관점에서 달성
된다(John Lowry/Philip Rawlings/Robert Merkin, Insurance Law: Doctrines and Principles,
Hart, 2011, p. 19).
49) 이홍무, “보험산업구조 선진화에 관한 연구”, 「생명보험협회 연구용역보고서」, 생명보험
협회, 2012. 12. 27., 432쪽.
50) 山下友信, 앞의 자문의견, 566-571쪽.
48) Purves, op. cit., 281 .

51) 久保英也, “再構築が求められる日本の生損保兼営グループの戦略 - 規制緩和後の日本の保険
グループの生産性評価 -”, 「保険学雑誌」第601号, 日本保険学会, 2008, 129-131頁.
52) 山下友信,
, 570-571 .
53)
, “
”,
, 55-56, 60-61 ;
, “
”, 「
」 13
1 ,
,
2014, 126-127, 143 .
,
·
(
,
, 71 ).
,

앞의 자문의견
쪽
맹수석 일본의 금융지주회사제도의 현황 앞의 논문
쪽 이효경 일본
금융지주회사제도의 현황과 법적 과제 경제법연구 제 권 제 호 한국경제법학회
쪽 다만 은행과 보험회사 사이에 지주회사 자회사를 둔 실제사례는
없다고 한다 맹수석 앞의 논문 쪽 금융지주회사는 생손보 융합형 상품이나 서비스를
공동으로 개발하고 이러한 상품을 공급할 수 있는 인프라를 공유하며 금융상품을 판매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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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우리나라와 외국의 생손보겸영금지원칙의 비교와 시사점

생손보겸영금지원칙은 단일한 법적 주체의 생손보겸영을 금지하는 것이다. 이러한
제한은 특히 생명보험영역에서 보험금 지급에 관하여 적립된 기금이 그 보험업과 무관
한 위험으로 위태롭지 않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전 세계적인 금융겸업화 추세
에도 미국, 영국, EU, 독일, 일본 등 주요 국가에서 생손보겸영금지원칙은 계속하여 유
지되고 있다. 이러한 주요 국가에서도 금융겸업화 경향에 부응하여 고객에게 생명보험
과 손해보험이 결합한 복합보험상품을 제공할 필요에서나 보험회사가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서로 상대영역의 보험종목을 취급할 필요가 생기는 등과 관련하여 생
손보겸영금지원칙을 폐지하거나 완화하려는 논의가 있었다. 특히, 미국과 일본의 경우
하나의 보험회사가 모든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모든 종목을 취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그러한 경우 보험회사의 리스크관리 측면에서 가능한 방안인지 여부,
보험계약자 보호에 소홀하지 않는 최선의 방식은 무엇인지 등에 관하여 오랜 기간 동
안 논의한 바 있고 결국에는 생손보겸영금지원칙을 폐지하지 않은 바 있다. 영국은
1979년 제1생명보험지침에서 일반보험업과 장기보험업을 분리하기 전에 이미 겸영하
는 보험회사는 계속하여 겸영할 수 있도록 하였지만, 일반보험과 장기보험의 분리회계,
분리경영, 자산의 분리사용 등을 통하여 각 보험영역의 계약자를 보호하는 조치를 두
고 있다. EU의 제2지급여력지침은 생명보험업과 손해보험업을 동시에 수행하는 겸영
보험회사는 생명보험업과 손해보험업으로 구성된 보험그룹에 상응하는 자본요건이 적
용되도록 하며(제2지급여력지침 (44)), 생명보험업과 상해․질병보험업을 겸영하는 보
험회사는 각 사업을 분리하여 경영하고 생명보험업에 적용되는 회계규정에 따르도록
한다(제2지급여력지침 제73조 제3항).
이러한 접근 방식을 통하여 보면 생손보겸영금지원칙에 관한 논의는 보험회사가 취급
하는 보험영역과 그에 따라 보험회사가 관리해야 할 리스크, 보험회사가 갖추어야 할
재무건전성 등을 모두 포괄할 수 있도록 접근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갖는다고 볼 수 있
다.
54)

Ⅴ.
1.

보험회사 지배구조와 생손보겸영금지원칙의 관계
개관

있는 다양한 채널을 지원하고 IT투자를 추진하였다(町田七重,

“生命保険と損害保険の融合化
と今後の課題”, 「郵政研究所月報」第162号, 総務省郵政研究所, 2002. 3., 59-60頁).
54) Stephen Lumpkin, “Risks in Financial Group Structures”, OECD Journal: Financial
Market Trends, 2011, p.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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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업 겸업 방식으로 하나의 금융회사 내에서 상이한 금융업을 영위하는 경우와지
주회사 또는 모회사와 자회사 방식으로 다른 금융업을 겸영하는 형태가 있다. 생손보
겸영금지원칙은 하나의 보험회사 본체 내에서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을 겸영할 수 없도
록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지주회사 체계 내에서 또는 모회사와 자회사로 생명보험회사
또는 손해보험회사가 존재하는 경우는 생손보겸영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어떠한 겸업형태에서도 생손보 사이에 위험 전이 방지, 이해상
충 문제 등 생손보겸영금지원칙의 기본 취지는 지켜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
에 아래에서는 지주회사 방식을 통한 생손보겸영금지원칙에 대하여 검토하며, 현행 금
융지주회사 체계를 검토하여 입법적 개선방안은 없는지 살펴본다.
2.

금융지주회사의 의의와 기능

금융지주회사와 보험지주회사 의의
금융지주회사란, 주식 또는 지분의 소유를 통하여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 또는 금
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를 금융지주회사가 단독으로 또는 특수관계자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11조 제1호 및 제2호)와 합하여 계열회사(공정거래법 제2조제3
호)의 최다출자자가 되는 것에 의하여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주식회사로,
① 1개 이상의 금융기관을 지배하고, ② 자산총액이 5천억 원 이상이고, ③ 금융위원
회의 인가를 구비한 회사를 말한다(금융지주회사법 제2조 제1항 제1호). 금융지주회사
는 순수지주회사로만 가능하다(금융지주회사법 제15조).
한편, 공정거래법에 따른 일반지주회사와는 달리 사업지주회사는 허용되지 않는다(공
정거래법 제2조 제2호 가목).
(1)

보험지주회사란, 보험회사를 포함하여 1개 이상의 금융기관을 지배하는 비은행지주회
사를 말한다(금융지주회사법 제2조 제1항 제6호의3, 제6호의2). 즉, 보험지주회사는 은
행과 은행지주회사를 소유하지 않는 금융지주회사이다. 보험지주회사도 기본적으로 금융
지주회사와 같은 기능을 한다. 특히, 보험지주회사를 통하여 보험업뿐만 아니라 자산운용
업, 신탁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을 수행하는 금융회사도 보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
험지주회사는 금융업 겸업을 통한 대형화가 가능할 수 있다.
지주회사의 기능
금융지주회사를 포함한 지주회사를 형성하는 가장 주요한 이유는 대형화를 통해 규모
의 경제를 실현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금융시장에 영향력, 정보력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자회사로 편입하는 것만으로 새로
운 사업에 진출할 수 있으므로, 사업을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것 보다 특정 사업부분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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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출하는 것이 쉽고, 실적이 좋지 못한 자회사는 지분매각으로 쉽게 정리할 수 있다.
또한, 하나의 금융기관이 할 수 없는 다양한 업무가 자회사를 통해 수행되므로 자회사
업무영역을 융합한 복합 상품의 개발이 수월할 수 있다.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사이에서
금융거래정보, 고객정보(금융지주회사법 48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 참조), 전산
시스템, 브랜드 등을 공유하여 상호협조나 제휴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금융상품을 교차
판매하거나 마케팅을 하여 시너지를 창출하여 금융지주회사 전체 차원에서 경영자원을 최
적으로 배분할 수 있다. 금융지주회사제도를 채택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금융지주회사
와 자회사 사이에 신용공여, 출자 등을 제한하는 차단벽(fire-wall)을 설치하여 자회사의
위험이 다른 자회사로 전이(risk contagion)되는 것을 막고 있다. 이를 전제로 금융지주
회사는 자회사를 통하여 고위험 · 고수익 사업을 적극적으로 영위할 수 있다.
금융지주회사방식에는 다음과 같은 단점도 있다. 금융지주회사는 지주회사라는 체계
상 여러 단계의 조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의사결정 과정, 경영지원 등 회사 경영
에 있어서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고, 그에 따라 각 금융회사의 생산성이 낮아질 수 있
다. 금융지주회사는 소규모 자본만으로도 자회사 지분을 소유하고 다수 회사를 지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금융지주회사에게 경제력 집중이 심화될 수 있고 금융지주회사의 경
영권이 남용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또한, 차단벽(fire wall)이 존재하더라도 여전
히 한 개 자회사가 가진 리스크가 금융지주회사로 전이되고 이러한 리스크로 인하여
다른 자회사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지주회사 전체가 부실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2007년에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AIG 그룹에 금융투자부문의 자회사였던 AIGFP
의 리스크가 그룹 전체로 전이되었고, 결국 AIG가 구제금융을 받게 되는 계기가 되었
다고 평가된다.
3.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 등 사이의 행위 규제

금융지주회사 내 자회사 등과 금융지주회사 사이 또는 자회사 등 사이에 내부거래가
있을 경우, 서로에게 위험이 전이될 수 있고 또한 경영위험이 증가될 수 있다. 이를 통
제하기 위하여 금융지주회사법은 금융지주회사 소속 자회사 등의 행위를 규제하고 있
다.
55)

55)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 (자회사 등의 행위제한)의 내용
원칙

예외
<신용공여 제한> 제48조 ①

1호

자회사 등이 자신이 속한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2호

해당 자회사 등이 속하는 금융지주회사의
다른 자회사 등의 주식소유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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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목. 해당 자회사 등에 의하여 직접 지배받는 회
사의 주식소유
나목. 다른 자회사등이 지배하는 외국법인의 주식

보험지주회사에 적용되는 자회사등 사이의 행위규제
보험지주회사 소속 자회사 등의 경우, 금융지주회사 소속 자회사 등에 적용되는 내
부거래제한 규정인 ① 보험지주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 제
1항 제1호), ② 자기자본의 10%를 초과하여 다른 자회사 등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같
은 항 제3호), ③ 자회사 등 사이에 신용공여 시 적정 담보확보의무(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① 대주주 등에 대한 거액 신용공여와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취득에 대한 절차
적 규제(금융지주회사법 제34조)는 보험지주회사에도 적용되고, ② 보험지주회사 소속
자회사 등이 보험지주회사와 거래를 함에 있어서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③ 자회
사 등이 보험지주회사 또는 자회사 등 사이에서 거래하는 경우 통상적인 거래조건과
(1)

