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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보험 및 생명보험에서의 피보험자의
정신장애와 의식장애*
1)

張 敬 煥

**

요 약
피보험자의 정신장애와 의식장애는 ‘상해의 위험을 현저하게 증가’시키는 ‘병
적인 상태’이다. 따라서 이들 장애로 생긴 상해는, 특별히 이를 담보하는 보험료
를 받지 아니하고 통상의 상해위험만을 담보하는 일반 상해보험에서는 그 보호
범위 밖에 있게 되고, 또한 사고 당시 이미 존재하는 병적인 상태로 생긴 상해
로서 외래성이 결여되어 상해보험의 면책사유가 된다. 피보험자가 이들 장애가
없는 정상적인 상태에 있었더라면 당해 상해를 피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그 상
해는 이들 장애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보험자가 간질발작으로
인한 의식상실로 ‘30cm 깊이’의 물에 빠져 익사한 경우를 질병(또는 의식장애)으
로 생긴 상해로 보지 않은 금분위 조정례(2008-32결정)는 무리라고 생각된다.
한편 이들 장애는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고, 이 상태
에서의 자살은 고의에 의한 진정한 자살로 볼 수 없으므로 생명보험(사망보험)의
부책사유가 된다. 이 상태는 자살하는 사람들에게서 통상적으로 나타나는 情動의
급격한 변화와 구별해야 하며, 短絡行爲만으로는 인정할 수 없다. 특히 자살 당시
에 객관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동기가 존재하는 決算自殺의 여지를 배제할 수 없
었던 경우에는, 이 상태를 인정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피보험자가 부부싸움 직후
에 투신자살한 경우를 이 상태에서의 자살로 판단한 대법원 판례(2005다49713 판
결)는 무리라고 생각된다. 또한 이 상태에서의 자살은, 고의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에서 우연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병적인 상태로 인한 것이라는 점에
서 외래성이 결여되어 상해보험에서 담보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그 자살은 일반
사망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될 뿐, 상해사망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주제어: 정신장애, 의식장애, 정신질환(정신병),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 자살, 결산자살, 자살약관, 일반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재해사
망보험금), 간질발작

* ① 이 글에서 인용하는 우리나라 보험표준약관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2007. 10.
18. 개정) 제5-13조 제1항에 의하여 ‘별표 15’로 제시된 것임. ② 이 글에서 인용하는
웹사이트는 특별한 날짜의 기재가 없으면 ‘2008. 4. 21’에 검색된 것임.
**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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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머 리 말
특종보험표준약관 제7조 제1항 제5호1)는 피보험자의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
환’을 원인으로 하여 생긴 상해를 보험자의 免責事由로 규정하고 있다(장기손해
보험표준약관 제14조 제1항 제6호2)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음. 이하에서는 별도
로 언급하지 아니함). 이 심신상실ㆍ정신질환 면책조항에 대해서는, ① 피보험자
가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입은 상해는 고의로 입은 상해가 아닌데,
이러한 상해에 대해서도 보험자가 면책될 수 있게 하는 것은, 고의사고에 대해서
만 보험자의 면책을 허용한 상법 제739조 및 제732조의2를 보험계약자 등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한 것으로서 상법 제663조에 의하여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닌지?,
② 상법 제739조 및 제732조는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

보험자로 할 수 있게 하는데, 이들이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입은
상해에 대해서 보험자가 면책될 수 있게 하는 것은, 이 상법 규정들을 보험계약
자 등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한 것으로서 상법 제663조에 의하여 무효가 되는 것
은 아닌지?, ③ 보험자가 면책되기 위해서는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
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어야 하는데, 그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과 상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등의 문제가 제기된다.
한편 피보험자의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은 이처럼 상해보험에서는 보험자의
면책사유가 되지만 생명보험에서는 負責事由가 된다. 즉, 생명보험표준약관 제16
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前段3)은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
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自害를 한 경우’를 보험자의 부책사유로 규정하고 있
다. 이 의사결정무능력 부책조항에 대해서는 ①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
1)

2)

3)

특종보험표준약관 제7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5. 피보험자의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
장기손해보험표준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6. 피보험자의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
생명보험표준약관 제1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
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계약
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사실이 증명된 경우 ……… 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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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상태’(의사결정무능력상태)가 어떠한 상태를 의미하는지?, ② 피보험자가 그러
한 상태에서 자살한 경우에 재해사망보험금(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
지?, ③ 피보험자가 그러한 상태에서 ‘사망에 준하지 아니하는 장해상태’(합산 장
해지급률 80% 미만의 장해상태)를 초래한 자해를 한 경우에도 장해보험금(상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등의 문제가 제기된다.4)
그런데, 이 특종보험표준약관상의 심신상실ㆍ정신질환 면책조항과 생명보험표
준약관상의 의사결정무능력 부책조항은, 독일의 ‘정신장애’(Geistesstörung)와 ‘의
식장애’(Bewusstseinsstörung)에 관한 상해보험과 생명보험의 약관조항들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있다. 독일의 현행 상해보험표준약관으로는 ‘2008년 상해보험
약관’(AUB 2008)5)이 있고, 생명보험표준약관으로는 ‘2008년 목돈마련생명보험약
관’(KLB 2008)6)이 있다. 이 표준약관들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2008년
독일보험계약법’(VVG 2008)7)에 따라 개정된 약관들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정신장애와 의식장애에 관한 독일의 위 약관조항들과 법규정을 살펴본 후에, 이
4)

5)
6)
7)

그 밖에 생명보험표준약관 제1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後段은 피보험자가 “계약의 보
장개시일(부활계약의 경우는 부활청약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도 보험자의 부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즉, 피보험자
가 보장개시일(제1회 보험료 납입일)이나 부활청약일로부터 2년(이를 ‘자살면책기간’이
라고 함)이 경과한 후에 자살하거나 또는 자해로 사망에 준하는 장해상태를 초래한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한다. 이 後段의 규정에 대해서도 개정론이 제기되고 있다. 그
러나 이 개정문제는 다른 글들에서 여러 번 논의된 바가 있으므로(양승규, “생명윤리
와 자살약관에 대하여”, ｢한국보험법학회 2008년 추계학술발표회 자료집｣, 2008. 11.
27; 이경룡⋅김사영, “생명보험의 자살 면⋅부책조항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
구”, ｢保險學會誌｣, 제78집, 2007. 12; 김선정, “생명보험약관상 자살면책기간경과후의
자살  최근 일본 판례의 동향을 중심으로, ｢保險學會誌｣, 제69집, 2004. 12; 이용석,
“생명보험약관상의 자살 면⋅부책조항의 문제점에 관한 검토”, ｢保險學會誌｣, 제69집,
2004. 12 등), 이 글에서는 뒤의 ‘Ⅵ. 2. 나. ③’에서 간단히 언급하기로 한다.
Allgemeine Unfallversicherungs-Bedingungen 2008 (2007. 9 개정; http://www.gdv.de/Do
wnloads/allg_Bedingungen_pSV/AUB_2008.pdf).
Allgemeine Bedingungen für die kapitalbildende Lebensversicherung 2008 (2007. 12. 28
개정; http://www.gdv.de/Downloads/allg_Bedingungen_LV/02_KLV_2008.pdf).
독일에서는 ‘보험계약법 개혁위원회’(Kommission zur Reform des Versicherungsvertragsrechts)가 2000년 6월 7일에 결성되어 2002년 5월 30일에 중간보고서를, 2004년 4월 19
일에 최종보고서를 내놓았으며, 2006년 10월 11일에 이 최종보고서를 토대로 정부안이
의결되었다. 이 정부안은 연방의회 법제위원회에서 약간의 수정을 거쳐 2007년 9월 21
일에 연방의회와 참의원을 통과하였고, 이로써 7년여에 걸친 개정작업 끝에 전면 개정
된 ‘2008년 독일보험계약법’(Versicherungsvertragsgesetz 2008)이 2008년 1월 1일부터 시
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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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참고로 우리의 위 면ㆍ부책조항에 대하여 위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을 관련 판
례와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금분위’라 함)의 조정례를 중심으로 검토하고, 끝
으로 결론과 더불어 위 면ㆍ부책조항의 개정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독일상해보험 면책사유로서의 정신장애와 의식장애
1. 정신ㆍ의식장애 면책조항의 유래
2008년 독일상해보험약관 제5.1.1조는 피보험자가 입은 상해 중에서 ① 정신장
애 또는 의식장애(음주로 생긴 것도 포함)로 인한 상해, ② 卒中(Schlaganfälle),
간질성 발작(epileptische Anfälle) 또는 기타 全身에 미치는 발작(Krampfanfälle)으
로 인한 상해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장애 또는 발
작이 先行된 상해사고로 인하여 야기된 경우에는, 그 장애 또는 발작으로 인한
상해는 상해사고로 인한 것이므로 보험자의 부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다.8)
상해보험에서 이러한 비정상적인(보통 질병에 의한) 피보험자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상태가 원인이 되어 생긴 상해를 보험보호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규정은
이미 1900년대부터 나타나고 있다. 즉, 1904년 단체약관 제1조 제2항은 “ ⋯ 졸
중, 발작, 실신, 현기증, 간질성 발작 및 그 결과는 상해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
정하였고, 제3항은 “자살과 그 시도, 그리고 어떠한 정도의 정신장애 또는 의식
장애이든 피보험자가 이로 인하여 입은 모든 상해는 보험보호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였다. 이러한 졸중, 발작, 실신과 현기증 및 정신장애 또는 의식장애는 그
이후의 1910년부터 1937년까지의 상해보험약관의 면책사유에서 찾아 볼 수가 있
었다. 1910년부터 1961년까지 50년간 본질적으로 변경이 없었던 이 규정(특히
1937년의 상해보험약관은 1961년까지 그대로 사용되었음)은 1961년의 상해보험
약관에서 2가지 점이 변경되었다.9) 그 하나는, 음주로 야기된 의식장애로 생긴
8)

