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保險者의 保險約款의 明示說明義務

梁   承   圭
*・張   德   祚

**

1)

I. 문제의 제기

保險契約은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받고 피보험자의 재산 또는 생

명이나 신체에 관하여 불확정한 사고가 생길 경우에 일정한 보험금액 기타의 급여

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유상․쌍무계약이다(상법 제638조). 보

험은 동일한 위험에 놓여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危險團體를 구성하여 그 위험을 효

율적으로 분산하여 우연한 사고에 대비하고자 하는 제도라는 특성에서 보험자는 수

많은 보험계약자를 상대로 같은 내용의 계약을 되풀이하여 체결하고 있다. 이에 따

라 보험계약에서는 필연적으로 그 계약의 내용을 정하고 있는 普通保險約款의 존재

가 요구되고 있다.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약관에 의하여 거래가 이루지는 경우에는 그 거래상

대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업자에게 그 약관의 내용을 알려주고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는데(약관규제법 제3조제1항, 제2항), 상법에서는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약관의 교부명시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상법 제638조의2 제2항), 약관

규제법에서는 사업자가 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약관규제법 제3조제3항)고 규정하고 있다. 

상법은 보험약관에 관한 한 약관규제법의 특별법이고, 양자의 규정에 차이가 있

을 때에는 상법의 규정이 우선한다(약관규제법 제30조제3항). 그러나 대법원의 판

례는 보험약관의 구속력의 근거를 의사설의 입장에서 찾고,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약관의 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하지 못

한다는 약관규제법의 규정에 얽매이고 있다. 이에 따라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

험계약자에게 주어지고 있는 고지의무와 관련해서도 보험자가 약관의 명시설명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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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지의무위반에 관한 사항은 약관에 기초한 것으로 

이것은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된 것이 아니므로 보험자는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보

험계약을 解止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1)

이러한 판결은 보험가입자의 보호문제를 무단히 일반 소비자보호의 차원에서만 접

근함으로써 보험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원리를 무시하는 측면이 있을 뿐만 아니라 

허위의 고지를 한 보험계약자에게 이익을 줌으로써 상법 제651조의 규정에도 배치된

다. 그리고 보험가입자의 보호문제는 특정 보험계약에서의 보험가입자의 보호라는 

문제도 있으나, 동일한 위험단체를 전제로 하고 있는 보험계약에서는 해당 위험단체

에 속하는 다른 다수의 보험가입자의 보호문제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하는 것이고, 자

신의 의무를 위반한 보험계약자를 보호하는 것이 과연 법적 정의에도 부합하느냐를 

음미할 필요가 있다. 또한 판례는 보험약관과 일반 상거래에서의 보통거래약관을 동

일하게 취급함으로써 보험계약의 단체성․선의성이라는 보험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

지 아니한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고, 道德的 危險의 解弛라는 반사회적인 결과를 초

래할 수 있지 않는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음을 일깨울 필요가 있다.

Ⅱ. 普通保險約款과 明示說明義務 

1. 保險約款의 交付明示義務의 뜻

保險契約은 보험자가 위험단체를 전제로 수많은 보험계약자를 대상으로 동일한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보험제도의 특성상 定型化한 계약조항인 普通

保險約款의 존재가 요구되고 있다. 普通保險約款은 보통거래약관의 일종으로서 보

험자가 수많은 보험계약을 합리적으로 체결하기 위하여 미리 작성한 보험계약의 내

용을 이루는 계약조항이다.

보험자는 보험약관을 작성하여 재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보험업법 제5

조),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

한 내용을 알려 주어야 한다(상 제638조의3 제1항). 이것이 이른바 보험자의 約款交

付明示義務2)이다. 보험계약은 보험자와 보험계약자의 개별적인 의사의 합치로 이루

어지나, 위험단체를 전제로 하는 보험제도의 성질상 보험자는 수많은 보험계약자를 

상대로 동일한 내용의 계약을 되풀이하여 맺는 것이고, 그 계약조항은 보통보험약관

1) 대판 1992. 3. 10, 91다31883; 대판 1996. 4. 12, 96다4893. 뒤의 판결에 대하여는 梁承圭, 

保險者의 約款說明義務違反과 保險契約者의 告知義務違反의 效果, 저스티스  제28권 2

호, 1996에 평석이 있다.

2) 交付明示義務는 정확히 표기를 하면 交付․明示․說明義務라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약관의 교부문제가 아니라 설명의 문제이므로 이후에서

는 주로 明示說明의무라는 용어로 사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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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정해지고 있으므로 보험계약자가 미리 약관의 내용을 알고 보험계약을 맺도록 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에서 이러한 의무를 보험자에게 부과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보험자의 보험계약자에 대한 약관교부명시의무는 보험계약의 효과로서 주

어진 의무가 아니라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보험자에게 알려야 하

는 告知義務(상 제651조)와 마찬가지로 최대선의(utmost good faith)에 기초를 두

고 있는 보험제도의 특성에서 보험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도록 하기 위하여 주어진 

계약 전 의무(pre-contractual duty)이다.3) 그러므로 보험계약자가 그 약관의 내용

을 알고 있거나, 보험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보험자는 그 약관의 설명의무를 지

는 것은 아니다.