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위험전이 방지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 해당 외국 법인의 주식소유
해당 자회사 등의 다른 자회사 등에 대한
3호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신용
공여 금지

대통령령(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27조 제4항)에
서 정한 기준 범위 내 신용공여

<자회사 사이에 신용공여 시 적정담보 확보 의무> 제48조 ②
동일한 금융지주회사에 속하는 자회사 등
② 사이에 신용공여 시 대통령령이 정한 기
준에 따른 적정담보 확보

자회사 등의 구조조정에 필요한 신용공여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불량자산 거래 제한> 제48조 ③

은행, 보험회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
융회사인 자회사 등 은 해당 자회사 등이
③ 속하는 금융지주회사 및 자회사 등으로부
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량자산 매입
금지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 등 사이에 또는 자회사 등
상호간에 불량자산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외의
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거래하는 경우 등 통상적인
거래조건과 비교하여 해당 금융지주회사 또는 자
회사 등에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불량자산 매
매금지. 다만, 자회사 등의 구조조정에 필요한 거
래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자회사 등의 금융지주회사 주식소유 제한 관련> 제48조 ⑤, ⑦

자회사 등의 해당 금융지주회사 주식소유
⑤
금지

자회사가 제62조의2제1항(주식교환 및 주식이전에
관한 특례) 또는 상법 제342조의2(자회사에 의한
모회사주식의 취득)에 따른 해당 금융지주회사의
주식 취득

자회사 등이 해당 금융지주회사 또는 해
당 금융지주회사의 다른 자회사 등의 주
⑦
식소유 시 그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금지

제1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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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하여 해당 보험지주회사에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자산을 교환 또는 매매, 신
용공여하는 것은 금지된다(같은 법 제36조 제3항). 또한, ④ 금융감독 당국이 금융소
비자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금융자회사 등에 대한 입점검사를 할 수 있고(같
은 법 제37조), ⑤ 자회사 등 사이에서 경영위험이 이전되거나 고객과의 이해상충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자회사 등 사이에 업무위탁을 제한한다(같은 법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19조의2).
보험업법 상 보험회사와 자회사의 거래제한과의 비교
보험회사가 자회사를 지배하는 경우 해당 보험회사는 자회사와 보험업법 제116조에
따른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즉, ① 자회사에 대하여 무상으로 자산을 양도하거나,
②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추어 해당 보험회사에게 뚜렷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매매 등
을 하는 행위, ③ 자회사가 소유하는 주식을 담보로 하거나 자회사가 다른 회사에 출
자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신용공여, ④ 자회사 임직원에 대한 대출을 할 수 없다. 또
한, 자회사를 지배하는 보험회사는 보험업법에서 정한 사항을 금감원에 보고하여야 한
다.
또한, 자회사의 대주주(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따른 최대
주주, 주요주주를 의미하고,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포함(보험업법 제106조 제1항 제4
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는 자기자본의 40%를 초과하지 않
아야 한다(보험업법 제106조 제1항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금융지주회사법과 비교하여 보면 보험업법은 자기자본의 40% 또는 총자산 2% 중
작은 금액의 범위에서 자회사에 대하여 신용공여할 수 있도록 하므로, 특히 총자산이
자기자본의 10% 보다 크다면 금융지주회사법 보다 허용범위가 확대된 결과를 낳는다.
또한, 보험업법에서 정한 특정한 경우(자회사가 소유하는 주식을 담보로 하는 신용공
여, 자회사가 다른 회사에 출자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신용공여)가 아닌 한 적정한
담보가 없어도 신용공여를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보험지주회사 소속 금융회사 사
이에 위험전이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높아졌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다. 참고로 독일보
험감독법은 그룹 전체 신용공여의 10% 이상을 동일한 투자대상에 집중되면, 리스크
현황에 대한 분기별 보고를 의무화하고 있다.
56)

(2)

57)

58)

4.

검토

보험업법 상 자회사란, 보험회사가 다른 회사(「민법」 또는 특별법에 따른 조합을 포함한
다)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총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여 소유하
는 경우의 그 다른 회사를 말한다(보험업법 제2조 제18호). 본 고에서는 보험회사의 자회사
보유에 대한 논의는 제외하였다.
57) 정재욱/이석호, “보험지주회사 규제 및 감독에 관한 연구”, 「한국경제의 분석」제15권 제1
호, 한국금융연구원, 2009, 166쪽.
58) 한정미,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규제현황과 법제개선방안”, 「경제법연구」제9권 제1호, 한국
경제법학회, 2010, 149쪽.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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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회사 또는 손해보험회사가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경우, 보험회사 본체
내에서 생명보험업과 손해보험업을 겸영하지 않도록 하는 생손보겸영금지원칙을 위배
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여전히 지주회사방식에 있어서도 지주회사와 자회사 사이에 위험전이, 이해
상충위험이 가장 중요한 문제로 제기된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하여 사내겸영과 차이
가 없다고 해석될 여지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주요 금융그룹은 지주회사 방
식을 선호하고 있고, 심지어 전통적으로 사내겸영방식을 채택하여 온 유럽에서도 지주
회사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고 이해된다. 이는 미국에서 1933년 글래스-스티걸법
(Glass-Steagall Act of 1933)시행 이래로 은행과 증권의 겸영을 막는 기관별 분리체
제가 하나의 이유가 되는 것으로, 법인격을 분리한다는 전제로 위험전이를 막기 위
한 여러 규제를 두어 금융업 겸업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같은 취지에
서 금융지주회사법, 보험업법 등은 보험회사가 상대 보험회사를 자회사로 지배하는데
따른 보험회사의 위험전이, 이해상충위험, 재무건전성 악화를 막기 위한 방지 체계를
두고 있다. 즉, 보험지주회사 소속 자회사 등 사이에서 ① 위험전이, 고객과의 이해상
충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업무위탁금지(금융지주회사법 제4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본문), ② 주식소유제한(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
제1항 제2호), ③ 불량자산매입과 매매제한(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 제3항), ④ 자회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원칙적 금지(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 제7항) 등을 통해서 자
회사 경영위험이 이전되는 것을 방지하고, 생명보험회사의 자산이 손해보험회사에 전
용될 위험을 막고 있다. 또한, 보험업법에서 정한 자회사 감독요건에 따라, 보험회사는
⑤ 자회사의 자산운용비율 한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같은 조 제4항, 같은 법 시행
령 제59조 제3항,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6호). ⑥ 보험회사와 자회사가 거래하는
경우 보험회사가 자회사와 불리한 조건으로 자산거래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보험업
법 제116조), ⑦ 자회사에 관한 보고의무를 부과한다(보험업법 제117조).
한편, 생명보험회사 또는 손해보험회사가 보험지주회사체계 내에서 자회사와 손자회
사 관계에 있으면 이익을 누릴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① 보험지주회사 자회사의
임직원은 손자회사의 임직원을 겸직할 수 있고(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0
조 제4항 제1호), ②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한 금융업 또는 금융업 영
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의 위탁으로 업무 집중이 가능할 수 있다(금융지주회사
법 제47조 제1항). 또한, ③ 공동광고를 하거나 전산시스템, 영업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시설의 공동사용(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8항),
④ 금융지주회사, 자회사 등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거
래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신
59)

김홍기, “개정 금융지주회사법의 주요내용과 관련법제의 개선방향”, 「연세 글로벌 비즈니
스 법학연구」제12권 제1호,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10, 52쪽.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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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정보를 고객 분석과 상품 및 서비스의 개발 등 고객에게 상품 및 서비스를 소개하거
나 구매를 권유하는 업무가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부 경영관리상 업무에 이용할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2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2 제1항).
이러한 점에서 금융지주회사 방식은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 사이에 업무영역
에 관한 다툼을 해소하면서도 생손보겸영금지원칙을 위반하지 않고 겸영 이익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과거 일본에서도 생손보겸영을 허용할지에 대한 긴
논의 끝에 지주회사체계를 허용하게 된 것도 같은 이유에서라고 할 수 있다.
입법적 개선방안

5.

생명보험회사 또는 손해보험회사인 자회사의 상대 보험회사를 손자회사로 지배
금지 문제
금융지주회사법은 보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보험회사가 생명보험업 보험종목 전부를
영위하면 손해보험업 보험종목 전부를 영위하는 보험회사를 지배할 수 없도록 하고(금
융지주회사법 제25조 제1항 제3호 가목), 손해보험업 보험종목 전부를 영위하는 자회
사는 생명보험업 보험종목 전부를 영위하는 보험회사를 지배할 수 없도록 한다(같은
호 나목). 이는 근본적으로 생손보겸영금지원칙을 반영한 입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생명보험회사 또는 상대 보험회사의 주식을 그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5% 이내에서 소유하고 있거나(보험업법 제109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서 자회사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보험업법 제2조 제18호, 제115조 제1항 제1호, 금융
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마목) 그 생명보험회사 또는 손해보험회사
의 최다출자자가 보험지주회사가 되면, 자회사인 그 생명보험회사 또는 손해보험회사
는 상대 보험회사인 자회사를 지배할 수 없다고 해석되므로 15% 이내에 취득한 주식
또는 15%를 초과하여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여야 할 수 있다. 이는 보험회사의 최다출
자자가 보험지주회사가 되는데 방해요인이 될 수 있다. 또한, 보험업법에서 허용되던
겸영이 지주회사체제로 전환될 경우에는 오히려 인정되지 않고 업무범위가 축소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1)

60)

입법적 개선방안
보험지주회사의 보험회사인 자회사가 자신의 상대 보험회사를 손자회사로 지배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금융지주회사법 제25조 제1항 제3호 가목, 나목)은 금융지주회사
의 원활할 설립을 막을 수 있다. 또한, 보험업법에서 보험회사가 자산운영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의 승인 없이 보험회사 등의 주식을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
수의 15% 이내에서 취득할 수 있도록 하거나(보험업법 제109조), 금융위원회 승인을
(2)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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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광운, 앞의 책, 41쪽.