9)

2008년 독일상해보험약관 5.1 다음의 상해에 대해서는 보험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5.1.1 정신장애 또는 의식장애  의식장애가 음주에 기인하는 경우도 포함  로 인한 피보험자의
상해 및 卒中, 간질성 발작 또는 기타 피보험자의 全身에 미치는 발작으로 인한 피보험자의 상해.
그러나 이러한 장애 또는 발작이 계약에서 정한 상해사고로 인하여 야기된 경우에는, 보험보호를
받습니다.
Bruck-Möller-Wagner, Kommentar zum Versicherungsvertragsgesetz, 8. Auflage, 6. Band,
1. Halbband, Walter de Gruyter : Berlin/New York, 1978, Anm. G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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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도 보험보호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추가되었다. 이는 약관개정 당시의 통설과
실무를 반영한 것이다. 이 규정의 추가는, 생명보험에서 상해를 추가로 담보하게
하려는 독일연방보험감독국(BAV; 현재의 독일연방금융감독청[BaFin]의 前身)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즉, 음주로 인한 상해의
면책은 1904년의 상해보험약관(제1조 제4항) 및 1910년의 상해보험약관(제4조 제
2항 제2호)에 들어 있었으나, 1920년의 상해보험약관에서는 빠졌다. 따라서 그
후에는 음주가, 그 전의 규정과는 달리, 반드시 ‘의식장애를 야기할 정도로 강한
것’이어야 면책사유가 되는지에 관해서 의문이 제기되었었다. 그런데, 이 규정의
추가로써 상해보험의 면책사유로서의 음주는 의식장애를 야기할 정도의 강한 것
임을 분명히 하였다.10) 다른 하나는, 실신과 현기증이 면책사유에서 삭제된 것이
다. 그 이유는 이에 관한 보험자의 증명이 어려워서 자주 견해의 대립이 생기게
되기 때문이었다. 이 삭제로 인하여 실신이나 현기증으로 인한 상해는 보험보호
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몇몇 학자들은 의식장애가 실신과 현기증의 상
위개념임을 이유로, 실신이나 현기증에 의하여 의식장애가 생긴 경우에는 보험보
호에서 제외된다고 주장하고 있다.11)
정신ㆍ의식장애 면책조항은 독일의 민영상해보험(private Unfallversicherung),
국민상해보험(Volksunfallv.), 상해보험추가약관(Unfall-Zusatzbedingungen), 어린이상해
보험추가약관(Zusatzbedingungen für die Kinder-Unfallv.) 등에서 찾아볼 수 있
다.12) 특히 ‘2008년 독일자동차보험약관’(AKB 2008)13) 제A.4.10.2조도 자동차상
해보험(Kraftfahrzeug-Unfallv.)에 관하여 2008년 독일상해보험약관 제5.1.1조와 동
일한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다.14)

10)
11)
12)
13)
14)

Bruck-Möller-Wagner, Anm. G 165.
Bruck-Möller-Wagner, Anm. G 165.
Bruck-Möller-Wagner, Anm. G 165.
Allgemeine Bedingungen für die Kraftfahrzeug-Versicherung 2008 (2007. 8. 17 개정;
http://www.gdv.de/Downloads/Bedingungen/AKB_2008.pdf).
2008년 독일자동차보험약관 A.4.10.2(정신장애, 의식장애/음주): 정신장애 또는 의식장애  의식
장애가 음주에 기인하는 경우도 포함  로 인한 피보험자의 상해 및 卒中, 간질성 발작 또는 기타
피보험자의 全身에 미치는 발작으로 인한 피보험자의 상해는 보험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다만, 이
러한 장애 또는 발작이, 이 계약상의 상해사고 또는 견인차량에 대해 우리와 체결된 자동차상해보
험계약상의 상해사고로 인하여 야기된 경우에는, 보험보호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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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사개념과의 구별
가. 위험의 증가
정신장애 또는 의식장애의 발생은 피보험자의 상해가능성을 증가시키게 된다.
왜냐하면 위험을 인식하고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대처하고 피할 수 있는 피보험
자의 능력이 침해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신장애 또는 의식장애의 발생은 ‘주관
적 위험증가’(2008년 독일보험계약법 제23조 제1항, 제2항; 우리 상법 제653조)
에 해당할 수 있다. 따라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이 장애가 발생할 때마다
이를 통지해야만 할 것이다.15) 실제로는 음주가 가장 중요한 통지사항이 될 것이
다. 따라서 이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보험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료의 증액
을 청구하거나 면책될 수 있을 것이다(2008년 독일보험계약법 제24조 내지 제26
조; 우리 상법 제653조에 의하면 보험자는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그러나 위험증가에 관한 보험계약법상의 규정들은, 알코올이나
약품 등의 복용으로 인한 ‘일시적인’(vorübergehend) 의식장애의 경우에는 적용하
기에 적합하지가 않다. 통설은 이러한 일시적인 의식장애를 위험증가통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위험증가로 보지 않는다.16)
나. 계약 후의 보험부적격(nachträgliche Versicherungsunfähigkeit)
독일상해보험약관은 1961년의 개정 이후 피보험자가 정신병, 간질, 중대한 신
경증에 걸리거나 노동능력이 지속적으로 70% 이상 상실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
을 종료시킨다는 규정을 두게 되었다(우리의 특종보험표준약관에는 이러한 규정
이 없음). 이는 이러한 사유가 있게 되면 피보험자가 이로 인해 상해를 입었는지
15)

16)