2. 明示說明義務者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자는 保險者이다. 보험자는 직접 보험을 모집하여 보험

계약을 체결하기도 하나 보험모집인, 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인 등을 통해서 보험

을 모집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보험업법 제144조 참조). 保險代理店은 보험자

를 대리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중개를 하고 있으므로 그 義務를 지는 것은 당

연하다. 그러나 保險募集人이나 保險仲介人에 의하여 보험모집이 되는 경우에는 그

들이 보험자를 대리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보험계약자는 직접 보험

자를 상대하지 않고 있는 것이 실정이므로 그들이 보험계약청약서를 받을 때에 보

험자를 대신하여 약관의 교부명시의무를 이행하여야 하고, 그들이 보험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주었으면 보험자가 그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풀이

한다.4)

3. 설명을 요하는 重要事項

(1) 一般論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여 주고, 계

약조항에서 중요한 내용은 이를 밝혀 주어야 한다. 여기서 보험약관의 重要한 내용

이 무엇이냐는 보험의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보험약관의 중요한 요소 가운

데 보험료와 그 지급방법, 보험금액, 보험기간 특히 보험자의 책임개시시기를 정한 

3) John Birds, Modern Insurance Law, 3d, 1991, p. 112, 114. 梁承圭, 제3판 保險法, 

1998, 113쪽. 

4) 대법원 1996. 4. 12, 96다4893 판결은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

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

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및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사항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고 있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하여 보험모집에 종사하는 자에게 그 의무를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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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그 시기, 보험사고의 내용, 보험계약자의 해지사유 또는 보험자의 면책사

유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므로 보험자는 보험계약자가 그러한 약관의 중요한 내용

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고 풀이한다(약관규제법 제3조제1항, 제2항). 

(2) 判 例

설명을 요하는 중요한 내용에 관한 구체적 사례를 적시한 판례로는 주운전자제

도가 도입될 당시 주운전자제도가 새로 도입되면서 요율체계 등이 변경된 경우 이

에 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5) 26세 이상 한정운전특별약관은 설명을 하여

야 할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6) 그리고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승계절차의 요건은 설

명하여야 하는 것7)이라고 한 판례들이 있다.8) 그러나 이와 같이 중요한 내용이라

고 하더라도 당해 거래에 있어서 일반적이고 공통적인 것이어서 고객이 충분히 예

상할 수 있는 것이라면 설명을 요하는 중요한 내용은 아니라고 하고,9) 또한 보험계

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잘 알고 있는 약관의 내용은 설명할 필요는 없다고 한다.10)

이러한 중요한 내용에 관한 판례의 해석만큼은 타당한 것으로 보여지고, 고객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사회통념상 그 사항의 知․不知가 계

약체결의 여부에 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보고 이에 관하여는 

설명을 요한다고 할 것이다.11)

5) 대판 1997. 10. 28, 97다24969; 대판 1997. 3. 14, 96다53314 등 다수의 판결

6) 대판 1998. 6. 23, 98다14191.

7) 대판 1994. 10. 14, 94다17970.

8) 그러나 유상운송행위의 면책조항(대판 1992. 5. 22, 91다36642), 화재보험에서의 폭발면

책조항(대판 1993. 4. 13, 92다45261)등은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고 하는 판결이 있다.

9) 대판 1990. 4. 27, 89다카24070.

10) 대판 1998. 4. 14, 97다39308.

11) 독일은 보험감독법(VAG) D부속서 제1절에서 반드시 설명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 상

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약관의 내용중에서 설명하여야 할 사항의 기준을 우리에

게도 제시하여 준다. 보험자가 보험계약의 체결 이전에 제공하여야 할 정보는

① 보험계약의 전 역에서 필수적인 소비자정보

a) 보험자의 상호, 주소, 법형식(법인의 형태, 법적 성격); 보험계약이 체결된 지점의 

상호, 주소, 법형식

b) 보험계약에서 적용되는 보통보험약관 및 보험료율규정, 그리고 계약에 적용되는 

법에 관한 사항

c) 보통보험약관 또는 보험료율규정이 없는(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 보험금

액의 종류, 범위 및 만기에 관한 사항.

d) 보험관계의 유효기간에 관한 사항

e) 보험관계가 복수의 독립된 보험계약을 포괄하는 경우에 보험료가 개별적으로 증

명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보험료의 상한액에 관한 사항, 그리고 보험료지급방

법 및 부대수수료 및 부대비용, 그리고 전체로써 지급되어야 할 보험료 금액에 

관한 사항.

f) 보험청약자가 그 청약에 구속되는 보험기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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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普通保險約款의 拘束力의 根據

(1) 學說과 判例의 입장

약관이 당사자를 구속하는 근거에 관하여는 規範說과 契約說(意思說)의 대립이 

있다. 契約說은 전통적인 법률행위이론에 의하여 약관에 의한 계약을 보통의 계약

과 같이 보아 당사자가 계약의 개개의 조항을 알고 계약을 체결하 기 때문에 당

사자를 구속한다는 견해이다. 즉 당사자의 編入合意에 의하여 그 약관이 계약의 내

용으로 된다는 것이다. 반면 規範說은 보험약관은 다수계약으로서 보통보험약관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거래의 실정이므로 법사회학적으로 볼 때에는 보험약관

은 객관적인 법과 비슷하고 보험계약상의 法源으로 다루게 된다는 견해이다. 즉 규

범설은 약관의 본질을 법규범과 같은 성질의 것으로 보고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

이 계약 내용을 규율한다고 보는 입장이다.12)

이에 대하여 판례는 보통거래약관에 대하여 契約說을 따르고 있고 保險約款에 

관하여도 마찬가지이다. 즉 보통보험약관이 계약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그 자체가 법규범 또는 법규범적 성질을 가진 약관이기 때문이 아니라 보험

계약 당사자 사이에서 계약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 기 때문이라고 한다.13) 

(2) 판례에 대한 비판 

약관규제법 제3조제1항과 제2항은 사업자에 대하여 계약체결에 있어서 고객에게 

그 약관의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는 명시설명의무를 지우고, 제3항에서 “사업자가 

그 의무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여 계약설의 입장에서 약관의 구속력을 인정하고 있고, 이는 독일

의 약관규제법 제2조와 기본적으로 그 뜻을 같이 하고 있다. 