얻어 보험회사의 주식을 15% 초과 취득하여 자회사로 지배할 수 있도록 한 것(보험업
법 제116조)을 금융지주회사법에서 무시하는 결과를 생길 수 있다.
이에 보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다른 보험회사 또는 비금융회사의 지배에 관하여는
보험업법에 따르도록 하고, 상대 보험회사를 손자회사로 지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
다고 생각한다.
또한, 금융지주회사법에서 생손보겸영금지원칙을 반영하여 보험회사인 자회사의 손
자회사 지배를 금지하였다면 그 자회사가 상대 보험회사를 손자회사로 지배할 수 있도
록 손자회사의 범위를 확대하면서도, 동시에 금융지주회사법에서 보험지주회사 외의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행위에 적용되는 규제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즉, 보험지주회사의 경우 자회사 등의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신용공여금지(제48조 제1
항 제1호), 자회사 등의 같은 금융지주회사 소속 다른 자회사 등에 대한 일정금액 이
상의 신용공여제한(제48조 제1항 제3호), 담보확보 규정(제48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데(법 제36조 제2항), 보험회사인 자회사의 손자회사 지배범위를 확대하면서 이러
한 거래제한규정을 보험지주회사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이를 통
하여 보험지주회사 시스템 내 자회사 등 사이에 불공정하거나 왜곡된 거래를 막고 보
험계약 관련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예방할 필요가 있다.
앞서 검토한 내용을 바탕으로 제시하는 입법적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61)

표> 금융지주회사법 개선방안

<
현행

개정안 제안

제25조(자회사의 다른 회사 지배 등)

제25조(자회사의 다른 회사 지배 등)

① 보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보험회사는 제

① 보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보험회사는 제

1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1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제외한 다른 회사를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제외한 다른 회사를

지배할 수 있다.

지배할 수 있다.

1. 비금융회사(「보험업법」 제115조에 따라

1. (삭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소유하는 회사를
제외한다)
2. 제2조제1항제5호가목 및 다목의 금융기

2. (좌동)

관(이하 이 장에서 "은행등"이라 한다)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회사

3. (삭제)

가. 자회사인 보험회사가 생명보험업의 보
험종목 전부를 영위하는 경우: 손해보험업의

개별적인 금융업법과 금융지주회사법이 일치하지 않고, 전혀 성격이 다른 은행지주회사와
보험지주회사를 하나의 법체계로 규율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개
별 금융지주회사는 미국, 일본과 같이 개별 금융업법에서 정하여, 은행지주회사를 규제하는
법규와 보험지주회사를 규제하는 법규는 그 체계를 달리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시된다.
보험지주회사에 대한 규제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 지주회사와 자회사 사이에 이해상충을 막
아 보험계약자를 보호하는데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지광운, 위의 책, 246-248쪽).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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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종목 전부를 영위하는 보험회사
나. 자회사인 보험회사가 손해보험업의 보
험종목 전부를 영위하는 경우: 생명보험업의
보험종목 전부를 영위하는 보험회사

제36조(신용공여한도 및 자회사등의 행위제

제36조(신용공여한도 및 자회사등의 행위제

한에 대한 특칙)

한에 대한 특칙)

①

비은행지주회사등(다른

비은행지주회사에

① 좌동

의하여 지배받는 금융지주회사는 제외한다. 이
하 이 항에서 같다)의 동일차주(「보험업법」 제
2조제15호에 따른 동일차주를 말한다) 및 동일
한 개인이나 법인 각각에 대한 신용공여의 합
계액은 제45조에도 불구하고 비은행지주회사등
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비은행지주회사
등이 제45조제1항 단서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비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등에 대하여는

②(삭제)

제48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2항을 적용
하지 아니한다.
③ 비은행지주회사등은 대주주 또는 다른 자

③(좌동)

회사등과 거래를 함에 있어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그 외의 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거래하는 경우 등 통상적인 거래조건과 비교
하여 해당 비은행지주회사에 현저하게 불리
한 조건으로 자산을 매매 또는 교환하거나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Ⅵ.

결론

생손보겸영금지원칙은 하나의 보험회사 내부에서 생명보험업과 손해보험업을 겸영할
수 없다는 원칙으로, 보험업법에서 생손보겸영금지원칙을 정한 이유는 생명보험과 손
해보험이 담보하는 위험의 성질이 본질적으로 다르고, 겸영으로 인하여 하나의 보험에
서 발생한 위험이 다른 보험으로 전이되어 발생할 수 있는 보험회사의 파산을 예방하
고 보험계약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나아가 전체 금융시스템의 안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즉, 상이한 위험영역을 하나의 보험회사가 한꺼번에 인수하여 운영함으
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막을 필요가 있으며, 생손보겸영으로 얻을 수 있는
효용성이 생손보겸영금지를 능가하지 않는다는 법리적,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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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손보겸영금지원칙에 관한 해외 주요 다른 나라는 각국의 보험업 수행 관련 법령에
서 생손보겸영금지원칙을 명시하거나, 생손보겸영금지원칙에 근거하여 생명보험과 손해
보험을 구분하여 보험업을 영위하도록 한다. 이러한 점에서 생손보겸영금지원칙은 국제
적인 정합성을 갖는다. 과거 미국과 일본에서는 보험회사의 대형화, 겸영화를 추구하면
서 생손보겸영금지를 완화하려는 논의가 있었으나,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별 리스크 관
리 대책,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계약자 사이에 이해상충문제, 계약자 보호조치 등에 있어
서 적정한 해결책을 찾지 못한바 있다. 특히, 위 국가에서의 상해보험과 질병보험 취급
은 우리나라와 다른데 대부분의 나라는 손해보험종목 중 하나로 상해보험과 질병보험을
명시하면서, 손해보험회사는 손해보험종목에 명시하여 취급하며, 생명보험회사는 업무부
수성에 근거하여 취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미국, 영국, EU 등). 독일은 생명보험, 손
해보험과 독립하여 질병보험만 취급하는 보험회사가 별도로 있다. 즉, 생손보겸영금지원
칙은 상해보험과 질병보험 취급에도 준수되고 있으며, 상해보험과 질병보험을 취급함을
이유로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고유한 영역까지 취급할 수 있도록 하지 않는다.
금융겸업화를 통한 금융회사의 대형화라는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도 생손보겸영금지원
칙은 여전히 보험업의 근간이며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보험법리이다. 다만, 우리나라에서
의 생손보겸영금지원칙을 둘러싼 생손보 업계의 논란을 고려하여 볼 때, 불필요한 논쟁
을 지양하면서도 생손보 겸업화를 통한 효용성을 거두는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이에 금융겸업 형태 중 지주회사 방식을 통해 생손보 겸영을 고려할 수 있다. 금융지
주회사 체계 내에서 자회사로 생명보험회사 또는 손해보험회사를 두는 것은 생손보겸영
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특히,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금융지주회사 내 생명보험회
사와 손해보험회사는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 관계에서 임원겸직, 업무위탁, 고객정보공유
등을 통하여 복합 상품 개발, 종합적인 보험서비스 제공 등이 이뤄질 수 있다. 다만, 금
융지주회사 소속 자회사 등은 금융지주회사 또는 자회사 등과의 거래로 인한 이해상충,
위험 이전을 방지하기 위해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현행 금융지
주회사법에서 보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보험회사가 상대 보험회사를 손자회사로 지배할
수 없도록 한 규정(금융지주회사법 제25조 제1항 제3호 가목, 나목)을 삭제하여 보험지
주회사가 지배할 수 있는 손자회사의 범위를 넓히면서도, 보험지주회사 소속 자회사, 손
자회사 등에 대하여 신용공여한도, 행위제한이 적용되지 않도록 한 규정(금융지주회사
법 제36조 제2항)을 삭제하여 보험지주회사의 재무건전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개정의
견을 제시하였다.
생손보겸영금지원칙을 위반하지 않으면서도 보험회사 업무 수행을 둘러싼 쟁점 해결
에 도움이 되는 방안과 관련하여서는 살펴보아야 할 여러 가지 논점들이 여전히 산재
하고 있다. 앞으로도 이에 관한 다양한 연구가 지속되어 보험제도의 발전과 영속을 도
모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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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보험 판매채널은 전통적으로 보험설계사라고 하는 대면채널 중심으로 발전해왔다. 또 다
른 비대면채널로서 보험중개사는 대기업과 대형 제조공장을 비롯하여 선박과 항공기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을 주로 담당한다. 기업성 일반보험은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천문
학적인 배상규모를 동반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물건의 리스크를 관리, 분석함에 있어서
전문성이 요구되는 보험중개사가 담당한다. 보험가입자 입장에서 대면채널로서 보험설계
사는 보험 상품에 대한 설명과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장점이다. 전
속 보험설계사는 생명보험회사나 손해보험회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회사의 상품
만을 판매하는 것으로 출발하였지만, 현재는 전속 보험설계사라 할지라도 하나의 회사를
선택하여 생명보험은 손해보험을, 손해보험은 생명보험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
편, 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는 여러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상품 판매가 가능하다. 이러한
보험설계사는 자동차나 질병 또는 상해 등의 가계성 보험 영역을 담당한다.
소비자

편의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면서

은행에서

보험을

판매하는

방카슈랑스

(Bancassurance), 여러 보험상품에 대한 판매를 취급할 수 있는 독립대리점(General
Agency)의 출현하게 되었고, 밀레니얼(Millennials) 세대1)의 등장과 모바일과 인터넷의
보급은

TM(Tele

Marketing)과

CM(Cyber

Marketing)

채널

및

홈

쇼핑(Home

Shopping) 채널이라는 비대면채널을 점증시키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대면채널에서 신기술 발전으로 인하여 발전하고 있는 비대면채널의 성장
과 문제점 및 발전방안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II. 대면채널과 비대면채널의 발전
1. 대면채널의 유형과 발전
우리나라 판매채널을 들여다보면 1958년까지는 본사 임직원을 중심으로 출장모집제를 운
영하였고, 1962년까지는 남성을 위주로 한 단체보험모집 조직형태를 띠고 있었다. 여성
을 중심으로 하는 개인보험모집이 출현하는 시기는 1960년 중반이다.2) 1997년 독립대리
점(GA: General Agency)이 출현하기 전까지 판매채널은 전속설계사 중심으로 운영되는
모습이었다. 판매채널 다변화 이전인 1997년까지는 생명보험회사의 설계사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시장의 점유율이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1997년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1) William Strauss와 Neil Howe는 「Generations : The History of America’s Future)」에서 이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하였다. 1980년대 초~2000년대 초에 출생한 세대를 가리키고 있다.
2) 정원석·김석영·정인영, “비대면채널 활용을 위한 규제 개선방안”, 보험연구원 연구보고서 2019-1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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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비용·저효율로 인식된 전속설계사 채널에 대한 구조조정이 단행되었고, 이 때 해촉된
전속보험설계사들은 전속대리점을 설립하였지만, 이후 대리점들이 복수 보험회사의 상품
을 취급하면서 현재의 독립대리점 형태로 발전하였다.
보험중개사는 독립적인 지위에서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사이에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
한다(보험업법 제2조 제11호). 보험시장에서 보험중개사는 우리나라에서 그리 많은 수를
점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보험중개의 방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3) 주요 선진
국가들의 경우 보험중개사 제도가 이미 정착되어 그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다. 보험중개
사가 우리나라에서 도입된 것은 1997년이다.
방카슈랑스가 허용된 것은 2003년이다. 은행, 증권 등 금융회사에서 보험을 판매하는 이
방카슈랑스는 은행에서 보험을 판매한다는 신뢰성과 대출 등 연계상품 판매 등의 장점을
활용하여 보험의 중요한 판매채널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방카슈랑스는 손해보험의 영역
에서보다 생명보험의 영역에서 두드러지게 약진하고 있다.4) 복수 보험회사의 상품을 취
급하는 방카슈랑스 채널의 경우 은행이나 증권회사가 보험판매에 대한 영향력을 갖게 때
문에, 판매하는 직원의 상품 설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이러한 구조로 인하여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을 추천하기 보다는 자신의 회사에 속하는 계열 보험회사의 상품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나타나게 된다. 또한 수수료가 높은 상품만을 추천하는 소비자선택의
왜곡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부작용을 위하여 방카슈랑스 채널의 경우 특정 보험
회사의 점유율이 판매액 기준으로 전체의 25% 초과가 금지된다.5)