독일보험계약법은 주관적 위험증가와 객관적 위험증가 모두의 경우에 보험계약자 등
에게 위험증가통지의무를 지우고 있다(2008년 법 제23조 제2항 및 제3항). 우리 상법
은 법문상으로는 제652조의 객관적 위험증가의 경우에만 통지의무를 지우고 있다. 그
러나 보험계약자 등이 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한 경우(객관적
위험증가의 경우)에도 통지의무를 지는데, 더구나 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위험이 현저
하게 증가한 경우(주관적 위험증가의 경우)라면 당연히 통지의무를 진다고 하는 것이
형평상 타당하다. 따라서 주관적 위험증가에 관한 제653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도 위험
증가통지의무가 인정되는 것으로 풀이해야 할 것이다(김성태, ｢保險法講論｣, 法文社,
2001, 313쪽; 장경환, “생명보험에서의 보험계약법상의 현안 쟁점(2)”, ｢생명보험｣,
2003년 3월호, 19쪽).
Bruck-Möller-Wagner, Anm. G 166; 우리 상법 제652조의 해석론으로도, 위험의 변경
이나 증가가 일시적이어서 이미 소멸하여 원상으로 회복된 때에는 그것을 통지할
필요가 없다고 풀이한다(양승규, ｢保險法｣, 제5판, 三知院, 2004, 16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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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상관없이 보험계약 자체를 종료시킨다는 점에서 보험보호의 해제조건(auflösende Bedingung)을 규정한 것으로서, 특정의 상해에 대해서 보험자가 면책되는
경우와 구별된다. 또한 보험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그때까지 제기
되었던, 이러한 사유가 발생하면 보험보호에서 배제하는 것으로 그칠 것이냐 아
니면 보험계약을 종료시킬 것이냐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다.17) 그 후 1988년
독일상해보험약관 제3조는 ‘지속적인 要扶助者’(dauernd pflegebedürftige Personen)
와 ‘정신병자’는 보험에 붙일 수 없고 보험료를 납입하더라도 보험에 붙여지지
않는다고 규정하는 한편, 피보험자가 이들에 해당하는 즉시 보험계약이 종료되
고, 이들을 위해 계약체결 후 또는 보험부적격사유 발생 후에 납입된 보험료를
반환한다고 규정하였다.18) 그런데, 1999년 독일상해보험약관 제4조는 “어떠한 사
람을 피보험자로 할 수 없는가?”(Welche Personen sind nicht versicherbar?)라
는 표제만을 두고 문언은 제시하지 않다가, 2008년 독일상해보험약관에서는 그
표제마저도 삭제하였다. 이는 계약 후의 보험부적격에 관한 약관조항을 당해 상
해보험상품의 성질에 따라 보험자가 적절하게 규정하도록 한 것으로 풀이된다.

3. 정신장애와 의식장애의 개념
가. 면책조항의 목적과 정신⋅의식장애의 개념
의학적으로 정신장애는 정신질환(정신병)을 비롯하여 신경증, 성격장애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고,19) 의식장애는 의식의 혼탁, 협착, 변용을 포함하는 개념이

17)
18)

19)

Bruck-Möller-Wagner, Anm. G 167.
1988년 독일상해보험약관 제3조(보험에 붙일 수 없는 사람) ① 지속적인 要扶助者와 정신병자는
보험에 붙일 수 없고 보험료를 지급하더라도 보험에 붙여지지 않는다. 요부조자라 함은, 일상생활
을 영위하기 위하여 주로 타인의 도움을 요하는 사람을 말한다. ② 피보험자가 제1항에 의하여
더 이상 보험에 붙일 수 없게 되는 즉시 보험보호는 소멸한다. 동시에 보험계약은 종료한다. ③
계속적 요부조자와 정신병자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후에 또는 보험부적격사유의 발생 후에
지급된 보험료는 이를 반환한다.
정신장애(Geistesstörung, mental disorder)는 정신병과 신경증으로 대별되고, 양자의 어
디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정신장애로 나뉜다. ① 정신병(Geisteskrankheit, mental illness)
은 망상, 환각, 思考過程의 장애, 판단력과 통찰력의 심한 손상, 현실을 객관적으로 판
단하지 못하는 무능력 등 정신장애 중에서 가장 심한 증상이 나타나는 질병이다. 정신
병은 器質的인 것(치매 등)과 기능적인 것(정신분열증, 우울증 등)으로 나뉘고, 外因性
(뇌의 손상, 약물⋅알코올중독, 내분비선장애 등 신체적인 이상으로 인해 생기는 것),
內因性(개인의 소질, 환경, 유전, 성별, 연령 등이 복잡하게 작용하여 생기는 것), 心因
性(심리적 원인이 작용하여 생기는 것)으로 나뉘기도 한다. ② 신경증에는 우울신경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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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20) 독일에서는 상해보험약관에서 정신장애와 의식장애는 언제나 1쌍의 개념
(Begriffspaar)으로서 함께 사용되고 있고, 법원도 이들의 개념을 별도로 분류하
지 아니하고 동일한 범주로 묶어서 적용한다. 그러나 법학적으로는 이들의 개념
은 독일의 보험계약법에서도 상해보험약관에서도 定義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
들의 법학적 개념은, 이들을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상해보험약관상의 면책조
항의 목적론적 해석에 의하여 도출해야 한다.21) 이 면책조항의 목적은, 피보험자
가 침해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하는 의사결정의 자유에 의해 행동하는 정상적인
사회생활에서 마주치게 되는 이른바 ‘통상적인 상해위험’(normale Unfallrisiko)
만을 담보하고자 하는 데 있다. 따라서 피보험자가 계속적이거나 일시적인 신체
적 또는 정신적인 결함으로 인하여, 절박한 상해위험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그 위
험에 대하여 당해 상황에 따라 요구되는 적절한 방식으로 대처하거나 회피하지
못하여 생기는 상해는 상해보험의 보험보호에서 제외된다.22) 이러한 면책조항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상해보험의 면책사유로서의 정신장애와 의식장애는, 피보
험자로 하여금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게 하는 정신작용의 병적인 장애상
태’에 있게 하는 사유라고 할 수 있다. 이 상태가 병적이고 비정상적일 것을 요
하는 것은 ‘장애’(Störung)라는 표현에서 결과한다. 특히 피보험자가 정신작용의
병적인 장애로 인하여 자유롭지 못하고 강제적으로 행동하고 반응해야 하는 경

20)

21)
22)

불안신경증, 강박신경증, 편집증, 외상성신경증, 전환히스테리, 다른 신체증상이 나타나
는 신경증, 解離障碍 등이 있다. ③ 정신병이나 신경증에 속하지 아니하는 정신장애로
는 성격의 특정한 일부가 두드러져서 장기적으로 주위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성격장
애, 유아기나 아동기에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정신장애, 개인의 性正體感과 性嗜好에
영향을 끼치는 精神性慾障碍 등이 있다(한국브리태니커회사, ｢브리태니커 백과사전 CD
GX｣, 2004, “정신장애”).
의식장애(Bewusstseinsstörung, consciousness disturbance)는 체험의 명석함(의식의 청명
함)이 손상되는 의식혼탁, 체험의 범위가 손상되는 의식협착(의식협축), 체험의 질서구
조가 손상되는 의식변용으로 나뉜다. ① 의식혼탁은 각성도(청명함)의 손상 정도에 따
라서 昏懜, 傾眠, 昏眠, 前昏睡, 昏睡 등의 5단계로 나뉜다. 그러나 각 단계의 구별법
과 명칭은 학파 마다 차이가 난다. ② 의식협착은 체험의 내용을 특정 부분 밖에 의식
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감정이 격해 있을 때나 히스테리, 최면상태, 몽롱상태 등
에서 볼 수 있는 장애이다. ③ 의식변용이란 가장 일반적인 의식장애의 유형으로서,
언뜻 보기에는 각성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적응행동을 충분히 취할 수 없는 상
태를 말한다. 譫妄(다채로운 환각이 눈앞에 보이는 상태로서 몽환증이라고도 함), 정신
착란, 몽롱상태의 3가지 유형이 있다(｢야후! 백과사전｣, “의식장애”, http://kr.dic.yahoo.
com/search/enc).
Bruck-Möller-Wagner, Anm. G 169 u. 170.
Bruck-Möller-Wagner, Anm. G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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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는 정신장애가 인정된다. 법원은 정신장애를 ‘강제적이고 벗어날 수 없는 자
기파괴의 실행’(zwanghafter und unentrinnbarer Vollzug der Selbstzerstörung)
으로 파악하였다. 이러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식장애가 없더라도 그의 통제능력
(Steuerungsfähigkeit)이 침해로서 정신장애가 인정된다.23) 한편, 독일의 생명보험
(사망보험)에서는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게 하는 정신작용의
병적인 장애상태’에서 자살한 경우를 보험자의 부책사유로 하고 있다.24) 따라서 정
신장애에 관해서는 생명보험에 관한 다음의 ‘Ⅲ.’장에서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나. 의식장애의 개념
1940년 5월 10일의 독일제국법원의 판결(RG 10. 05. 1940, RGZ Bd. 164
S.49- 52)은 상해보험약관상의 면책조항의 목적에 근거하여 의식장애의 법적인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45년 이후의 판례도 이

23)
24)