g) 철회 및 탈퇴권에 관한 고지

h) 보험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그 이의를 제기할 수 있

는 관할감독관청의 주소 

② 보험료환급이 되는 생명보험 및 상해보험의 경우 추가적으로 필요한 소비자정보

a) 이윤확정 및 이윤배당에 적용되는 계산원칙과 기준에 관한 사항

b) 환매가에 관한 사항

c) 보험료율규정이 없는 보험으로 전환된 경우 보험금에 관한 사항

d) b와 c에 의하여 보험금이 보장된 경우에 그 정도에 관한 사항

e) 기금에 의하여 운 되는 보험의 경우에 보험의 기초가 되는 기금에 관한 사항, 

그리고 거기에 포함된 자산가치의 유형에 관한 사항

f) 이러한 보험종류에 적용되는 세법에 관한 사항

③ 질병보험의 경우에는 12a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필수적인 소비자정보

치료비용의 증가가 장래의 보험료에 향을 미친다는 사항과 노령에 있어서는 보험

료의 한도를 제한할 수 있다는 것에 관한 사항.

12) 梁承圭, 앞의 책, 69쪽 이하 참조. 

13) 대판 1985. 11. 26, 84다카2543 등. 이는 판례의 확립된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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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독일의 약관규제법 제23조제3항은 보험약관에 대하여는 제2조의 편입요

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도 보험계약은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은 약관에 따르도록 

하여 예외적으로 規範說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특히 1994년 개정된 보험계약법 제

5조a는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교부 또는 소비자 정보를 알려주지 아니한 경우에도 

보험계약자가 보험증권 등의 교부를 받은 후 14일 이내에 그 계약을 취소하지 않

는 한 保險約款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이는 보험계약의 특성에서 오는 것이고, 

보험약관의 효력을 다른 일반약관과 같이 다룰 수는 없다는 점을 밝힌 것이다. 따

라서 보험계약은 다수계약으로서 그 계약의 내용은 보통보험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것이 거래의 실정이므로 보험약관은 객관적인 법과 비슷한 規範으로서의 성질을 지

니고 있다고 보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그 구체적인 근거들은 명시설명의무위반의 

효과에서 다루기로 한다.

5. 商法과 約款規制法

(1) 판례의 태도

약관규제법에 의하면 사업자가 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당해 약관

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고(약관규제법 제3조 제3항), 상법에서는 보험자가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1월내

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상법 제638조의3). 여기에서 商法과 約款規制法의 보통보

험약관에 관한 적용의 우선순위 문제가 발생되고, 보험계약자가 1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하지 아니한 경우 그 약관의 효력이 문제된다. 약관의 명시설명의무위반의 효

과를 다루기 전에 먼저 상법과 약관규제법의 관계에 대하여 고찰하는 것이 필요하

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상법 제638조의3 제2항에 의하여 보험자가 약관의 교부설

명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의 성립 일부터 1월내에 행사할 수 

있는 取消權은 보험계약자에게 주어진 권리일 뿐, 의무가 아님이 그 법문상 명백하

므로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취소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보험자의 설명의무 위

반의 법률효과가 소멸되어 이로써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의 설명의무위반의 법률효과

를 주장할 수 없다거나 보험자의 설명의무 위반의 하자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14)하여 상법과 약관규제법이 중첩적으로 적용된다는 입장을 취

하고 있다.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은 상법만이 적용된다면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위

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관한 규정이 실효를 거둘 수 없게 되므로 상법과 

약관규제법이 모두 적용된다는 견해에 근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위 판결만으로는 상법과 약관규제법의 우선순위에 관한 입장이 반드시 명

14) 대판 1996. 4. 12, 96다4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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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한 것은 아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에 관하여 설시를 한 판결이 있다. 즉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다32564 판결은 “상법 제638조의3 제2항은 보험자의 설명의무 

위반의 효과를 보험계약의 효력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계약의 취소권을 부여하

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나아가 보험계약자가 그 취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

우에 설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약관이 계약의 내용으로 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아

무런 규정도 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계약의 취소권을 행사하지 아

니하 다고 바로 계약의 내용으로 되지 아니한 약관 내지 약관 조항의 적용을 추인 

또는 승인하 다고 볼 근거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상법 제638조의3 제2항은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16조에서 약관의 설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원칙

적으로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것으로 하되 소정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

로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모순․저촉이 있다고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약관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그 약관을 계약의 내

용으로 주장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제3항과

의 사이에는 아무런 모순․저촉이 없으므로, 따라서 상법 제638조의3 제2항은 약관

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제3항과의 관계에서는 그 적용을 배제하는 특별규정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보험약관이 상법 제638조의3 제2항의 적용 대상이라 하더라도 약관

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제3항 역시 적용이 된다”라고 한 판시하고 있다.15)

이 판결도 종전과 마찬가지로 중첩적 적용의 태도를 취한 것이긴 하나, 또 다른 

시각을 보여 준 것이기도 하다. 즉 상법 제638조의3 제2항의 “취소할 수 있다”라는 

규정의 해석을 단지 보험계약자에게 권한을 부여한 것이라는 해석에 따르면서 상법

과 약관규제법 사이에는 모순․저촉이 없으므로 중첩적으로 적용된다고 하는 것이

다. 따라서 이 판례는 상법의 규정이 “보험계약자가 그 보험계약을 취소하지 아니

한 경우에는 그 보험약관이 계약조항으로 편입된다”는 명확한 규정을 가지고 있다

면 상법의 규정이 우선하게 됨을 선언한 것으로 풀이된다. 

(2) 약관규제법에 대한 特別法으로서의 상법

보통거래약관에 대한 일반법으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약관규제법임에 

반하여, 보통거래약관중에서도 보험에 이용되는 보통보험약관에 대한 특별법으로서

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상법이다.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의하여 상법의 보험

약관에 관한 규정이 일반법으로서의 약관규제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당

연하다.