2. 2000년대 이후 비대면채널
고객의 얼굴을 직접 보는 것이 아니라 전화나 인터넷 또는 TV를 통하여 보험을 판매하
는 비대면채널이 출현하였다. 이러한 현사이 두드러진 것은 2000년대 이후로 볼 수 있
다.
1) TM
TM(Telel Marketing)채널은 TM설계사가 DB를 활용해 잠재고객에게 전화를 걸어 보험

3) 전우현, “보험중개인의 권한과 보험계약자에 대한 관계”, ｢보험법연구｣ 3, 한국보험법학회, 1999, 145면
이하.
4) 생명보험의 경우 시장점유율을 보면 2018년 현재 계약건수 기준으로 18.1%에 이르며, 초회보험료 기준으
로는 49.7%에 이르고 있다.
5) 보험업법 시행령 제40조(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영업기준 등) ⑥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기관만 해당한다)이 모집할 수 있는 1개 생명보험회사 또는 1개 손해보험
회사 상품의 모집액은 매 사업연도별로 해당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신규로 모집하는 생명보험회사 상품
의 모집총액 또는 손해보험회사 상품의 모집총액 각각의 100분의 25(제7항에 따라 보험회사 상품의 모집
액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3)를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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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판매하는 아웃바운드(Out-bound) 채널과 고객이 보험회사 콜센터로 전화를 걸어 보
험에 가입하는 인바운드(In-bound) 채널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TM 채널에서 인바운
드(In-bound) 형태로 판매되는 대부분의 보험상품은 홈쇼핑 등을 통해 모집한 계약으로
실질적으로는 아웃바운드(Out-bound) 형식이라는 점에서, TM 채널은 사실상 아웃바운
드(Out-Bound)가 주요 보험가입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아웃바운드(Out-Bound) 위주의 TM을 통해 보험에 가입한 소비자들의 연령분포를 살펴
보면 40대 이하 비율은 낮은 반면, 50대 이상자의 비율은 73%로 매우 높다. 이는 TM
채널 도입 당시 신채널이라 불리며 새로운 판매방식을 젊은 층이 주로 이용할 것으로 예
상되었던 것과는 차이가 있으며, 전체 보험가입자의 연령분포와 비교해 보아도 고연령층
의 가입이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은 40대 이하 계층은 휴대폰 등을 통
한 전화번호 식별기능을 활용해 보험회사의 전화는 잘 받지 않아 통화 연결률이 높지 않
고, 통화를 한다 해도 계약체결까지 이어지는 비율은 매우 낮기 때문으로 보인다.
TM을 통한 보험 가입자 비율이 연령이 낮을수록 낮다는 점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젊은
소비계층이 기존 소비계층을 대체해 나갈수록 TM을 통한 보험판매가 더욱 어려워질 것
을 의미한다.
2) CM
인터넷 사이트 등에 정보제공을 동의하거나 마케팅 활용에 동의한 경우에 전화를 걸어서
보험가입을 모집하게 된다. CM(Cyber Marketing)은 컴퓨터라고 하는 통신환경을 통하
여 소비자와 보험회사가 상호 소통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홍보활동을 말한다. 온라인 디
지털 매체인 가상공간에서 상품과 서비스 등의 교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 이러한 사
이버 마케팅의 발전은 1990년대 들어 PC통신이나 인터넷 등의 보급이 중요한 계기를 제
공해 주었다.
CM의 경우 대부분의 가입자가 자발적으로 보험에 가입한다. 온라인 보험 가입자의 연령
분포는 40대 이하가 82.5%를 차지하여 주류를 이루어 CM 채널과 함께 비대면채널이라
불리는 TM과도 큰 차이를 보인다. 특히 기술이 발달하여 온라인을 통한 보험을 가입하
는 것이 더욱 간단하고 쉬워질 경우 온라인으로 가입 가능한 상품과 고객의 숫자는 더욱
빠르게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TM 채널과 CM 채널 가입자의 연령분포를 고려하면 미래
비대면채널은 CM 혹은 CM을 기반으로 기술과 결합한 인바운드(In-Bound) 위주의 비대
면채널로 재편되는 것은 필연적인 변화로 보인다.
3) 홈쇼핑
가정에서 물건을 구입한다는 의미를 가진 홈쇼핑(Home Shopping)은 1980년 중반 미국
에서 ‘Home Shopping Network’라고 하는 CATV 홈쇼핑회사가 설립된 이후 CATV 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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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을 대신하게 되었다.6) 이러한 쇼핑 형태로는 카탈로그나 신문잡지를 통한 통신판매
가 있고, 인터넷웹 홈쇼핑과 홈쇼핑 비디오케이블 TV 홈쇼핑 등이 있다.
케이블TV 홈쇼핑은 케이블TV라고 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물건을 판매하는 새로운 유통
사업에 해당한다. 일반적인 상품이 배송과 제고 등의 문제를 동반하지만, 보험상품은 이
러한 배송 비용이나 재고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 또한 홈쇼핑회
사는 보험회사와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러한 상품을 판매하는 대리점
에 해당되어, 시간당 광고비용과 함께 계약체결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받게 된다.