Bruck-Möller-Wagner, Anm. G 170.
영국이나 미국의 판례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제정신(sane)일 때 자살하는 것은 물론 상
해로 보지 않지만, 精神異常(insane)일 때 자살하는 것은 상해로 보는 경향이 있다. 이
러한 판례에 대항하기 위하여 영미의 상해보험약관에는 면책사유로 “제정신의 상태에
서건 정신이상의 상태에서건 간의 자살 또는 자해”(suicide or self-inflicted injury while
sane or insane)를 규정하였다. 이에 대해 다시 판례는 정신이상에서의 자살이나 자해
는 고의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자살’이나 ‘자해’라는 용어를 쓸 수 없고, 따라서 위
문언에서 ‘정신이상’(insane)이라는 용어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전부
는 아니지만 미국의 많은 州들이 자살의 항변을 금지하거나 개별적으로 제한하는 법
을 제정하였기 때문에, 중립적인 법원이라도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보험금이 지급되도
록 하기 위해 문제의 이 문언을 제한적으로 해석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까지 이 문언을 그대로 사용하는 상해보험약관이 종종 눈에 뜨인다. 한편, 보험
금청구자 측에서는 이 문언의 적용 여부에 따르는 분쟁을 피하고자, 피보험자의 사망
이 자살로 인한 것이 아니고 순전히 상해사고로 인한 것이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 보
통이다(W. E. Shipley, “Insurance: Construction of “sane or insane” provision of suicide
exclusion”, 9 A.L.R.3d 1015, 1966, §2[a] & §2[b]; Malcolm A. Clarke, The Law of
Insurance Contracts, 2nd ed., LLoyd’s of London Press Ltd, 1994, p.419; George W
Goble, Cases and Other Materials on the Law of Insurance, The Bobbs-Merrill
Company Publishers, 1931, p.527 ff). 생각건대, 정신이상의 상태는 상해의 위험이
현저히 증가하므로 통상의 보험료를 받는 일반 상해보험에서 이 상태에서의 자살을
담보하는 것은 무리이고, 이 상태가 병적인 상태인 이상 이로 인한 자살은 외래성이
결여되어 상해사고로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정신이상상태에서의 자살은, 당사자 사이
의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상해보험에서 담보하기보다는, 고의로 인한 사망이 아니면
그 원인을 묻지 아니하고 담보하는 생명보험에서 담보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2008. 12.]

상해보험 및 생명보험에서의 피보험자의 정신장애와 의식장애

333

최초의 정의를 따랐다. 이 정의는 오늘날 실무에서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다.25)
의식장애는, 일반적으로 이해되고 있듯이 또한 그 때문에 여기서도 그렇게 이해되어야만 하듯
이, 완전한 그리고 일정한 시간 동안의 의식상실과 동일한 것은 아니다. 의식장애는 의식작용의
완전한 결여를 요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위험에 대한 受容能力 및 反應能力의 중대한 침해
(wesentliche Beeinträchtigung der Aufnahme- und Gegenwirkungsfähigkeit)를 동반하는 의식
작용의 장애를 요할 뿐이다. 면책조항은 ⋯ 상해사고의 결과인 사망 또는 건강손상이 궁극적으로
본래 상해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상해의 발생 시에 이미 존재한 피보험자의 병적인 상태로부
터 비롯된 것(das Ergebnis des Unfallereignisses, die Tötung oder Gesundheitsbeschädigung,
letzten Endes nicht eigentlich auf den Unfall, sondern auf den bei dessen Eintritt schon
vorhandenen krankhaften Zustand des Versicherten zurückzuführen ist)이라는 생각에 근거하는
것이다. 이러한 병적인 상태에서는 의식의 장애나 박약이 있게 됨은 당연한 것이다. 왜냐하면 이
러한 상태는 이미 피보험자로 하여금 그가 처해 있거나 직면하게 되는 위험한 상황을 명확히 인식
할 수 없게 하고, 그 상황 하에 사려 깊고 올바르게 행동할 수 없게 하며, 따라서 의식이 있었다면
상해를 피하기 위하여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할 수 없게 하기 때문이다.

1955년 10월 24일의 독일연방대법원 판결(BGH VersR 1955, 732-734 = BGHZ
Bd. 18 S.311-319)도 이 정의를 따랐다. 피보험자가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상
태에서 소형 전기자전거를 운전하고 가다가 비포장 보도(Sommerweg)와 도로 사
이의 갓돌을 스치는 바람에 떨어져서 사망한 사건에서, 독일연방대법원은 국민상
해보험에 의한 보험보호를 거절하였다. 독일연방대법원은, 위 제국법원의 판결이
판례와 학설로부터 거의 일치하여 지지를 받고 있고, 재판부가 이 판결에서 벗어
날 이유가 없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26)
보험자는 정상적인 신체적‧정신적 상태에 있는 사람이 당할 수 있는 상해에 대해서만 담보
를 허용한 것이고, 대체로 보험계약자 자신의 방어기능의 병적인 침해로 인하여 비로소 야기
되거나 실현될 수 있는 위험에 대해서는 담보를 허용한 것이 아니다. 이러한 점에서 위험에
대한 수용능력 및 반응능력의 중대한 침해를 동반하는 의식작용의 장애는, 완전한 의식상실
일 필요 없는 의식장애에 속한다. 그리고 이러한 위험에 대한 수용능력 및 반응능력의 중대
한 침해는 경험칙에 의할 때 어느 정도의 음주에 의해서도 항상 생겨나는 것이다.

25)
26)

Bruck-Möller-Wagner, Anm. G 169 u. 171.
Bruck-Möller-Wagner, Anm. G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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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독일 판례들에 의하면, ① 상해보험 면책사유로서의 의식장애는 의식상
실(心神喪失; Bewusstlosigkeit)이 될 것까지를 요하는 것은 아니고, 각각의 사정
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것으로서 ‘피보험자가 당해 주위환경에서 비롯되는 안전
의 요구에 부응할 수 없을 정도로 위험에 대한 수용능력(인식능력) 및 반응능력
(회피능력)이 떨어진 것’을 뜻한다.27) ② 면책사유로서의 의식장애는 비정상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엄격하게 해석된다. 이는 ‘장애’라는 말에
서도 알 수 있다. 따라서 질병에 의해 야기된 것이거나 알코올, 약품(수면제 등)
등의 화학작용에 의해 야기된 것이어야 한다. 단순히 과로로 인해 잠이 든 경우
에는 여기의 의식장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28) ③ 피보험자가 의식장애를
야기하지 말아야 할 어떠한 간접의무(Obliegenheit)도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
문에, 귀책사유(Verschulden)를 요하지 않는다.29) 즉, 질병, 알코올, 약품 등으로
의식장애가 생기기만 하면 피보험자의 과실을 불문하고 상해보험의 보험보호에
서 제외된다. ④ 의식장애로 인한 상해를 상해보험의 보험보호에서 제외하는 이
유는, “면책조항은 … 사망 또는 건강손상이 … ‘상해’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
라, ‘상해의 발생 시에 이미 존재한 피보험자의 병적인 상태’로부터 비롯된 것이
라는 생각에 근거하는 것이다.”라는 판결문에서 알 수 있듯이, 의식장애 자체는
피보험자의 ‘병적인 상태’(krankhafter Zustand)이므로 이로 인한 상해는 상해사
고의 요건에서 ‘외래성’을 결여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상의 언급은
위의 ‘가.’에서 살핀 바와 같이 ‘정신장애’에도 해당되는 것이다.30)
다. 도로교통과 의식장애
도로교통에서 의식장애가 없기 위해서는, 자동차를 제어하고 그 지속적인 변화

27)

28)
29)
30)