약관규제법 제30조제3항에서는 “특정한 거래분야의 약관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우선한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다. 보

15) 판례공보 1999. 1. 15. 41쪽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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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약관은 특정한 거래분야에 관한 약관으로서 약관규제법은 스스로가 일반법으로서

의 지위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고, 이에 의하여 보험약관에 관하여는 상법의 규정이 

적용된다는 것에는 법리적 근거가 있다. 또한 보험제도는 위험단체의 관념에 기초

하여 그 구성원을 개별적으로 다루지 아니하고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일반의 보통거래약관과는 달리 취급해야 한다. 보험계약은 일반 상품의 

매매계약과 같이 有形의 상품을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危險의 引受 여부와 관련한 

無形의 상품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일반의 약관과는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

을 수 없다. 문제는 상법이 “취소할 수 있다”라고만 하는 규정을 둔 것이다. 판례는 

이 규정이 약관규제법과는 전혀 아무런 충돌이 없는 규정이고, 따라서 약관규제법

과 상법은 중첩적으로 적용된다고 하고 있다. 이 규정을 개정하지 않는 이상은 이

와 같은 해석밖에는 할 수 없는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하여는 보험약관의 명시설명

의무 위반의 효과에서 다루기로 한다. 

Ⅲ. 明示說明義務 違反의 效果

1. 法規定과 判例의 입장

보험자가 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계약자

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1월내에 그 계약을 取消할 수 있다(商 제638조의3 

제2항). 여기서 1월이란 기간은 除斥期間이고,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취소한 때

에는 처음부터 그 계약은 無效로 되고(民 제141조), 보험자는 보험계약자가 지급한 

보험료를 소정의 이자를 붙여 돌려주어야 한다고 풀이한다(商 제648조 참조). 그런

데 보험계약자가 보험자로부터 約款을 교부받지 않고, 또 그 계약조항에 대한 설명

을 들은 바 없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1월이 경과하도록 그 取消權을 행사하지 아

니한 경우에 그 보험약관의 효력이 어떻게 되느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보험약관의 구속력의 근거를 契約說에 두고 있는 판례는 명시설명의무는 중요한 

개개의 약관조항에 관한 것이므로 설명의무 위반의 경우는 당해 약관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하지 못한다는 확고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상법의 “취소할 수 있

다”라는 규정을 보험계약자의 권리로 해석하고 1개월 이내에 취소하지 않는다고 하

면 약관규제법 제3조의 규정이 중첩적으로 적용되어 설명되지 아니한 부분은 계약

의 내용으로 되지 않는다고 풀이하고 있다.16) 따라서 고객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16) 하나의 예로 대판 1998. 4. 10, 97다47255의 판결문을 보면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및 보험청약서상 기재사

항의 변동 사항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

를 지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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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사회통념상 그 사항의 知․不知가 계약체결의 여부에 향

을 줄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그 고객에게 설명을 하여야 하고 설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의 내용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다만, 판례는 위와 같은 사항에 관하여도 당해 거래에 있어서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고객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이라면 설명을 요하는 중요내용이 아니

어서 설명의무위반이 되지 아니한다고 하고,17) 보험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잘 알

고 있는 약관의 내용은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18) 

2. 保險의 特性과 判例에 대한 批判

(1) 保險契約의 團體性

보험계약은 개별적으로는 보험자와 보험계약자의 합의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나, 언제나 동질적인 위험에 놓여 있는 수많은 보험계약자로 구성되는 위험단체를 

전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험계약법이나 보험약관의 해석, 적용에 있어서는 개

별적인 보험계약은 물론 보험단체의 구조를 함께 고려하여야 하는 것이다. 여기에

서 상법 제638조의3 제2항이 보험자가 약관의 설명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보험계약

자는 … 1월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만 규정하고 보험약관의 효력에 관

하여 따로 규정하지 아니하 다 하더라도 약관규제법 제3조제3항과 다른 규정을 둔 

이유는 보험계약의 특성과 관련하여 그 뜻을 찾아야 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판

례는 보험제도의 특성은 고려하지 않고 보험자가 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한 때

에는 보험계약자의 의무위반을 따지지 아니하고 소비자보호를 우선하는 입장을 취

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상법을 개정하여 명백한 

규정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그러면 현행과 같은 규정 하에서는 판례와 같이 보험계약자의 권리일 뿐 의무는 

아니므로 취소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그 약관은 계약의 내용이 되지 않고, 보험계약

에 관한 상법의 규정도 아무런 의미를 부여할 수 없는 것인가? 약관규제법 제16조

는 “약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조항이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의 내용이 

되지 못하는 경우 … 계약은 나머지 부분만으로 유효하게 존속한다. 다만 유효한 

부분만으로는 계약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거나 일방당사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때

에는 그 계약은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19) 이에 따라 보험자가 보험계약

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을 주장할 수 없다 할 것이

므로,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그 약관에 규정된 고지의무를 위반하 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 있다. 

17) 대판 1992. 5. 22, 91다36642; 대판 1990. 4. 27, 89다카24070.

18) 대판 1998. 4. 14, 97다39308.

19) 독일약관규제법 제6조는 비편입(Nichteinbeziehung)과 무효인 경우의 법률효과를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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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체결할 때에 약관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독일 약관규제법 제23조제3항과 같

은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우리의 법제하에서 상법 제638조의3 제2항의 규

정이 보험계약자의 取消權만을 인정하고, 약관의 효력은 약관규제법 제3조제3항과 

제16조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고 풀이하는 것은 보험제도의 성질상 받아들일 수 없

다고 생각한다. 

이에 따라 약관규제법의 적용을 받는 계약의 경우 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

면 그 약관이 계약의 내용으로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保險約款의 경우에는 그 특성

을 감안하여 보험자가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면, 그 보험약관이 보험계약의 내용으

로 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보험계약자에게 1개월 이내의 계약취소권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보다 타당한 해석은 아닌가? 