3. 비대면채널의 시장 분석
TM, CM, TV 홈쇼핑 등의 비대면채널은 2000년 이후 ‘신채널’이라는 이름으로 대면채
널, 방카슈랑스와 함께 보험 판매채널의 주요한 형태로 성장이 예상된 바 있었다. 그러나
2017년 기준 비대면채널에서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영업실적은 그리 좋은 편이 아니
다.7) 즉, 비대면판매채널의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은 단순하면서도 상품의 이해도가 낮은
경우에 판매 비중이 높은 편이다. 비대면채널 비중의 경우 TM채널 비중이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8) 생명보험의 경우에는 2012년을 최고점으로 정체 또는 마이너스 성장
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비대면채널은 TM 채널을 위주로 가격 부담이 크지 않은 틈새 상품과 소비자의 위험인식
이 높은 상품을 중심으로 판매하면서 성장하였다. 생명보험의 경우 2014년 비대면채널의
초회보험료와 점유율이 크게 하락한 이후 회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는 2014년
일어난 카드사 및 통신회사 개인정보 유출사건 등으로 인한 개인정보 보호 강화 등 규제
강화가 영향을 미쳤다.9) 손해보험의 경우에는 비대면채널이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비대면
채널을 통해 판매된 손해보험 원수보험료가 전체의 12%를 점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
다.
손해보험의 경우 역시 규제강화가 비대면채널 성장에 영향을 미쳤겠지만, 니즈환기와 상
품설명의 필요가 적어 가입자 스스로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은 자동차보험에서의 비
대면채널 확대가 전체 손해보험 비대면채널 성장을 이끌었다고 볼 수 있다. 자동차보험
의 경우 2012년 28.3%였던 비대면채널 점유율이 2018년에는 37.4%까지 증가하였다.
비대면채널 점유율 변화의 또 다른 특징은 CM 점유율의 증가를 들 수 있다. 생명보험의
경우 CM 채널 점유율은 아직 낮은 수준이나 2013년 0.01% 수준에서 2017년 0.09%로
6) 안철경, “홈쇼핑 보험판매의 최근 동향과 시사점”, KiRi Weekly 2010년 5월 10일자, 보험연구원, 2면.
7) 생명보험은 초회보험료 기준으로, 그리고 손해보험은 원수보험료 기준으로 비대면채널은 각각 1.4%,
12.1%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8) 안철경·정인영, “보험회사의 비대면채널 활용 현황과 시사점”, ｢포커스 KiRi 레포트｣, 보험연구원, 2018.
8. 27, 1면.
9) 유주선, “개인정보유출 사고로 인한 개인정보보호 강화 및 정보유출배상책임보험의 도입 필요성-TM의 판
매채널을 포함하여-”, 경기법조 제23호, 경기지방변호사회, 2016, 487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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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배 증가하였다. 손해보험 역시 2010년 0.5% 수준이던 점유율이 2017년 3.5%로 7배 증
가하였다. 특히 자동차보험의 경우 CM 채널을 통한 가입률이 TM과 비슷한 수준에 이르
렀다. 이는 니즈환기 및 보험상품에 대한 설명 필요가 적은 자동차 보험의 경우 소비자
가 스스로 상품을 찾아 비교 후 가입하는 경우가 증가하였고, 이로 인해 CM 채널의 역
할을 무시할 수 없게 되었다.
자동차보험을 비롯하여 손해보험 영역의 경우 TM채널과 CM채널의 주목할 만한 성과와
앞으로의 약진을 기대할 수 있겠으나, 생명보험 영역의 경우는 전반적으로 그리 전망이
밝지 않은 모습이다. 특히, 생명보험의 경우에 비대면채널의 성장이 부진한 이유는 손해
보험의 경우와 같은 정형화된 상품이 아니라 상품의 구조, 비용 및 급부 등에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면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III. 비대면채널의 정착과 규제 완화
1. 비대면채널 육성을 위한 제도 구축
1) 통신판매 자율규제 방향: 2000년~2009년
자동차보험 직판 및 홈쇼핑 보험판매가 시작된 2003년 전후부터 2010년까지는 비대면채
널 정착 초기 단계로 제도 정착과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혹은 모범규준을 마련하는
등 비대면채널 육성을 위한 제도가 구축되었다.
비대면채널 특성상 가입자를 직접 만날 수 없기 때문에 보험판매 시 유의사항을 다룬
‘통신판매 모집 시 준수사항’을 2000년 신설하였으며, 2003년에는 통신판매를 활용한 계
약이 가능하도록 자필서명 면제요건을 신설하고 2005년에는 이를 확대하였다.
통신판매는 자율규제 형태로 규율되었는데, 2006년에는 『보험통신판매 가이드라인』이,
2020년 9월 1일부터 『통신판매업무 모범규준』이 도입되었다. 『통신판매업무 모범규준』에
서는 통신판매 업무인 계약 권유, 청약, 체결 등의 단계에 따라 보험안내 자료를 제공하
도록 하였고, 음성녹음의 내용을 확인해야 하는 등의 프로세스를 명확히 하는 작업을 하
였다. 또한 통화내용 품질 모니터링(QA: Quality Assurance) 및 완전판매 모니터링(해
피콜)의 실시비율, 방법 및 절차를 강화하였고, 통신판매 과정 중 준수해야 할 사항과 금
지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불완전판매에 따른 소비자 권리사항 안내 의무화, 통신판매 채
널의 수수료 지급기준 등을 규정하였다.
TM의 경우 당국은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전화를 통한 보험판매 시 보험모집 전 과정을
음성녹음(녹취) 하는 등 증거자료 확보 유지의무를 2006년 11월 신설하고, TM을 통한
청약의 경우 청약 철회도 통신수단으로 가능하도록 제도를 2007년 4월에 마련하였다.
홈쇼핑 보험판매의 경우 자율규제로 과장광고 방지를 위해 광고를 하는 경우에 필수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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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안내해야 할 사항 및 금지해야 할 사항 등의 『보험상품 판매광고 가이드라인』을
2006년 6월 1일 마련하였고 이를 토대로 생명･손해보험협회가 『보험상품 광고･선전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광고를 심의하였다.10)
2) 불완전판매 해소 방안 강구: 2010년~2017년
전화를 활용한 판매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대중화된 이후에는 소비자보호를 위한 규제가
강화되었다. 2010년 보험상품 불완전판매비율 공시 결과, TM과 홈쇼핑 등 비대면채널의
불완전판매비율이 높게 나타나자 감독당국은 비대면 영업행태 검사를 시행하는 등 불완
전판매비율을 낮추기 위한 관리 감독에 나섰다.
주요 조치로는 홈쇼핑 보험판매의 경우 감독당국이 이미 2006년 2월 16일 과장 광고 실
태 점검 등 검사를 실시하여 과장광고 사례를 적발한 바 있지만,11) 특히 2014년 10월
13일 TV 홈쇼핑을 통한 보험상품 과장광고 실태점검 결과 및 홈쇼핑의 경우 불완전판매
로 인한 소비자가 겪는 피해의 사례와 제도를 개선하고 이행한 상황을 점검하였다.12)
2012년과 2014년 두 번에 걸쳐 금융당국은 TV 홈쇼핑 보험판매에 대한 일제 기획과 기
동 검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신용카드사의 경우 보험판매 계약을 맺은 신용카드사 소속
보험대리점의 TM 영업행태 검사,13) 2015년 5월~6월에 걸쳐 불완전판매비율이 높은 TM
상품에 대한 표본 검사 등을 실시하였다. 소비자보호가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홈쇼
핑 보험판매의 경우 『보험판매 방송개선을 통한 소비자보호 방안』 및 『홈쇼핑사 불완전
판매 근절방안』을 마련하는 등 본격적으로 홈쇼핑 보험판매에 대한 규제를 보완하였다.
2010년에 보험상품 광고･선전 규정(자율규제)를 개정하여 광고 시 필수안내사항을 명확
화 하였으며, 판매방송 관련 규정 위반 시 제재금을 3천만 원 이하에서 5천만 원 이하로
강화하였다.
2012년에는 홈쇼핑방송 사전심의를 강화하여 ① 복잡한 보험상품은 협회가 사전심의(녹
화)하고, ② 생방송 시 보장내용, 지급제한 사항 등 방송에서 사용하는 자막 및 필수안내
고지에 대한 사전 심의를 도입하였으며, ③ 방송 등에서 보험상품을 설명하는 자는 보험
판매자격을 취득하도록 하였다. 또한 ④ 홈쇼핑 회사 소속 보험대리점이 협회에 직접 심
의를 신청하고, 규정 위반 시 제재대상이 되도록 하는 등 방송관련 규정을 정비하였다.
2016년에는 보장내용과 지급제한 사항의 음성안내횟수를 동일하게 하고, 사전심의 범위
를 신문기사, 통계자료까지 확대하였다. 2017년 1월부터는 불완전판매비율 감축목표에
미달하는 홈쇼핑사의 보험판매는 광고형태로 사전녹화로 전환하는 기준을 마련하였다.
10) 2010년 보험업법 개정에서 보험상품 판매광고를 하는 경우에 준수해야 할 사항과 금지해야 할 사항을
규정함과 동시에 위반하는 경우에 문책 등 행정적인 조치와 과징금에 대한 부과 등을 취할 수 있도록 보
험상품 과장광고 감독 및 제재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를 종합하면 제도 도입 초기에는 비대면채널 영업의
제도적 기반 마련과 함께 소비자를 보호를 위한 제도를 수립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1) 2006년 2월 16일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12) 2014년 10월 13일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13) 2012년 7월~2013.7월: 2014년 7월~2014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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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M채널과 개인정보 유출 문제
2014년 1월 카드사 개인정보유출 사고 발생 이후 국민의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개인정보 활용을 영업활동의 기반으로 삼는 비대면채널에 대한 규
제가 강화되었다. 사건 발생 직후 2014년 1월 24일 개인정보 유통 및 활용을 차단하는
조치가 시행되었으며 3월 10일에는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이 시행
되었다. 이러한 규제의 연장선상에서 2014년 4월 1일 『비대면 보험영업에 대한 가이드라
인』이 시행되었다.
가이드라인에서는 비대면으로 보험 영업 시 준수사항으로 주로 적법한 고객정보의 활용,
문자 전송이나 전자메일 또는 전화를 통하여 보험을 모집하거나 대출을 권유하는 행위의
기준 등을 제시하였다. 이후 가이드라인에서 규정하고 있던 표준상품설명대본 작성의무,
통화내용 품질보증모니터링제도(QA: Quality Assurance), 완전판매모니터링 제도, 판매
방송에 대한 대가 지급방식을 광고비가 아닌 모집수수료 형태로 규정 등 대부분의 통신
판매 및 광고규정은 2014년 4월 15일 감독규정에 편입되었다. 따라서 비대면채널 성장
기 규제의 흐름은 TM, 홈쇼핑 등 비대면채널 성장으로 인한 소비자 보호 및 개인정보
관련 이슈 등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규제 강화로 요약할 수 있다.

3. 최근 동향
최근까지도 보험소비자 보호의 핵심 이슈로 보험상품 비대면채널 불완전판매가 부각되면
서 감독당국은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선방안’ 중 하나로 비대면채널 소비자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을 선정하고 이를 추진하였다. 대표적인 소비자보호제도로 금융소비자가
편리하게 상품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불완전판매 때문에 발생하는 피해 예
방을 위한 『전화･인터넷･홈쇼핑 등에 대한 금융상품 판매관행 개선』을 들 수 있다.
2017년 말 금융소비자권익제고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2018년 6월 18일에 『TM 채널 판
매관행 개선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시작으로 하여,14) 동년 9월 1일15)과 12월 1일16)에
걸쳐 TM 판매채널 관행을 개선하였고, 2019년 1월 1일에는 고령자에 대한 청약철회기간
을 30일에서 45일로 연장하였다.

14) 주요 내용으로는 ‘과도한 보장안내 제한, 설명의 강도·속도 유지 여부 점검’, ‘녹취내용 확인 안내 개선(1
회에서 3회로, 안내수단 다양화)’, ‘「TM상품 설명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들 수 있다.
15) 주요 내용으로는 ‘TM모집 시 등의 사실(개인정보 취득경로) 안내 개선’, ‘상품내용 이해 여부 확인 방식
개선(’일괄질문‘에서 ’개별질문‘으로)’,‘고령화 맞춤형 보험안내자료(큰 글자, 그림 활용) 제공 및 통화품질
모니터링’, ‘TM설계사 교육 강화’ 등을 들 수 있다.
16) 특히, 복잡한 상품 등에 대해 보험가입 권유 전 상품요약자료를 미리 제공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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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월 1일부터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금융클라우드를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전까지는 비중요정보만 클라우드 사용이 가능했으나 2019년부
터는 개인신용정보와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중요 시스템도 클라우드 이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2018년 12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을 제정하였는데, 동 특별법은 크게 보면 혁신금융서
비스지정제도(금융규제 샌드박스),17) 규제신속확인제도18) 및 지정대리인제도19) 등 세 영
역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특히, 2019년 4월부터 금융규제 샌드박스가 시행되어 새로
운 상품의 가입이 가능해져, 고객이 스스로 보험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가입
(On)과 해지(Off)를 할 수 있는 ‘스위치보험’(혹은 On-Off 보험)이 개발되어 판매되고 있
는 상황이다.20) 이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보험가입 시 설명의무를 완화시켰기 때문에
가능한 상품이다.
2017년 12월에 마련된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판매 가이드라인」은 피보험자가 건강
을 관리하는 노력을 하면 보험료를 할인하는 편익을 제공하였고,21) 2018년 7월 금융위원
회·보건복지부·금융감독원은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통하여 보험상
품과 건강관리에 대한 연계성을 보다 더 공고히 하였다.22) 그 후속조치로 2019년 12월
6일 금융위원회는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판매 가이드라인」를 개정하였다.23)
첫째, 피보험자가 건강관리 노력을 기울려 질병이 발생할 확률 등의 보험위험이 줄어들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보험에 대한 편익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24) 금번 후속조치로
보험위험이 감소하는 효과가 객관적이고 통계적으로 검증된 건강관리기기라면 보험을 가