Jochen Plagemann/Hermann Plagemann, “Unfallversicherung, Private”, in: Handwörterbuch
der Versicherung, hrsg. von Farny/Helten/Koch/Schmidt, Konkordia Druck GmbH: Karlsruhe,
1988 (이하 ‘HdV’ 라 함), S.921.
Bruck-Möller-Wagner, Anm. G 173; Jochen Plagemann/Hermann Plagemann, HdV, S. 921.
Prölss/Martin/Knappmann, Versicherungsvertragsgesetz, 27. Aufl., C.H. Beck’sche
Verlagsbuchhandlung: München, 2004, AUB 94 §2 Rdn.7.
‘졸중, 간질성 발작 또는 피보험자의 전신을 지배하는 발작’에 대해서도 정신장애나
의식장애에 관한 언급이 그대로 타당하다. 즉, 이들로 인한 상해도, 통상적인 상해위험
만을 담보하고자 하는 상해보험의 보호범위를 벗어나거나, 질병종속적 상태(krankenheitsbedingte Zustände)로 인한 상해라는 점에 면책의 근거가 있다(Bruck-Möller-Wagner,
Anm. G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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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불가피하게 반응해야 하는 주의력과 능력을 요한다. 따라서 도로교통에서의
의식장애의 개념은, 생활이나 의학의 용어관행에 기초한 개념을 넘어서서 현저하
게 확대된다. 즉, 독일 판례는 의식장애의 개념을 교통공학적(verkehrstechnisch)
관점에서 모든 교통참가자, 즉, 승용차ㆍ화물차ㆍ오토바이의 운전자는 물론 자전
거 운전자와 보행자에게도 적용한다. 다시 말해서, 차를 운전하지 아니한 교통참
가자에게도 현저한 주의력과 반응능력이 요구된다.31)
알코올로 인한 절대적인 운전무능력(Fahruntüchtigkeit) 즉, 혈중알코올농도 0.13
% 이상의 경우에는 항상 의식장애가 존재한다. 경계치인 0.13%에 미달하는 경우
에는 각 경우마다 판단해야 하는데, 피보험자의 운전부주의가 알코올로 인한 주
의력 해이와 의식장애로 비롯되었고, 술에 취하지 않은 운전자라면 그 교통상황
을 극복해 낼 수 있었을 것인 경우에는 보험금청구권을 상실한다. 또한 알코올의
영향을 받고 있는 운전자가 교통여건에 적합하게 속도를 내지 않았다는 사정만
으로는 알코올로 인한 운전무능력으로 결론내릴 수 없다. 그러나 0.115%의 과로
한 운전자가 시속 160km의 속도로 운행한 경우에는 보험보호를 받지 못한다. 다
른 교통관여자 특히 자전거 운전자, 보행자 및 동승자에 대해서는 고정된 경계치
가 없다. 판례에 의하면, 자전거 운전자에 대해서도 자동차 운전자와 같은 유사
한 혈중알코올농도치를 적용하고 있다. 반면에 보행자는 보다 높은 농도치인
0.2%, 위험한 상황 하에서는 0.17 ～0.18%가 되면, 보험보호를 받지 못하는 의식
장애가 있는 것으로 하고 있다. 동승자도 음주로 인하여 더 이상 운전자의 운전
무능력을 인식하지 못하고 이에 따라 대비책을 강구할 수 없을 정도가 된 경우
에는 보험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다.32)

4. 인과관계와 증명책임
가. 정신ㆍ의식장애와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
피보험자의 정신장애 또는 의식장애를 이유로 하는 면책조항은, 이러한 사유가
상해의 원인이 되었음을 요한다. 따라서 배의 침몰로 정신장애 또는 의식장애가
있는 사람이 수영을 하지 못하여 익사하였지만 장애가 없는 상태였더라도 구조
될 수 없었던 경우, 운전능력이 있는 사람이 운전하는 자동차에 탑승한 만취한

31)
32)

Bruck-Möller-Wagner, Anm. G 172.
Jochen Plagemann/Hermann Plagemann, HdV, S.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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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부상당한 경우, 만취한 사람이 술을 마시지 않은 사람이라도 피할 수 없
었던 번개를 맞았거나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등에서처럼, 피보험자가 위험에 대
한 그의 수용능력 및 반응능력과 관계없이 상해를 입은 경우(즉, 정상적인 상태
에 있었더라도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면책조항은 적용될 수 없는 것이다.33) 이
처럼 인과관계를 조사하고 평가하는 것은, 통상적인 정도를 넘어서는 고도의 위
험상황을 생기게 하는 상해원인만을 보험보호에서 제외하려는 면책조항의 취지로
부터 비롯되는 것이다. 즉, 인과관계를 요구하는 것은, 일반적인 책임법(Haftungsrecht)에서처럼 채무자의 책임을 합리적으로 한정해야 하는 불가피성으로부터가
아니라, 면책조항의 취지로부터 결과하는 것이다. 이러한 인과관계의 평가는 보
통 상당인과관계의 확정결과와 일치한다.34)
일련의 판결에서는 의식장애가 상해의 공동원인(Mitursächlichkeit)이 되더라도
족하다고 한다. 특히 이 점에 관해서는 1974년 9월 30일의 뮌헨 지방법원 판결
(LG München, Urt. v. 30. 09. 1974, VersR 1974, 130-131)을 주목할 만하다.
즉, 피보험자는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상태에서 원동기 자전거를 타고 가다
가 넘어졌다. 이것으로는 부상당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그가 차도를 제때에 벗
어나지 못하여 마주 오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그를 쳐서 부상당하였다. 이 사건에
서 법원은, 음주가 상해의 주된 원인이 아니지만, 면책조항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음주로 인한 의식장애가 공동원인이 되는 것으로 족하다고 언급하였다.35)
나. 증명책임
보험금청구자는 2008년 독일보험계약법 제178조 제2항36) 제1문에 의한 상해의
요건 중에서 급격성과 외래성 즉, 피보험자의 상해가 급격하고 외래적인 사고로
인하여 생긴 것임을 증명하여야 하고, 우연성은 같은 법조항 제2문에 의하여 추
정되므로 증명할 필요가 없다37)(우리 상법에는 상해의 우연성을 추정하는 규정이
없음). 이에 대해 보험자가 보험금지급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그 상해가 우연하

33)
34)
35)
36)

37)

Bruck-Möller-Wagner, Anm. G 197.
Bruck-Möller-Wagner, Anm. G 197.
Bruck-Möller-Wagner, Anm. G 198.
2008년 독일보험계약법 제178조(보험자의 보험금지급) ② 피보험자가 급격하게 외부로부터 그의
신체에 작용하는 사고로 우연하게 건강손상을 입은 경우에는, 상해가 있게 된다. 우연성은 반대사
실의 증명 시까지는 추정된다.
Prölss/Martin/Knappmann, AUB 94 §2 Rdn.2 u. VVG §180a Rdn.1 참조.

2008. 12.]

상해보험 및 생명보험에서의 피보험자의 정신장애와 의식장애

337

게 생긴 것이 아님(즉, 고의로 생긴 것임)을 증명하거나, 그 상해가 정신장애나
의식장애로 인하여 생긴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이에 대해 보험금청구자가 그
의 보험금청구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시, 그 장애가 선행하는 상해사고(급격
하고 외래적인 사고)로 인한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III. 독일생명보험 부책사유로서의 정신장애와 의식장애
1. 독일 보험계약법과 생명보험약관 상의 규정
2008년 독일보험계약법 제161조38) 제1항 제1문은, 생명보험(사망보험)에서 피
보험자가 보험계약의 체결 후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자살한 경우에는 보험자가
면책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구 독일보험계약법 제169조가 자살면책기간을 특별히
한정하지 않은 데 반해, 2008년 독일보험계약법 제161조는 이 기간을 ‘계약체결
시로부터 3년’으로 한정함). 이는 이 기간이 경과한 후에 피보험자가 자살한 경
우에는 보험자가 책임을 지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보험자의 유족을 보호하
기 위한 것이다.39) 또한 제161조 제1항 제2문은 피보험자가 자살면책기간의 경
과 전에 자살한 경우라도, 그 행위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게 하는 정
신작용의

병적인

장애상태’(ein

die

freie

Willensbestimmung

ausschließender

Zustand krankhafter Störung der Geistestätigkeit)에서 행해진 경우에는 보험자
가 보험금지급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의사결정무능력상태에서 자신
을 죽인 것은,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진정한 자살로 볼 수 없다는 데 그
이유가 있다(구 독일보험계약법 제169조의 표제는 ‘Selbstmord’이었는데, 2008년
독일보험계약법 제161조의 표제는 ‘Selbsttötung’으로 바뀜). 자살면책기간의 경
과 후에 피보험자가 자살한 경우에는 의사결정무능력상태에 있었는지를 불문하

38)

39)