다음의 根據에서 保險約款의 경우에는 비록 보험자가 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위

반하 다 하더라도 保險契約이 취소되지 않는 한 그 약관의 효력은 인정된다고 풀

이하는 것이 보험법리상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첫째, 保險契約의 特性을 고려할 때 판례의 입장은 옳지 못하다. 보험계약은 보험

제도의 성질상 동일한 위험에 놓여 있는 수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危險團體의 

관념에 기초를 두고 있는 점에서 그 계약내용을 담고 있는 보통보험약관도 비록 개

별적인 보험계약의 내용을 정하고 있다고는 하더라도, 그것은 구체적으로 보험에 

든 위험의 개별적인 차이를 고려함이 없이 동질적인 위험에 관한 다수의 보험계약

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계약조항이기 때문이다. 

약관규제법 제3조제3항은 “사업자가 約款의 明示說明義務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

결한 때에는 그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여 그 約款의 

效力을 부인하고 있으나 이는 그 약관의 법률행위상의 효력의 근거로서 상대방에 

대한 明示說明을 민법상의 意思表示 및 契約에 관한 규정과 직접 연결시키고 있는 

데서 찾을 수 있다.20) 그러나 보험계약에는 이러한 논리가 적용될 수 없다. 왜냐하

면 保險契約은 보험제도의 성질상 같은 위험에 놓여 있는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危險團體의 관념에 기초를 두고 있는 점에서 그 契約內容을 담고 있는 普通

保險約款도 비록 개별적인 보험계약의 내용을 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구체

적으로 保險에 든 위험의 個別的인 差異(individuelle Unterschiede)를 고려함이 없

하여 제1항과 제3항은 우리 법 제16조와 뜻을 같이 하고 있는데, 다만 제2항에서 “약관

의 규정이 계약의 구성요소(Vertragsbestandteil)로 되지 아니하거나 무효로 되는 경우

에는 계약의 내용은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0) Vgl. Manfred Wolf, Norbert Horn, Walter F. Lindacher, AGB-Gesetz Kommentar, 

1984, S. 62; Horst Locher, Das Recht der Allgemeinen Geschäftsbedingungen, 1980, 

S. 30. 독일의 AGB-Gesetz 제2조는 약관의 계약에의 편입(Einbeziehung in den 

Vertrag)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法 제3조와 그 뜻을 같이 하는 것으

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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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동질적인 위험에 관한 다수의 보험계약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契約條項이기 때

문이다.21)

둘째로, 상법 제638조의3 제2항의 立法的인 背景을 주목하여야 한다. 즉 약관규

제법과는 달리 왜 상법에서 명시설명의무위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 는가라는 立

法者의 意圖를 고려하여야 한다. 商法 제638조의3 제2항이 보험계약자의 계약취소

권을 인정하고, 그 약관의 효력에 관하여 약관규제법 제3조제3항을 배제하는 명시

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더라도 전자가 후자보다 우선한다(약관규제법 제30조제3

항)는 法理22)에서 商法이 보험자의 약관의 교부설명의무위반의 효과를 약관규제법

과 달리 규정하고 있는 이유를 熟考해야만 하는 것이다. 보통거래약관에 관한 일반

적인 규정을 담고 있는 약관규제법에 명시설명의무위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에

도 이와 달리 상법 제638조의3에서 보험약관의 교부・설명의무에 관한 규정을 두

고 있는 입법적인 배경에는 保險의 본질에 관한 特性에 근거하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셋째로, 보험사업은 公共의 利益과 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재경부장

관의 엄격한 감독을 받으면서 그 사업을 위하고 있다. 따라서 보험계약은 보험자

가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미리 마련한 보험약관에 의하여 동일한 방식으로 체결

되어 집단적으로 이루어지는 다수계약이라는 점에서 약관규제법의 예외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넷째로, 比較法的인 검토에서도 判例의 입장은 保險의 特性을 인식하지 못한 것

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우리 나라의 약관규제법의 母法이라 할 수 있는 독일의 

약관규제법과 또한 우리의 상법과 독일의 보험계약법을 비교하여 보는 것은 큰 의

의가 있다고 본다. 保險이라는 제도는 어느 나라이든 공통적인 특성을 지니는 것으

로 그 역할도 나라에 따라서 相違한 것이 아니다. 保險은 인간의 이성이 발견한 제

도로서 재난에 대비하여 기금을 마련하고 그 기금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와

준다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보험에 관한 법적 장치에 관한 각국의 입법례

를 비교하여 보는 것은 큰 의의가 있다고 보여지고, 하나의 里程標를 제시하여 줄 

수도 있다고 본다. 특히 독일법은 그 법계에서뿐만 아니라 약관규제법의 제정경위

에서도 우리에게 큰 향을 미쳤으므로 비교의 의의가 더욱 크다 할 것이다. 그런

데, 보험자의 보험약관의 明示說明義務違反의 效果에 관하여 독일법은 우리의 판례

와는 正反對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21) Wolf/Horn/Lindacher, ibid, S. 1037. 