17)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금융위원회가 일정기간 기존의 규제 면제나 유예 등의 특혜를 주는 제도이다. 새로
운 금융서비스 제공을 촉진시키고자 이전에 해 오던 금융서비스의 제공 내용이나 방식 또는 형태 등과 달
리 인정되는 금융업 또는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제공될 수 있는 서비스가 대상이다.
18) 규제신속확인제도는 혁신금융서비스 제공자가 금융위원회에 해당 서비스와 관련된 법령 등의 적용 여부
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는 규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는 기능을 하게 된다.
19) 지정대리인제도는 혁신금융서비스의 시범 운영을 위한 하나의 제도이다. 지정대리인으로 금융위원회로부
터 지정된 자는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를 위탁받아 시범적으로 운영해 볼 수 있는 제도이다. 다만, 이
제도는 테스트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20) 캐롯손해보험회사는 보험에 가입해 놓고 켜 놓은 날만큼만 보험료를 납입하면 되는 레저상해보험을 개발
하였는데, 이는 금융분야에서 규제 샌드박스를 허용하는 1차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
험 간편 가입·해지 프로세스’에 해당되는 것이다.
21) 동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2018년 9월말까지 11개사가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을 출시하였고, 약 57.6만건이
상품 판매가 이루어지는 긍정적인 효과를 야기하였다.
22)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서비스 활성화 방안으로는 첫째, 건강증진 효과를 통계적 입증 가능한 건강관리기
기 제공을 허용하였다. 둘째, 보험회사의 건강관리서비스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부수업무로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보험회사가 건강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할 수 있는
범위를 명확하게 하였다.
23) 2019년 12월 6일 금융위원회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판매 가이드라인」 개정 등 건강증진형 보험상
품·서비스 활성화 방안 후속 조치 추진배경으로는 ‘적극적인 소비자의 건강관리를 통해 건강수명의 연장
과 의료비용 및 보험료 등의 절감’, ‘질병·사망 등 보험사고 위험의 관리와 헬스케어 서비스 결합을 통한
보험상품의 다양화’, ‘국가의 헬스케어라고 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의 활성화와 의료비 부담의 절감’ 등을
들 수 있다.
24) 보험가입 시 건강관리기기를 지급하는 것이 불가하였고, 건강관리기기와 연관되는 다양한 건강증진형 보
험상품을 제공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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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할 때 우선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 다만, 고가의 기기가 판촉용도로 지급될
수는 없다. 이는 모집질서 문란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제공 가능한 기기 가액은 제한을
받는다.
둘째, 2019년 7월 보험회사의 부수업무로서 기존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헬스케어 서비
스 제공이 가능하게 되었으나, 보험회사의 자회사를 통한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이 가능
한가에 대하여는 불분명하였다.25) 금번에 이러한 조치를 가능하도록 하였다.
셋째, 건강관리를 위한 노력의 결과 보험위험이 감소되는 효과에 대한 기초통계를 수집
하고 집적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보험회사는 최초 5년간 일정한 범위 내에서 보험편
익이 제공되었다. 하지만 이를 최장 15년으로 하여 그 기간을 확대하였다.26) 한편, 금융
위원회는 12월 18일 TM 채널로 보험를 가입하는 경우에 모든 설명의무 사항을 일일이
낭독하는 방식을 변경하는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2019년 5월 금융위원
회는 보험 분야의 규제입증책임제를 추진하여 보험분야의 23개 규제를 개선하기로 결정
하였다.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은 TM채널로 보험을 모집하는 경우에 표준상품 설명대
본에 대한 사용의무의 예외가 마련된다. 또한 보험계약 체결로 인하여 권리나 의무 등에
영향이 없고, 보험계약자의 사후 확인으로 충분한 사항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문자 메세지나 전자우편을 통하여 알리면 되고, 계약 체결 전에는 이를 알리고 확인 방
식의 설명으로 족하게 된다.
보험분야에서는 보험계약 모집에 관한 18개의 규제 중심의 대상에 오른 9개 항목이 모두
가 개선되었다. 비대면채널과 관련된 내용으로는 온라인 방카슈랑스(In-bound)의 경우
지금까지 오프라인의 대면 방카슈랑스 채널과 동일게 존재하던 비교설명을 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또한 전화를 이용한 모집의 경우 지금까지는 상품설명서 서면(Hard
Copy) 제공을 의무화 해왔으나, 앞으로는 소비자 동의를 전제로 전자문서 제공을 허용하
였다.

IV. 개선과제
점차 소비자에 의한 비대면채널의 활용가능성이 확장되고 있는 이 경향은 쉽게 멈추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동시에 이러한 성장을 가로막는 요인도 발생하고 있다. 이하에서
는 비대면채널의 발전에 장애가 되는 점을 제시하고 개선해야 할 사항을 살펴보도록 한
다.

25) 헬스케어가 보험업법 시행령 제59조 “보험회사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하고 보험업과 관련되
는 것으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던 것이다.
26) 예를 들면, 당뇨보험의 경우 혈당 관리 노력에 따라 지급 보험금의 감소 금액에 대한 통계를 수집하고
집적을 위하여 최장 15년간 부가보험료 범위에서 혈당 관리 노력에 따른 보험편익의 지급이 가능하게 된
다.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판매 가이드라인」 개정 등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서비
스 활성화 방안 후속조치, 2019년 12월 6일자,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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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M채널의 경우
1) 문제점
TM 판매는 고객이 전화로만 상품설명을 듣고 가입까지 이르게 되기 때문에 상품에 대한
정보전달에 더욱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따라서 현재 규제체계는 니즈환기부터 상품소
개, 계약권유, 계약청약 그리고 이후 모니터링 및 계약체결 후 단계까지 세세하게 규정하
고 있다.
TM 채널을 통한 보험모집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는 주로 상품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설명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TM의 경우 음성으
로만 정보를 전달하므로 상품설명을 위한 과정이 길고 복잡하다.27) 통신판매 스크립트의
활용에 있어서도 문제점이 지적된다. 해외의 경우 스크립트가 상품설명, 건강상태 고지
그리고 결제 정보 등으로 단순화되어 있다.28) 반면, 우리나라는 상품설명과 함께 정보취
득경로, 비교안내 등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이 추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설명이 길어
지는 경향이 있다. 설명을 듣는 소비자의 시간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TM 설계사는
설명을 빠르게 제공하게 된다. 이는 설계사가 형식적으로는 규제를 준수하지만 소비자는
설명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당국은 설계사가 상품
설명을 천천히 하도록 규제를 시행하였다. 하지만, 이는 소비자의 시간 부담을 늘이게 되
어 결국 소비자가 설명에 집중하지 못해 정보전달의 질이 떨어지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설계사가 새롭게 부과되는 규제를 우회할 다른 방법을 찾게 만드는 역효과가
있을 수 있다.
2) 개선방안
첫째, TM 채널을 활용한 보험상품 판매 시 설명사항 중 중복되거나 중요도가 덜한 사항
들을 간소화하여 설명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 지나치게 길고 복잡한 상품설명은 오히
려 TM설계사에게 설명 부담 및 빠른 설명으로 인해 소비자가 상품의 특징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줄 수 있다.29) 또한 지나치게 많은 정보는 소비자의 올바른 결정을 방해할 수
27) 예를 들면 상품과 그에 따른 보장설계마다 다르지만 고객이 청약 결정 후 표준 스크립트를 고객에게 읽
어 주는 데에만 약 15분~20분 소요된다. 그리고 상품판매를 위한 상담까지 포함 시 약 30~40분 소요되
며, 계약체결을 위해 여러 번 통화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총 통화시간은 더 길어질 수 있다.
28) 정원석·김석영·정인영, ““비대면채널 활용을 위한 규제 개선방안”, 보험연구원 연구보고서 2019-13, 45
면 <표 IV-3> 참조.
29) TM 채널은 전화판매 전 과정을 녹취하며, 상품권유 이후 상품설명은 표준스크립트를 읽어 정보를 전달
하고 계약한다. 그리고 판매 이후에는 전화판매 시 녹음된 기록을 표본추출(20% 이상, 통화품질 모니터
링)하여 보험회사가 자체적으로 확인하여 불완전판매 여부를 확인하며, 이와는 별도로 계약 고객 중 일부
(40% 이상, 완전판매모니터링)에게 전화를 걸어 불완전판매에 해당하는 행위가 없었는지를 확인한다. 특
히 우리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통신판매를 위한 스크립트의 양은 다른 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스크립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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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30) 너무 길고 장황한 정보 전달이 오히려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에 방해가 된다는
것은 학술 연구 등에 의해 지지되고 있다. 장황한 설명보다 상품 및 계약에 대한 핵심
정보를 소비자가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는 방향으로 상품설명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는 것
이 소비자의 정확한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31)
둘째, 비교안내 설명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현재 보험가입 시 6개월 이내 해
지계약이 존재하는 경우 판매자는 해지계약과 새로운 계약에 대한 비교설명을 제공해야
한다.32) 예를 들면, 사망보장상품을 해지하고 다른 사망보장상품으로 갈아타는 비중은
50.3%에 달했으나 생존보험을 해지하고 양로보험으로 갈아타는 경우는 0.7%에 불과했
다. 소비자피로도 감소와 규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비교안내 대상을 보장담보 혹은
상품별로 세분화해 적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상호소통의 방식의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TM 보험판매는 정보전달 및 계
약 체결 전 과정을 전화통화(음성정보)에 의존해 진행한다. 때문에 정확한 상품에 관한
설명 및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판매자와 계약자 모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
입해야 한다. 당국에서는 가입자가 통화만으로 보험상품에 대한 정보를 얻고 판단을 내
리는 것에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복잡한 상품의 경우 판매자가 상품설명 전 고객에게
휴대폰 문자 등을 통해 상품요약 자료를 미리 제공하여 고객이 자료를 통하여 설명을 들
을 수 있도록 하였다. 하지만 이 역시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스크립트를 읽어주는 방식에
서 근본적으로 벗어나지 못하였다. 발전된 방법으로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 사용자가
보고, 듣고 반응하는 방식의 통신판매를 생각할 수 있다.33)
정보전달 시 음성 시각 등 공감각적인 정보전달 매체를 활용하여 사용자와 설명자와가
실시간으로 상호 소통하는 인터렉티브(Interactive)한 정보전달 방식이 있다.34) 인터렉티
와 비교해도 매우 길고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하는 사항도 매우 많아 판매자와 가입자 모두에게 부담이 된
다. 따라서 상품판매 단계에서 설명을 위한 표준스크립트의 양을 계약자가 소화할 수 있는 수준으로 줄이
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30) 표준스크립트의 양을 줄이는 대신 최근 주목받고 있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음석인식기술(STT: Sound
To Text)을 활용하면 사후모니터링에 대한 비용 절감과 함께 사후모니터링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리고 전자금융 이용 시 자금세탁과 관련이 없음을 질의하는 항목의 경우 보험료 수준이 낮은 경우 해당
질문을 생략 가능한 방안이 필요하다.
31) 보험을 가입하고자 하는 자가 스스로 보험회사에 전화를 걸어 보험을 가입하는 인바운드(In-bound) TM
채널의 경우 설명의무와 상품비교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설명의무와 상품비교는 설계사채
널과 같은 대면채널이 계약자의 위험을 환기시켜서 보험상품 판매를 하는 과정에서 승환계약 등 설계사의
이익을 위한 상품 판매(대리인 문제)를 막기 위하여 도입된 것이다. 그러나 소비자가 스스로 전화를 걸어
보험상품 판매가 이루어지는 인바운드(In-bound) TM 채널의 경우는 설계사가 소비자에게 보험가입을 권
유하는 대면채널에 비해 정보 비대칭성으로 인한 문제 발생소지가 적기 때문에 인바운드(In-bound) 고객
에 대한 소비자 보호에 있어 중요성 혹은 필요가 덜한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을 간소화하여 보험가입의 편
리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소비자 편익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32) 보험계약 현황을 전수 조사하여 승환계약 행태에 관해 분석한 백철･김석영･김헌수(2019)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보종을 달리한 승환계약은 많지 않으며, 승환계약은 동일 보종 그리고 사망 및 변액보험에서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33) 예를 들면 현재 통신사들은 휴대폰을 통해 고객센터에 접속한 고객들에게 고객센터에서 활용이 가능한
다양한 서비스를 휴대폰화면으로 보여주면서, 음성으로 설명하고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메뉴 제공 및 의
사결정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34) 이 방식을 사용할 경우 사용자의 정보습득 능력이 크게 개선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금융관련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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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한 방식의 정보전달을 활용한 보험판매가 도입된다면 상품설명을 위한 TM설계사와 고
객의 부담 역시 감소시켜 줄 것이다.35)
넷째, 사후관리강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사후관리 강화 방법으로는 현재 TM의 경우
판매 전 과정을 녹음하고 이중 최소 20%의 표본을 추출하여 통화내용품질 모니터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보험회사는 TM 설계사가 판매과정에서 소비자에게 부
당행위를 하지 않았는가를 모니터링 한다. 이를 위해 보험회사 혹은 검사자는 긴 판매시
간 동안 이루어지는 통화내용을 듣고 규제를 위반한 사항이 없는지 일일이 체크해야 하
며, 이는 높은 모니터링 비용을 수반한다. 하지만 현재는 인공지능이 발달하여 음성인식
및 음성의 문자변환 기술(STT: Sound to Text)이 발달하였다. 따라서 통화내용품질 모
니터링에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경우 모니터링 비용이 크게 낮아질 수 있고,
이를 활용해 모니터링 비율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36)