2008년 독일보험계약법 제161조(자살) ① 사망보험의 경우,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의 체결 후 3년
이 경과하기 전에 고의로 자신을 죽인 경우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지급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그
행위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게 하는 정신작용의 병적인 장애상태에서 행해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제1문에 의한 기간은 개별약정에 의하여 늘릴 수 있다. ③ 보험자
가 보험금지급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69조에 의하여 이익배당금을 포함한 해지환급금
을 지급하여야 한다.
Ernst Niederleithinger, Das neue VVG, Nomos Verlagsgesellschaft: Baden-Baden,
2007, A Rdn.293 u. B §161 Rd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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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보험자가 책임을 지므로, 그 상태의 유무는 자살면책기간의 경과 전에 피보험
자가 자살한 경우에만 문제가 된다. 그 밖에 제161조 제2항은 자살면책기간을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간의 ‘개별약정’으로 3년보다 장기간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 피보험자의 자살로 보험자가 면책되는 경우에는 이익배
당금(보험계약자배당금)을 포함하여 해지환급금을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도록 규
정하고 있다.
이 2008년 독일보험계약법 제161조는 상대적 강행규정이다(같은 법 제171조).
따라서 피보험자가 의사결정무능력상태에서 자살한 경우에도 보험자가 면책된다
는 생명보험약관규정은 무효가 된다. 그러나 생명보험약관에 추가되는 상해보험
약관에서는 피보험자가 그러한 상태에서 상해를 입는 경우에 보험자가 면책된다
는 규정은 유효하다.40) 왜냐하면 피보험자의 의사결정무능력상태에서의 상해는
정신장애나 의식장애로 인한 상해로서 상해보험에서는 면책사유가 되기 때문이
다. 다만, 추가상해보험의 경우라도, 先行의 상해사고로 인해 생긴 정신장애나 의
식장애로 피보험자가 자살한 경우에는, 보험자는 면책될 수 없다.41) 왜냐하면 이
경우는 그 선행의 상해사고로 인한 사망에 해당하므로 상해보험에서도 담보되어
야 하기 때문이다. 자살면책기간을 3년보다 장기로 하는 것은 ‘약관’에 의해서는
할 수 없고 ‘개별약정’에 의해서만 할 수 있다.42) 그러나 이 기간을 3년보다 단
기로 하는 것은 피보험자의 유족에게 유리하므로 ‘약관’에 의해서도 할 수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2008년 독일보험계약법 제161조는 2008년 독일목돈마련생명보험약관 제5조43)
에 반영되었다. 다만, 보험계약의 변경이나 부활 시에는 자살면책기간이 그 변경
시나 부활 시에 처음부터 새로이 진행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보험계약의 변경
40)
41)
42)
43)

Prölss/Martin/Kollhosser, VVG §169 Rdn.6.
Prölss/Martin/Kollhosser, VVG §169 Rdn.6.
Ernst Niederleithinger, A Rdn.293 u. B §161 Rdn.1.
2008년 독일목돈마련생명보험약관 제5조(피보험자의 자살은 어떻게 처리되는가?) ① 고의로 자신
을 죽인 경우, 보험계약의 체결 시로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는 우리(필자 주: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3년의 경과 전에 고의로 자신을 죽인 경우, 그 행위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게 하는 정신작용의 병적인 장애상태에서 행해졌음이 우리에게 증명되는 경우에 한하여 보
험보호를 받습니다. 그 밖의 경우에는 우리는 사망일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당신(필자 주: 보험
계약자)의 보험계약에 대한 해지환급금(약관 제9조 제3항 내지 제5항)을 지급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은 우리의 보험금지급의무를 확장하는 보험계약의 변경 시에, 또는 보험계약의 부활 시
에 준용합니다. 제1항에 의한 기간은 변경 또는 부활된 부분에 관해서는 보험계약의 변경이나 부
활에 의하여 새로이 그 진행이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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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에는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의무가 확장되는 경우에 한함: 같은 약관 제5조
제3항). 보험계약의 변경이나 부활은 새로운 계약체결로서의 성질을 가지기 때문
이다. 그러나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의무가 확장되지 아니하는 보험계약의 변경의
경우에는, 종전의 계약체결 시부터 시작된 자살면책기간이 그대로 계속되도록 하
고 있다.

2.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게 하는 정신작용의 병적인 장애
가. 獨逸私法上의 의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게 하는 정신작용의 병적인 장애’는, 앞에서 살
펴본 바와 같이, 독일보험계약법 제161조 제1항 제2문에 의하여 피보험자의 자
살에 대한 생명보험(사망보험)의 부책사유가 될 뿐만 아니라, 또한 독일민법에
의하여 행위무능력(절대무능력; 제104조 제2호), 의사표시의 무효(제105조 제2항),
의사표시의 수령무능력(제131조), 책임무능력(제827조 제1문), 혼인무능력(제1304
조)과 유언무능력(제2229조 제4항)의 사유가 되기도 한다.44) 한편 이 독일민법
조항들은 이 정신작용의 병적인 장애 이외에도 심신상실(의식상실), 심신박약과
의식장애도 규정하고 있다.45) 그러나 독일연방대법원 판례는 이 조항들이  독일
민법 제104조 제2호 및 이 규정을 토대로 하는 제131조와 제1304조가 절대무능
력자의 요건으로서 요구하는 ‘지속성’46)을 제외하고는  精神異常에 관하여 서로
차별적인 요건을 설정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다. 따라서 독일민법 제104
조 제2호 및 독일보험계약법 제161조 제1항 제2문의 ‘정신작용의 병적인 장애’에
는 독일민법 제2229조 제4항의 ‘심신박약’이 포함될 수 있고, 중대한 주취상태
(예컨대, 약 0.3% 이상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독일민법 제105조 제2항의 ‘심신상
실’에도, 제2229조 제4항의 ‘의식장애’에도, 독일보험계약법 제161조 제1항 제2문

44)

독일민법 제104조, 제105조, 제131조, 제1304조가 규정하는 행위무능력자는 절대무능
력자(7세 미만자와 정신이상자)이다. 절대무능력자의 법률행위와 법정대리인의 동의나
추인을 받지 아니한 한정능력자(미성년자: 7세 이상 18세 미만자)의 법률행위는, 이를
독일민법에서는 무효로 하고 있다(우리 민법은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있음). 또
한 우리의 금치산⋅한정치산선고제도에 해당하는 독일의 행위능력박탈⋅제한선고제도
(Entmündigung)는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독일후견법(Betreuungsgesetz)에 의하
여 폐지되었다(Helmut Rüßmann, “WWW-Dokumentation der Vorlesung Bürgerliches
Vermögensrecht I und II”, D.III.2, http://ruessmann.jura.uni-sb.de/bvr99/Vorlesung/geschaeftsfaehig.htm, 2006. 3.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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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신작용의 병적인 장애’에도 해당될 수 있다.47)
‘정신작용의 병적인 장애’는 특정한 종류의 장애를 뜻하는 것은 아니고, 어떠
한 종류의 ‘정신이상’(geistige Anomalie)도 이에 해당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장
애의 원인은 일반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며, 반드시 정신병을 앓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 장애의 존속기간도, 절대무능력이 문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 의미가 없다. 당사자가 의사표시를 할 당시에 이 장애가 있었는지가 중요하
다. 이 장애에 해당하는 정신병의 예로는, 급성 정신병(akute psychotische
Störungen)으로서 치매(Demenzen) 등의 器質的 정신병(Organische Psychosen),
정신분열증(Schizophrenien), 精神分裂症型 정신병(schizophreniforme Psychosen),
分裂情動性(分裂情緖的) 정신병(schizoaffektive Psychosen), 망상적 장애(wahnhafte
Störungen), 조병(Manien), 중증 우울증(ausgeprägte Depressionen)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정신병이 존재한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결
정능력의 상실’(의사결정무능력)에 대한 충분한 요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 궁극적

<독일사법상의 ‘정신이상’에 관한 판단사유>

45)

법 조 항
제104조 제2호(행위무능력),
제131조(의사표시수령무능력),
제1304조(혼인무능력)

판 단 사 유
정신작용의 병적인 장애(krankhafte Störung der Geistestätigkeit).
단, 일시적이어서는 안 됨(nicht nur vorübergehend).