22) 약관규제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보험약관에 관한 상법의 규정은 약관

규제법의 특별법으로서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고, 보험약관에 대하여 약관규제법과 

다른 규정을 두고 있는 때에는 商法規定의 입법정신이 무엇이냐를 따져 해석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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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明示說明義務違反에 관한 獨逸의 立法 

독일의 약관규제법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보험약관에 대하여는 제2조의 편입요

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도 보험약관의 효력을 인정하고(동법 제23조제3항), 특

히 1994년 개정작업으로 신설된 독일보험계약법 제5조a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23) 

앞의 설명과 중복되는 면이 있으나 이를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가) 認可된 約款에 대한 예외

독일의 약관규제법 제23조제3항은 감독관청이 인가한 약관의 계약편입을 단순화

하고 있다. 즉 독일의 약관규제법 제23조제3항은 “‧‧‧ 보험계약은 제2조 제1항 제1

호, 제2호24) 소정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도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은 보험

자의 보통거래약관에 따른다”라고 규정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약관의 編

入要件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약관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보험에 대한 

이와 같은 예외적인 규정의 적용은 보험계약의 특성에서 오는 것이다.25)

(나) 改正保險契約法 제5조a와 保險約款의 契約編入時의 權利

유럽연합의 지침으로 감독관청의 인가와 관련하여 독일 보험법의 상황은 크게 바

뀌었는데, 보험사업자의 경우 감독관청에 대한 사업방법서의 제출의무와 관련하여 

중요한 변화가 발생하 다. 유럽연합지침을 독일에서 시행하기 위한 1994년의 보험

감독법 개정을 통하여 구법 제5조 제3항 제2호에서 규정되었던 감독관청에 대한 보

험약관의 사전적 제출의무는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일정한 강제보험약관에 

23) 상법 제638조의3 규정은 1991년 개정으로 신설된 것이다. 그리고 독일법도 이와 유사

한 규정인 제5조의a를 1994년 신설하기에 이르 다. 그러나 우리 판례의 해석과 독일

법의 규정은 완전히 정반대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점은 주목하여야 한다.

24) 독일의 약관규제법(Gesetz über die allgemeinen Geschäftsbedingungen) 제2조의 규정

을 보면: 제2조 (계약에의 적용) ① 보통거래약관은 그 작성자가 계약체결시에 다음과 

같이 행하고 계약상대방이 그 효력에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의 구성부분으로 된

다. 

1. 계약상대방에게 명시적으로, 또는 명시적인 주지가 계약체결의 양태에 비추어 과

도한 어려움을 감수하여야만 하는 경우에는 확실히 눈에 띄는 게시를 통하여, 계

약체결의 현장에서 약관을 주지시킨 경우.

2. 계약상대방에게 예견가능한 방법으로 계약내용을 인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

어 준 경우

② 계약당사자는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지키는 한 특정종류의 법률행위를 위하여 특

정한 보통거래약관의 효력을 사전에 미리 합의할 수 있다. 

25) Vgl. Wolf/Horn/Lindacher, a.a.O., SS. 1037f; Karl Sieg, Allgemeines Versicherungs- 

vertragsrecht, 3 Aufl., 1994, S. 38; Hans-Leo Weyers, Versicherungsvertragsrecht, 2 

Aufl., 1995, S. 60. 동법 제23조 제3항이 열거하는 보통거래약관들은 다른 업분야의 

약관에 비해 여러 가지의 특성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첫째 연방감독관청의 전문적 감

독이 존재하고, 둘째 이 약관들의 내용은 계약의 테두리를 정하는 것은 물론 급부범위

를 정하는 것이고, 셋째 감독관청이 인가한 이 약관들은 당해 사업자의 집단적 업방

식이나 관청인가약관의 일률적인 적용필요성으로 인해 다수의 계약상대방에 대해 통일

적인 계약조건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독일 약관규제법 입법이유서 4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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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해서만 이 의무가 존속하게 되었다(개정 독일보험감독법 제5조 제5항 제1호). 따

라서 보통보험약관과 보험료율표는 더 이상 감독관청의 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게 

되었고, 따라서 약관규제법 제23조제3항의 簡易編入의 대상이 될 수 없게 되었다. 

이와 같은 연유로 보험사업자가 보험약관에 대하여 보험감독법상의 인가를 받아야 

할 의무가 존재하지 않게 되고, 임의로 연방보험감독청에 사전에 약관의 심사를 요

청할 수는 있지만 이러한 심사가 약관규제법 제23조제3항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인

가가 아닌 것이 되었다. 

이러한 사정에 의하여 독일 約款規制法上의 간이편입의 대상이 되지 못한 보험

약관의 경우 그 편입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때에 그 효력이 문제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독일보험계약법은 1994년의 개정에서 우리 판례와는 전혀 상반된 입법을 하

고 있다. 신설된 독일보험계약법 제5조a를 보면, ①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

약관을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보험감독법 제10조의a에 따른 소비자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계약은 보험증권, 보험약관 및 계약내용에 대하여 표준이 되는 소

비자정보에 근거하여 체결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문서를 수령한 후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26)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문은 근로계약관련 규

정에 근거한 연금기금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는 이 규정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증권과 제1항에 따른 문서들을 완전하게 제공하

고, 보험증권의 교부시 보험계약자에게 철회권, 보험기간의 개시일 및 보험기간에 

관한 사항을 활자화된 서식으로 통지한 때로부터 보험기간이 개시된다. 그 문서도

달에 관한 입증책임은 보험자가 부담한다. 보험계약자가 이의제기의 의사표시를 적

시에 발송하는 경우에는 기한의 준수로 본다. 1문과 관계없이 최초보험료를 납부한 

때로부터 1년이 지나면 이의제기권이 소멸한다. 

③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의 별도의 신청에 따라 즉각적인 보험보호를 보장한 경우

에는, 계약체결시 보험약관과 소비자정보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도 합의할 수 있

다. 문서들은 보험계약자의 요청에 따라 교부되어야 하고, 늦어도 보험증권의 교부

시에 함께 교부되어야 한다. 보험계약이 즉각적인 보험보호를 보장한 경우에는 그

러한 한도내에서 보험계약자는 제1항의 철회권을 상실한다. 