2. 홈쇼핑 채널의 경우
1) 문제점
첫째, 녹화방송과 상대적 규제에 관한 사항이다. 홈쇼핑 채널은 과거 방송을 활용한 과도
한 마케팅과 이로 인한 높은 불완전판매로 인해 많은 규제가 뒤따랐다. 다만, 최근 홈쇼
핑 채널의 불완전판매비율은 감독당국과 보험회사들의 노력으로 여타 채널들보다 다소
감소한 면이 있다.37) 당국은 이에 더하여 불완전판매비율이 업계평균보다 높을 경우 녹
화방송을 하도록 기준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절대적 기준이 없는 상대
평가적 규제는 모든 보험회사가 소비자보호에 최선을 다해도 결국 절반의 회사는 제재
대상이 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이러한 규제 설계는 상대적으로 불완전판매비율을 줄이
기 어려운 회사는 규제 적응을 포기하고 불완전판매를 줄이려는 노력을 하지 않게 만드

보전달에 있어서도 공감각적 전달 매체와 인터렉티브한 정보전달 방식의 활용은 과거 전통적인 정보전달
방법에 비해 소비자 정보 습득에 유의미한수준의 향상을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35) 복잡한 계약과정 및 상품설명을 전자기기와 통합하여 음성 설명을 대체하는 방식으로 상품설명 및 판매
에 활용하는 것은 현재 보험업 감독규정에서 주요 내용 및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고 보험계약자의 답변
및 확인 내용을 보관하도록 하고 있는 보험업감독규정 및 유권해석에 의해 실행이 어렵다. 따라서 휴대폰
혹은 태블릿 PC 등 전자기기를 활용해 정보전달의 질을 높이고 기존의 복잡하고 장황한 음성중심의 보험
판매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36) 감독당국은 2018년부터 65세 이상 고령･취약 소비자에게 청약철회기간을 현행 30일에서 45일로 연장하
였다. 정책실행 2년 후 해당 정책의 영향을 받지 않은 60세 미만 계층의 경우 청약철회율은 정책실행 전
과 유사한 수준이었지만, 해당 정책의 영향을 받은 60~69세(65세 이상 포함)는 3.8%p, 70~79세는
5.5%p, 80세 이상은 5.1%p 청약철회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청약철회기간을 증가시킨 정
책은 소비자가 보험상품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철회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대했으며, 소비자들은
이를 적극 활용한 것이다.
37) 홈쇼핑 채널에 대한 대표적인 규제 움직임 중 과도한 규제로 볼 수 있는 사안은 녹화방송에 관한 기준이
다. 당국은 불완전판매가 연도별로 일정 수준을 넘는 보험상품에 대해 녹화방송을 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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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또한 다른 채널의 경우 업계 평균을 넘어도 별다른 제재가
없는 다른 채널에 비해 차별적인 규제를 받게 된다는 문제가 있다.
둘째, 홈쇼핑과 보험설계사 자격에 관한 사항이다. 현재 홈쇼핑 보험상품 판매 및 방송매
체를 통한 광고방송 시 보험상품을 설명하는 사람은 보험설계사 자격을 가진 사람만 가
능하다. 이는 보험상품판매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판매 자격을 일정한 기준을 통과한 사
람으로 한정함으로써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 예방 조치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
가되었다. 그러나 방송 판매를 위해 유명인사를 섭외할 경우 유명인도 보험설계사 자격
을 취득하여야 하고, 이로 인하여 섭외비용이 증가하는 것이 현실이며 이는 소비자의 보
험료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38)
2) 개선방안
홈쇼핑 채널의 경우 지금까지 당국과 업계의 노력으로 불완전판매비율이 업계 평균을 하
회할 정도로 감소하였다. 그러므로 이러한 노력이 유지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고 하겠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대로 현재 검토되고 있는 불완전판매비율이 업계 평균
이상이 되는 경우 녹화방송 의무 부과는 보험회사들이 노력할수록 기준이 강화되는 구조
를 가지고 있어 불완전판매를 줄이려는 보험회사들 공동의 노력이 오히려 보험회사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녹화방송 대상선정 기준으로 상대평가보다는 일정
한 기준을 정하는 방식이 타당할 것이다.
방송판매 혹은 광고 시 보험설계사 자격증이 있어야만 하는 규정의 경우, 방송 판매 및
광고는 협회의 사전 심의를 받으므로 적어도 녹화방송 및 광고의 경우에는 설명자의 보
험설계사 자격 보유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여 보험회사와 소비자의 비용부담을 줄이는 방
안이 될 것이다.

3. 온라인 채널의 경우
1) 문제점
첫째, 불필요한 규제를 줄일 필요가 있다. 근본적으로 온라인(CM) 채널은 계약자가 자발
적으로 가입하는 채널이다. 계약자가 보험계약의 모든 과정을 스스로 진행해야 하기 때
문에 계약과정에서 겪는 불편함이 존재하고, 일부는 규제로 인해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존재하기도 한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는 대면채널과 달리 가입자가 스스로 가
38) 특히 광고방송 혹은 녹화방송은 사전방송심의를 통해 정해진 판촉행위를 하며, 사전에 심의 등을 통해
검증된 스크립트를 활용하여 보험을 판매하고 있으므로 비전문가의 판매에 따른 불완전판매가 발생할 소
지가 실질적으로 낮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홈쇼핑 보험상품 판매 및 방송매체를 통한 광고방송 시에도 보
험설계사 자격을 요구하는 것은 보험회사와 소비자의 부담에 비해 실효성이 낮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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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하는 온라인(CM) 채널은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적합성, 불완전판매,
작성계약 등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이 그리 많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
들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된 규제들이 불필요하다. 오히려 기술발달을 활용하여 소비자
가 온라인(CM) 채널을 활발하게 이용하면서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필요
가 있다.
둘째, 계약의 복잡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온라인보험은 계약자 스스로 보험회사의 온
라인 계약 시스템에 접속하고 모든 계약을 진행하기 때문에 계약과정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타인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 그 결과 보험계약을 진행하다가 이를 포기하
는 경우가 다수 발생한다.39)

또 다른 중요한 요인은 기술을 활용해 온라인으로 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한 온라인 보험의 계약방법은 과거 대면채널을 통해 종이로 보험계약
을 체결하던 방식과 내용을 그대로 컴퓨터 혹은 휴대폰 등 전자기기로 옮겨 놓은 것에
불과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셋째, 서면의 방식에 대한 불편함을 들 수 있다. 보험계약 시 계약자가 타인(피보험자)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보험에 가입할 경우 피보험자의 동의를 확인하기 위해 청약서에 피
보험자의 자필서명 혹은 날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는 제3자가 보험금 수취를 목적으
로 타인의 생명을 담보로 생명보험계약을 맺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상법시행
령 제3편의2 보험 제44조의2에서는 대면채널의 경우 피보험자가 계약서류에 서명 혹은
날인을 하면 법에서 정한 계약 조건을 충족하는데 반해, 온라인 보험 가입자는 피보험자
가 설계사 혹은 보험사 직원을 직접 만나 전자서명을 해야 하는 불편이 따른다. 이는 온
라인 보험의 편리성과 소비자 필요에 따른 다양한 상품 보급에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하
고 있다.40)