일시적인 정신작용의 장애(vorübergehende Störung der
독
제105조 제2항(의사표시의 무효)
Geistestätigkeit) 또는 심신상실(의식상실; Bewusstlosigkeit)
일
민
정신작용의 병적인 장애(krankhafte Störung der Geistestätigkeit)
법 제827조(책임무능력)
또는 심신상실(의식상실; Bewusstlosigkeit)
제2229조 제4항(유언무능력)

정신작용의 병적인 장애(krankhafte Störung der Geistestätigkeit),
심신박약(Geistesschwäche) 또는 의식장애(Bewusstseinsstörung)

2008년 독일보험계약법 제161조
정신작용의 병적인 장애(krankhafte Störung der Geistestätigkeit)
제1항 제2문(생명보험에서의 자살)

46)

47)

* 이 표는 Clemens Cording, “Die Begutachtung der „freien Willensbestimmung“ im
deutschen Zivilrecht: Geschäftsfähigkeit, Testierfähigkeit, Prozessfähigkeit, Suizid bei
Lebensversicherung”, S.42, Tabelle 2, http://www.springerlink.com/content/x15287v01v
gwl1k1/fulltext.pdf를 참고하여 작성함.
우리 민법 제12조는 금치산선고의 요건으로서 심신상실의 ‘常態’를 규정하고 있다. 따
라서 우리 민법에 의할 때도 절대무능력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심신상실의 ‘지속성’
이 있어야 한다.
Clemens Cording, S.42-43; BGH WM 65, 895; NJW 1960, 1393; NJW 1991, 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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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는 정신병리학적(psychopathologisch) 증상의 종류와 정도 및 그 증상이 당
사자의 이해력과 의사형성능력에 미치는 작용이 결정적인 것이다. 따라서 정신병
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가 의사표시를 할 당시에 그 의미를 인식하고 사정
을 較量할 수 있었던 한, 정신병을 이유로 그 의사표시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
는 것이다.48)
나. 생명보험(사망보험)의 경우
생명보험(사망보험)에서 피보험자의 자살에 대해 부책사유가 되는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게 하는 정신작용의 병적인 장애’도, 그 원인과 존속기간은
중요하지 않다. 당사자의 이해력, 의사표시, 감정, 성생활 등에서의 모든 장애가
정신작용의 병적인 장애로 고려될 수 있다. 즉, 반드시 정신병(그 예는 위에서
언급하였음)만이 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자살행위에 대한 통제불능의 충
동과 생각이 의사결정을 사로잡는 정신장애이기만 하면 된다. 또한 의식장애
도 이에 해당할 수 있다. 정신장애나 의식장애는 피보험자가 자살을 할 당시
에 존재하기만 하면 된다. 이들 장애의 판단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행위능
력 및 유언능력의 판단을 위하여 발전된 원칙들과 정신병리학적 기준이 적용
되어야 한다.49)
피보험자가 자살 직전에 무의미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의식장애로 인한 의사
결정무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50) 그러나 모든 자살자에게 있게 되는 ‘일반적인
情動性(情緖的) 정신병’(allgemeine emotionale Psychose)만으로는 의사결정무능
력을 인정하기에 충분치 않다. 短絡行爲(Kurzschlusshandlung; 욕구불만이나 갈등
에 빠졌을 때 상황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고 충동적으로 급격하게 하는 행
위. 예컨대, 도주 중에 경찰을 만나서 그 앞에서 자살하는 행위)를 한 경우나, 짧은
순간에 심하게 고통스러운 일을 당한 경우에도 충분치 않다. 알코올에 의한 滿醉에
대해서는 충분하다는 견해와 충분치 않다는 견해가 있고, 제3의 견해로는 ‘알코올
의존증’(Alkoholabhängigkeit)이 있었던 경우에만 의사결정무능력을 인정할 수 있
다고 한다.51) 습관성이 아닌 일회적인 만취상태에서 자살한 경우는 통상적으로 의
48)
49)
50)
51)

Clemens Cording, S.43.
Prölss/Martin/Kollhosser, VVG §169 Rdn.4; Clemens Cording, S.42.
이하 Prölss/Martin/Kollhosser, VVG §169 Rdn.4.
충분하다는 견해로는 Prölss/Martin/Kollhosser, VVG §169 Rdn.4; 충분하지 않다는
견해로는 LG Düsseldorf VersR 54, 73; 제3의 견해로는 Hans Joachim Mallach,

342

張 敬 煥

[서울대학교 法學 제49권 제4호 : 324∼372

사결정무능력이 인정된다. 물론 일회적인 만취의 경우에도 피보험자가 일부러 의식
장애를 야기하고자 술을 마셨음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원인에서의 자유로운 행
위’(actio libera in causa)가 되어,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한 자살로서 보험보호를
받을 수 없다(다만, 최후의 사망의 순간에도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한 자살의도가
있어야 자살이 된다는 입장을 취하지 않아야 한다). 독일 판례에 의하면, 혈중알코
올농도 0.118%는 의사결정무능력을 인정하기에 충분치 않다고 한 것이 있으며,
0.238%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한 것이 있다.52) 動機와 연결된 의사가 아직도 피
보험자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한, 의사결정무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정
신병자라고 하더라도 의사결정무능력을 이유로 보험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그의 자
살의 동기를 그의 個人事에서도 더 이상 찾아 볼 수 없었어야 한다. 자기도취적 성
격장애(narzistische Persönlichkeitsstörung)가 있는 것으로는 의사결정무능력을 인
정하기에 충분치 않다. 객관적으로 자살의 동기를 共感할 수 있는 이른바 ‘決算自
殺’(Bilanzselbstmord)53)은,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한 자살로 인정된다. 책임능력
(Zurechnungsfähigkeit)의 감소만으로는 의사결정무능력을 인정하기에 충분치 않
다. 우울증은 간접사실의 제시가 필요하다. 內生的인(endogen) 우울증과 단순한 의
기소침은 구별해야 한다. 도박증은 일반적으로 의사결정무능력을 초래하는 질병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생명보험계약이 체결된 후 얼마 되지 않아서 피보험자가 의사
결정무능력상태에서 자살한 경우라면, 독일의 경우에는 당해 보험계약이 독일민법

52)

53)

“Wann sind Alkoholvergiftungen eine krankhafte Störung der Geistestätigkeit im
Sinne des § 169 VVG?”, ZVersWiss 80, 373 및 Düsseldorf NVersZ 99, 321=VersR
99, 1007.
앞의 각주 32 및 그 본문에 의하면, 상해보험에서는 운전자가 0.13% 이상이면 언제나
의식장애가 인정되고 그 이하라도 경우에 따라 의식장애가 인정될 수 있으며, 보행자
는 0.2% 이상, 위험한 상황 하에서는 0.17～0.18% 이상이면 의식장애가 인정된다. 이
에 비추어 볼 때, 생명보험의 부책사유로서의 의식장애가 되는 피보험자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상해보험의 면책사유로서의 의식장애가 되는 피보험자의 그것보다 높게 요구
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결산자살’이라 함은, 당사자가 자신의 인생의 긍정적인 상황과 부정적인 상황을 較量
한 끝에 부정적인 요소가 우세하여 죽음이 탈출구가 된다거나 도덕적 의무가 된다고
생각하여 자살하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재산을 탕진하여 자신과 가족을 가난에 빠지
게 하고 이로 인해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이 자살하는 경우에 인정될 수 있다
(Anneliese, “Bilanzselbstmord und Erweiterter Suizid”, http://www.altenpflege-tod-undsterben.de/bilanzselbstmord.htm, 2006. 3. 1). 이러한 결산자살은 그 동기를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것으로서, 당사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자살을 ‘선택’한 경우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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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 제2항(정신이상자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봄)에 의하여 무효가 아닌지의 여
부를 조사하여야 한다(우리의 경우에도 당해 계약이 상법 제732조[심신상실자 또
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은 무효로 함]에 의하여 무효가 아
닌지의 여부를 조사하여야 할 것이다).
다. 증명책임
(1) 자살의 증명책임
피보험자가 ‘자살했다’는 사실은 이를 보험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이 증명은
엄격한 증거(Strengbeweis; 증거능력이 있고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에 의
하여야 한다. 외관증거(Anscheinsbeweis; 一旦의 증거)는 자살에 대해서는 고려되
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자살은 개인적인 의사결정에 근거하는 것이고, 개인적인
의사결정 시에는 어떤 전형적인 사건의 경과라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증명은 통
상적으로 간접사실에 의하여 해야 한다. 이 경우 법관의 심증형성을 위해서는 반
박할 수 없는 확실성을 요하는 것이 아니다. 즉, 실제 사회생활에서 사용되는 정
도의 확실성으로서, 의문을 완전히 제거하는 정도의 것이 아니라 침묵시키는 정
도의 것을 요한다.54)
사망의 원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피보험자의 시신을 부검 또는 발굴해야 할 경
우에는, 사전에 제출된 보험계약자의 동의나 시신관리권이 있는 가족들의 동의가
요구된다. 생명보험약관에 의하여 필요한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사망한 피보험자의 부검 또는 발굴에 대한 동의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지의 여부
에 관해 독일연방대법원은 미결과제로 남겨두었다(BGH VersR 92, 861). 동의의
거부에 대한 불이익이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거부만으로는 보험자가 면
책될 수 없다. 그 거부로 보험자가 면책될 수 있기 위해서는, 그가 증명을 수행
했음에도 아직 결여된 마지막 구성부분이 부검 또는 발굴에 의해서만 제공될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55)
(2)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의 증명책임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게 하는 정신작용의 병적인 장애상
태’에서 자살했다는 사실은 이를 보험금청구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법관의 심증
54)
55)