이 보험계약법의 규정은 보험자가 약관에 대한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 다 하더

26) 異議提起(Wiederspruch)는 의사표시이다. 이의제기를 하게 되면 보험증서의 송부로 계

약이 체결되는 것이 아니고 보험계약자는 자신이 원하는대로 협상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取消(Rücknahme)는 단지 보험증서상의 계약의 종결을 원하는 보험계약자의 청

구의 효력만을 가지고 있다. 이의제기를 하게 되면 보험자는 그 보험증서와 청구 또는 합

의의 내용이 일치함을 입증하여야만 한다. 이에 관하여는 Prölss/Martin, Versicherungs- 

vertragsgesetz, 26 Aufl, 1998, S. 10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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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도 보험계약자가 14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면, 그 약관은 보험계약의 

내용이 된다는 뜻을 밝혀 독일약관규제법 제2조27)에 대한 예외의 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이 규정을 保險約款의 說明義務에 관한 同一한 사안을 규율하고 있는 우리 

상법 제638조의3 제2항과 비교하여 보면 그 입법이 상당히 유사함을 발견할 수 있

다. 다만 除斥期間이 경과한 후에 관한 효력을 우리 법에서는 명백히 하고 있지 아

니한 점만이 다를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判例는 약관규제법에 따라서 

명시설명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상법 제638조의3 제2항의 규정에 관련 없

이 약관규제법 제3조에 의하여 계약의 내용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하고 있음에 

반하여, 독일보험계약법은 보험계약자가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명시

설명되지 아니한 부분이라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된다는 뜻을 뚜렷이 하고 있다. 

이와 같이 保險이라는 제도의 틀 속에서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우리 나라의 판례

가 독일의 약관규제법이나 보험계약법의 규정과는 상반된 입장을 보이는 이유를 어

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답은 다음의 질문들 중 하나에서 찾아야 하지 않

을까?

① 두 나라에서 保險의 存在意義 자체가 다른 것인가? 

② 消費者의 保護를 중요한 제일의 과제로 삼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우리 판례에 

비하면 독일의 법률은 일반 소비자의 보호에 문제가 있는 법인가? 

③ 아니면 우리 판례가 保險의 特性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하지 못한 탓인가? 

(다) 保險約款에 대한 特殊性의 配慮

보험제도의 경우 기본적으로 소비자는 料率表의 선택을 통하여 인수위험의 제한 

하에 보다 싼 보험료로 보험보호를 받을 수 있어야 하고, 보험자는 위험의 동질성 

유지를 통하여 피보험자를 균등하게 대우하여야 한다. 독일법은 보험의 단체성이라

는 특성, 즉 동질적인 위험을 전제로 한다는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입법을 하고 

있는 것이고 따라서 약관규제법에 관한 예외를 설정하여 두고 있다.28) 그리고 독일

보험계약법 제5조에서는 계약당사자 사이의 개별적인 보험계약의 내용이 보험약관

과 다른 경우에조차도 보험의 단체성이라는 특성을 감안하여 보험계약자가 1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보험약관이 계약의 내용으로 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29) 

27) 이는 우리의 약관규제법 제3조에 해당하는 규정이다.

28) Prölss/Martin, a.a.O., SS. 109-111 참조. 

29) 독일보험계약법 제5조에서는 同意條項(Billigungsklausel)을 두고 있다. 개별 소비자가 

교섭한 보험계약의 약정이 보험약관과 다른 경우에도 그 보험계약자가 1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개별 약정이 아니라 보험약관이 당해 계약의 내용으로 된다

는 조항이다. 이것도 보험의 특성을 감안한 규정으로 일반적인 계약이론에 대하여 극

히 예외적인 조항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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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독일법과 우리 판례의 차이는 우리 판례의 보험제도의 특성에 관한 이해

의 부족에서 말미암은 것이라고 밖에 할 수 없을 것이다.

3. 誇大說明의 問題

(1) 約款의 잘못 說明 또는 誇大說明

이상에서는 주로 약관의 내용중 명시설명되지 않은 부분에 관한 논점을 살펴보았

다. 그런데 약관의 내용을 잘못 설명하거나 誇大說明한 경우에 관한 판례를 살펴보

는 것도 흥미를 끈다. 판례중에는 보험약관의 구속력의 근거를 契約說로 보는 전통

적인 입장에 서면서 당사자간의 약정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 그 약관의 내용이 

계약의 내용으로 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誇大說明된 내용이 계약의 내용

으로 된다고 하는 판결이 있다. 

“보통보험약관이 계약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 것은 그 자체가 법규범 또

는 법규범적 성질을 가진 약관이기 때문이 아니라 보험계약당사자 사이에서 계약내

용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 기 때문이라고 볼 것인 바, 일반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서 보통보험약관을 계약내용으로 포함시킨 보험계약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계약자가 

그 보험약관의 내용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도 그 약관의 구속력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다만 당사자 사이에서 명시적으로 약관의 내용과 달리 약정한 경우

에는 위 약관의 구속력은 배제된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판례30)가 그것이다. 

그러나 이 판례는 代理權이 인정되지 않는 保險募集人의 잘못된 또는 과장된 설

명대로 당해 보험계약의 내용이 된다고 하는 해석으로 이는 전혀 이론적인 근거가 

없을 뿐아니라 오히려 보험모집인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법리를 간과하여 계약법 및 

대리의 기본적인 원리에도 어긋난다. 이러한 경우에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고자 한다

면 보험업법 제158조의 규정에 따라 보험자의 책임의 유무를 판단하는 것이 옳다

고 할 것이다.31) 

(2) 約款과 다른 約定의 締結可能 與否

대리권이 인정되지 않는 保險募集人이 아니라, 만일에 保險者 또는 대리권이 인

정되는 保險締約代理商이 약관에 관한 설명을 잘못하거나 과대설명한 경우 판례가 

채택하고 있는 契約說에 근거하여 과대설명된 내용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되는 것

인가? 