2) 개선방안
첫째, 상품비교의 왜곡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온라인(CM) 채널의 가장 큰 장점은 상품
의 특성과 가격을 비교한 후 본인에게 가장 잘 맞는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
여 금융당국은 이미 보험다모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어 소비자는 보험다모아를 통하
여 상품의 특성과 가격비교가 가능하다.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영업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처럼 앞으로 보험다모아와 유사한 다양한 형태의 보험플랫폼이 등장하여 소비자
들이 편리하게 보험상품을 비교하고 구매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포털사이
39) 온라인을 통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였으나 계약체결까지 이르지 못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약 50%에 해당하는 소비자들이 가입을 과정 중에 너무 복잡하다는 이유(29.5%)와 보험상품에 대한 설명
이 부족하다는 점(20.5%)을 들었다. 온라인을 통한 보험가입이 복잡한 이유는 미래의 불확실한 사고를 보
장한다는 보험상품의 특징을 들 수 있다.
40) 가족 대표자가 가족여행 상품을 구입하고 가족의 여행자보험 가입 시, 가족 구성원의 사망담보를 포함하
는 여행자보험은 가입이 불가능하다. 이러한 경우 가족구성원이 각각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불편이 발생
한다. 일부 보험회사들은 생명담보를 제외한 상해담보만을 보장하는 여행자보험 상품을 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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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를 통한 정보 검색 시 사전에 포털사이트에 일정한 광고료를 지불한 회사가 우선적으
로 검색되는 것과 같이 보험플랫폼 등에서 제공하는 상품들이 합리적으로 제공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상품비교가 왜곡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향후 온라인 플랫
폼 등의 발전 방향을 고려하여 비교가능성이 제대로 이루어져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판단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가입과정의 복잡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온라인으로 계약을 진행하다가 어려운
부분이 나오면 포기하는 경우가 왕왕 발생한다.41) 그리고 가입과정에서 이러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는 경우 사람과 통화를 선호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상품인가
과정에서부터 온라인 상품으로 인가를 받아 그에 해당하는 사업비를 규제 받는 현재 세
밀한 규제 하에서는 온라인에서 보험가입 중 사람이 상품판매에 참여할 경우 해당 인건
비를 지출할 수가 없는 등의 이유로 하이브리드 계약 형태의 보험상품 판매는 어렵다(단,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콜센터 통화는 가능함). 온라인을 통한 보험가입을 원하
는 소비자가 보험가입 과정 중 어려움에 직면하였을 때 전화 등을 통해 보험회사 직원이
조력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 경우 설명부족 및 계약과정의 불편
으로 인한 보험가입 중도 포기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인인증의 불편함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를 칭
하는 계피상이(契被相異) 보험 계약의 경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상법시행령을
개정하여 지문을 이용해 전자서명을 한 사람이 본인임을 인증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하지
만 이러한 방식 역시 사용자가 제3의 기관에 지문을 등록하고 별도의 기기를 통해 지문
인증을 실행해야 하는 불편함 등의 문제로 인해 널리 활용되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온
라인 보험의 경우 타인을 위한 보험가입 시 일정수준에서 보안이 담보되는 다양한 인증
방법을 활용해 피보험자의 동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V. 결론: 또 다른 판매채널과 전망
1. 또 다른 채널
4차 산업은 보험 영역에서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인슈어테크(InsurTech)’는 보험
을 빅데이터,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 등의 정보와 통신기술(ICT)의 결합을
통해 소비자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소비자들이 상품 구입 시 관련 보험도 제공
받게 되는 플레이 앤 플레이(Plug and Play) 방식,42) 데이터 협력을 기반으로 보험회사
가

재무와

생애주기에

따른

서비스,

맞춤

상품

제공의

금융생태오케스트라이터

41) 이러한 중도 포기가 발생하는 주요한 이유로는 설명이 충분하지 않다거나(20.5%), 가입과정이 너무 복잡
하다(29.5%) 등 가입에 필요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42) 기존 온라인 몰에 축적된 고객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새로운 고객을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여행자보험이나 주택보험 등의 제공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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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system Orchestrator) 방식,43) 소셜 데이터나 디지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여 동질
의 위험보장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하나의 풀을 형성하고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P2P
네트워크(P2P Network) 방식,44) 디지털과 고객 데이터 등의 결합을 통해 소비자에게 가
장 적합한 보험상품을 제공하는 가상보험중개사(Virtual Insurance Advisor)45) 등을 들
수 있다. 그 외에 모바일슈랑스 방식을 들 수 있는데, 최근 호주의 대형 보험회사
Suncorp의 ‘Trov protection'이라고 하는 스마트폰 기반의 손해보험상품을 제공하고
있다.46) 우리나라에서도 모바일 등 새로운 판매채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 2017
년 4월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가 보험상품 판매를 시작하였다.47) 모바일슈랑스 시장에
뛰어든 보험사는 한화생명 등을 포함한 다수의 회사들이다. 여행자보험 등 단순한 구조
의 상품만 판매하던 기존 모바일슈랑스 형태에서 벗어나 보다 본격적인 상품판매가 기대
되고 있다.

2. 전망
비대면채널은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현재 자동차보험 등 제한적인 영역에서만 확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는 지금까지 소비계층의 위험 및 보험에 대한 인식이 아직
충분하지 않아 자발적인 보험가입자가 적으며, 대면채널을 활용한 보험가입에 익숙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비대면채널은 양방향 소통이 어렵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충분
한 정보를 제공하기 어려운 면이 있었다. 이러한 한계는 보험회사가 비대면채널을 적극
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이유로 제시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밀레니얼 세대와 모바일이나 컴퓨터 등의 결합으로 전통적인 대면채널은 기간이
갈수록 그 영향력을 줄어들고, TM이나 CM 및 홈 쇼핑 등의 비대면채널이 시장의 점유
비율을 점점 확장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TM 채널이나 CM 채널도 독자적인 형
태보다는 CM 채널의 경우 전화를 통한 상담 기능이 부가될 가능성, TM 채널의 경우 컴
퓨터 화면을 보완하는 등의 방식인 하이브리드 형태의 비대면채널이 대세를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4차 산업혁명을 비롯한 기술의 발달로 인해 인공지능 설계사와 같은 채널이 등장할 경우
그동안 약점으로 지적되어 온 양방향 소통의 어려움 등 비대면채널의 단점이 극복될 것
43) 이미 2014년부터 구글은 보험상품 제공과 자산관리서비스 등의 재무설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44) 이 채널은 틈새시장 보험상품의 가입을 원하는 보험소비자들이 결성한 온라인 커뮤니티 웹사이트로 집단
구매력을 높여 보험상품 제공자들과 직접 협상하여 원하는 바를 이루게 되는 특징이 있다.
45) 미국의 경우 자동차 번호판 사진을 소비자가 문자로 전송하면 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최적 조건의 자동차
보험을 체결할 수 있는 플랫폼이 등장하였는데, 여기에 인공지능이 큰 역할을 한다.
46) 인슈테크인 Trov의 모바일 앱을 통해 소비자들은 가정의 전자제품이나 차량 파손, 분실이나 도난 등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일정 기간 동안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온 디맨드(on demand) 형식
의 상품을 얻을 수 있다.
47) 강현구 ․ 유주선 ․ 이성남, 핀테크와 법 제2판, 씨아이알, 2018, 174면 이하. 8개 저축성 보험과 12개의
보장성 보험 등 총 20개 보험상품을 판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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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나아가 소비자가 본인에게 알맞은 보험을 쉽게 찾아 가입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
되어, 사회후생이 증대될 수 있는 채널들이 다양하게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의 비대면채널인 TM, CM 및 Home Shopping의 단계를 지나 인간이 아닌 판매채
널로서 인공지능(AI)을 우리는 목전에 두고 있는데, DB보험은 규제 샌드박스와 지정대리
인제도를 활용하여 운전자보험과 암보험을 가입하고자 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하여 가입
상담 시부터 보험계약체결 시가지 전 과정을 인공지능이 담당하는 인공지능 설계사 채널
을 도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3. 첨언
디지털의 발달로 인하여 장소와 시간에 구애를 받지 않으면서 리스크 관리를 받고자 하
는 소비자가 늘고 있고, 보험 가입 시 편리함을 추구하는 동시에 계약체결의 투명성을
필요로 하는 소비자들의 기대를 충족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원스톱을 통한 구매방식, 데
이터를 기반으로 한 개인 맞춤형 및 온 디맨드 서비스 방식 등은 보험회사와 소비자 사
이의 관계를 재정립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48)
시시각각으로 속도를 내는 기술과 보험이 결합하는 상황에서 법률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를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비대면채널에서 두 가지 이상의 매체를 동시에
활용하여 보험상품 설명의 제공과 보험 판매 방식을 금지하고 있는 규정의 개정 문제부
터,49) 인공지능 설계사 도입 시 인공지능을 인간으로 보아 제3의 법인격을 부여할 것인
지의 문제, 계약체결과정에서 발생되는 책임문제 등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의 과제가
남겨져 있다.
또 다른 측면에서 제기되는 문제로는 소비자의 수요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의 ‘온디맨드
(on demand)' 방식의 보험상품, 스위치 방식을 접목한 이후 ‘시간쉐어형 온디맨드 보험’
등의 출현은 전통적인 보험의 성질로 인정되는 ‘단체성의 이론’이 지속하여 효력을 유지
할 수 있을 것인가의 의문, 대면채널을 상정하고 보험계약자와 보험자 사이의 법률관계
를 입법한 보험계약법은 신기술의 발전에 대한 트랜드를 어떻게 반영해야 할 것인가의
고민, 또한 4차 산업과 함께 또 다른 신채널로 등장하고 있는 P2P채널이나 가상보험중개
사 등의 등장은 우리의 실정법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의 논의를 촉발시키고 있다.
보험 영역에서 고용의 문제 또한 간과할 수 없는 사항이다. 일찍이 Karl Marx50)는 생산
자동화의 증가는 마침내 노동자를 생산의 자리에서 배제시킬 것이라는 경고와 함께 기계
48) 이선주, “디지털 혁명에 따른 보험 판매채널의 변화”, ｢포커스 KiRi 글로벌 이슈｣, 보험연구원, 2017. 4.
17, 1면.
49) 예를 들면, 보험업감독규정 제4-36과 제4-37 등을 들 수 있다.
50) Karl Marx(1818~1883)의 아버지는 Trier 변호사협회장을 역임한 법률가이다. 하지만 그는 부친의 뜻과
달리 법학 대신에 철학에 몰두하고 Jena Uni.에서 철학박사학위를 받았다. 흥미롭게도 17세 Trier
Wilhelm Gymnasium 졸업 시, 그는 ‘직업선택에 관한 젊은이의 성찰’이라는 제목으로 졸업논문을 제출
하였는데, 이미 이 시기에 노동에 관심이 있지 않았나 하는 추측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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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인간의 자리를 대체할 것이라고 예측한 바,51) 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보험 판매채널
의 인력은 자연스럽게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통적인 판매채널에서 TM, CM, HSP
등으로 대체되어 가고 있고, 인공지능의 출현은 보험판매채널에서 노동력 감소의 우려와
함께 기술 발전의 현상에 따른 실정법의 間隙을 어떻게 해소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과제
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다.

51) 제러미 리프킨 저/이영호 역, 노동의 종말, 민음사, 2020, 7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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