약관규제법 제4조는 約款에 의한 거래에서 당사자 사이의 個別約定이 우선함을 

30) 대판 1985. 11. 26, 84다카2543 참조.

31) 보험업법 제158조는 민법 제756조에 대한 특칙이다 라고 한 판결로 대판 1994. 11. 22, 

94다19617과 대판 1995. 7. 14, 94다19600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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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하고 있다(제4조). 그러나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그 團體的 構造에서 구체적인 

계약조항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흥정하여 변경을 할 수는 없다. 그리하여 보험계약

자가 비록 그 약관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계약을 체결하 다 하더라도 보험계약을 

취소하지 않는 한 보험약관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

한다.32) 보험자가 약관의 내용과는 달리 개개의 소비자와 서로 다른 개별적인 약정

을 체결할 수 있다면, 大數의 法則에 의하여 공동위험단체로 운용되어야만 하는 경

제제도로서의 보험의 단체성․기술성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나아가 이러한 해석을 

극단화하여 계약자가 선의이기만 하면 누구든 언제든지 과대 내지 잘못된 설명 그

대로 보험계약이 변경되어 성립된다고 하게 되고, 이는 다른 선의의 보험가입자를 

해침은 물론 경제제도로서의 보험단체 자체를 붕괴시키는 결과까지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잘못 또는 과대설명된 경우에도 약관의 내용이 계약의 내용으로 된다고 풀

이하는 것이 타당하고, 소비자의 보호문제는 보험업법 제158조로 해결하는 것이 타

당하다 할 것이다. 

이에 관한 독일보험계약법의 내용은 유익한 기준이 된다. 독일보험계약법은 보험

약관과 다른 내용을 계약으로 정한 경우에도 보험계약자가 보험증서의 수령 후 1개

월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당사자의 약정이 아니라 보험약관의 내용대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제5조 : 동의조항

① 보험증서의 내용이 청구와 다르거나 또는 일치된 합의의 조건과 다른 경우, 

보험계약자가 보험증서의 수령 후 1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

는 한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② 보험계약자의 동의는 보험자가 보험증서의 교부시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증서

의 수령 이후 1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보험증서의 내

용에 따라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을 고지한 이후에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그 

고지는 서면으로 된 매체에 의하거나 또는 보험증서상의 여타의 규정과는 쉽게 

구별되는 주목을 끌 수 있는 활자체에 의하여야 한다.

③ 보험자가 제2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 다면 그 약관은 구속력이 없는 것

이 되고, 보험계약상의 내용이 합의된 것으로 본다. 

④ 보험계약자가 실수로 인한 이의제기의 권한을 포기하는 합의는 효력이 없다. 

Ⅳ. 맺 는 말

보험자의 약관설명의무와 관련하여 이와 같은 해석상의 논란이 발생하는 주된 이

32) 同旨, 李基秀, 保險法・海商法, 1993, 6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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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는 위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애매한 법규정에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리

하여 상법 제638조의3 제2항에서 보험계약자가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하지 아

니한 경우의 약관 효력에 관한 명백한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보험

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독일법과 같은 취지의 규정을 두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

이다.

다음으로 비록 상법 제638조의3 제2항의 규정이 애매하다 하더라도 현행과 같은 

규정 하에서도 독일법에서와 같은 해석을 할 수 있다고 본다. 여기에는 일단 두 가

지의 法益이 충돌함을 볼 수 있다. 경제적 약자인 소비자보호라는 측면과 단체성․

선의성을 특성으로 하는 보험제도의 유지라고 하는 측면이 그것이다. 그러나 앞에

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보험가입자의 보호문제를 일반 소비자보호의 차원에서만 접

근하여 보험계약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보험계약자의 잘못을 덮어두고 보험제도의 

기본을 무시하는 해석을 하여서는 안된다. 보험의 기본원리에 충실하면서도 소비자

를 보호할 수 있는 길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보호라는 측면을 강조하고 보

험의 기본원리에도 맞지 않는 해석을 한다는 것은 보험법 전체의 이론적인 구조에 

심각한 폐해를 끼칠 수 있다. 

개별적인 사안에서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명시설명하지 않았다고 

하여 당해 보험계약에 관하여만 그 보험약관이 계약의 내용으로 되지 않는다고 하

게 되면 보험단체의 관념에 기초한 보험의 성격을 무시하는 결과가 된다. 보험약관

은 구체적으로 보험에 든 위험의 개별적인 차이를 고려함이 없이 동질적인 위험에 

관한 다수의 보험계약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이기 때문이다. 

상법 제638조의3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소할 수 있다”라는 규정은 판례의 

해석대로 의무가 아니라 권한이다. 그러나 취소를 하지 않는다면 보험약관은 보험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즉, 약관규제법의 적용을 받는 계약의 경

우 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면 그 약관이 계약의 내용으로 되지 않지만, 保險

約款의 경우에는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면 그 보험약관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되

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보험계약자에게 계약취소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풀이하여야 한

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보험의 기본적인 원리에 적합한 해석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리고 소비자보호의 문제는 보험업법 제1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시설

명을 제대로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保險者에게 부과하는 것

으로 해결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요컨대 상법 제638조의3 제2항이 약관규제법 제3조제3항과는 달리 규정하고 있음

에도 보험자가 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 다는 이유로 보험계약자가 고지의무 

등 보험계약법 또는 약관에 의하여 주어진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보험자는 보험

계약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는 법원의 판결은 보험의 원리를 무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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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아니라 보험계약자의 도덕적 위험을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도 음미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독일보험계약법이 우리의 判例와는 정반대의 규정을 두고 있

는 근거와 취지를 法院은 깊이 헤아려 비록 법규정의 흠결이 있다 하더라도 판례

에 의하여 이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法院의 임무이고 또한 건전한 보

험질서의 확립을 위해서도 요청된다고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