Prölss/Martin/Kollhosser, VVG §169 Rdn.5.
Prölss/Martin/Kollhosser, VVG §169 Rdn.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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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을 위해서는 자살에 대한 증명책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통상적인 증명의
정도(의문을 침묵시키는 정도)가 요구되었지만, 최근에는 ‘고도의 개연성’(hohe
Wahrscheinlichkeit)으로 충분하다고 하여 경감되는 경향이 있다.56)
부부문제 특히 배우자의 不貞으로 인한 과도한 반응은, 그 자체만으로는, 자살
이 병적인 정신장애로 인하여 의사결정무능력상태에서 행해졌다는 결론을 내리
게 할 수는 없다. 또한 단순한 의기소침을 의사결정무능력상태라고 볼 수 없다.
오히려 보험금청구자는 重症의 內生的인 또는 心因性의 우울증이 존재하였고, 피
보험자가 급격한 우울증의 국면에서 자살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피보험자
의 행위가 이해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든지, 특정의 충분한 동기가 밝혀질 수
없다고 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共感할 수 있는 動機(nachfühlbares
Motiv)로 인한 決算自殺이 아직 배제될 수 없는 한, 필요한 증명이 행해진 것이
되지 않는다.57)
라. 뒤쎌도르프 고등법원 판결(2002. 5. 14, 4 U 171/01)58)
(1) 사실관계
병원장인 보험계약자는 자기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회사와 목돈마련생명보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병원 소재지의 지방신문에서 병원 부정의 수사를 촉구
하는 보도가 있었고, 이에 검찰청이 보험계약자에 대해 병원의 회계부정 혐의로
수사를 시작하게 되었다. 수사진행 중에 보험계약자의 가택수색이 있었다. 또한
보험계약자는 해직되었고, 일시적으로 체포되었다. 그러나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아니하여 석방되었다. 보험계약자는 결국 목을 매달았다.
보험수익자인 부인은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의 자살을
이유로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였다. 이에 부인은 소를 제기하여 보험계약자가
자살할 당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게 하는 정신작용의 병적인 장애상

56)

57)
58)

Prölss/Martin/Kollhosser, VVG §169 Rdn.6; Clemens Cording, S.41; OLG
Karlsruhe, 20. 02. 2003, Az. 12 U 205/02: “자살약관(Selbsttötungsklausel)에서 정신
작용의 병적인 장애상태에 대한 증명의 정도로 지나치게 엄격한 요건을 요구해서는
안 되며 … 그 증명을 위해서는 이미 고도의 개연성으로 충분하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Prölss/Martin/Kollhosser, VVG §169 Rdn.6.
이하 Theo Langheid, “Versicherungs- und Haftungsrecht”, NJW Heft 19/2003, S.22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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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에 있었다고 증명했지만, 성공하지 못하였다. 부인은 이 뒤쎌도르프 고등법원
판결(OLG Düsseldorf, Urt. v. 14. 05. 2002 - 4 U 171/01)에 대하여 상고하였지
만, 독일연방대법원은 이를 기각하였다(BGH, Beschl. v. 12. 03. 2003 - IVZR
152/02).
(2) 판결요지
1. 지방신문의 캠페인에 뒤따라 병원장에 대하여 검찰청의 수사가 시작된 경우에는, 병원장
의 자살은 ‘더 이상 기회가 없다’고 하여 자살한 것으로 공감할 수 있다.
2.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이 보험계약자(겸 피보험자)의 一身에 현실판단력(Realitätkritik)을
상실케 한 정신병적 특징을 지닌 우울증적 斷片이 있었다고 결론을 내린 경우에도, 법원
은, 감정인이 근거한 관련 사실들이 충분히 확정적인 것이 아님을 이유로, 보험계약자에
게 의사결정의 자유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3) 평석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게 하는 정신작용의 병적인 장애상태’는, 당사
자가 통제불능의 충동과 생각에 사로잡혀 ‘할지 말지의 較量’(Abwägung von
Für und Wider)에 근거한 자유로운 결정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 있게 된다.
이러한 장애상태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진정한 정신병’(echte Geisteskrankheit)이
있었음을 증명할 필요까지는 없다. 그렇다고 해서 통상적으로 자살의 토대가 되
는 ‘일반적인 情動性 정신병’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왜냐하면 자
살을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행위가 정신작용의 병적인 장애상태에서 행해졌음
을 인정하기에는 충분치 않기 때문이다. 통제불능의 충동과 생각이 사망을 결과
했는지의 여부에 대한 해답에서는, ‘자살에 대한 공감할 수 있는 동기’가 존재했
는지가 중요한 기준이 된다. 그러한 동기가 존재한다면, 사망자가 그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자살을 선택한 것으로서 의사결정무능력상태에서 자살한 것이 아
니라는 징표가 된다. 이 사건에서 보험계약자의 자살에는 여러 개의 공감할 수
있는 동기가 바로 발견된다.
재판부는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과 보험자가 위임한 감정인의 감정이 불일치하
더라도 더 이상의 감정을 구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이는 재판부가,
보험계약자의 정신병증상에 관한 설명이 빠졌더라도, 결과적으로 감정인들의 판
단이 넓은 범위에 걸쳐 이루어졌음을 고려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현실 판단력을 상실했는지의 여부는 전적으로, 조사된 관련 사실들을 정신병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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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간접증거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달려 있다. 그러한 사실들을 확정적인
것으로서 볼 것이냐의 여부는 우선적으로 감정인이 아니라 사실심법원이 결정해
야 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재판부는 보험계약자의 정신병증상에 관한 어떠한
확정적인 징표도 발견할 수 없었고, 이에 원고의 항소를 물리친 것이다.

IV. 특종보험표준약관상의 심신상실ㆍ정신질환 면책조항의 검토
1. 심신상실ㆍ정신질환 면책조항의 효력
가. 상법 제739조 및 제732조의2에 의한 무효 여부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입은 상해는, 자유로운 의사결
정능력이 상실된 상태에서 입은 상해로서, 고의로 입은 상해로 볼 수 없다. 한편
상법 제739조 및 제732조의2는, 상해보험에서도 생명보험에서와 마찬가지로, 피
보험자의 고의사고에 대해서만 보험자의 면책을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특종보험
표준약관 제7조 제1항 제5호의 심신상실ㆍ정신질환 면책조항은 이 상법 규정들
을 보험계약자 등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한 것으로서 상법 제663조 본문에 의하여
무효라는 주장이 제기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음에서 보듯이, 심신상실이
나 정신질환으로 인한 상해는 애초부터 상해보험에서 담보될 수 없는 성질의 것
이므로, 이 면책조항은, 상해보험에서 담보되는 상해를 전제로 고의의 상해에 대
해서만 보험자가 면책될 수 있다는 이 상법 규정들의 취지에 반하여 무효가 된
다고는 할 수 없다고 하겠다.
첫째, 심신상실이나 정신질환은, 당사자로 하여금 자유로운 의사결정능력을 잃
게 하고, 그 결과 당해 주위환경에서 비롯되는 안전의 요구에 부응할 수 없을 정
도로 위험에 대한 수용능력(인식능력) 및 반응능력(회피능력)을 떨어뜨려 상해를
입을 위험을 현저하게 증가시킨다. 따라서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으로 인한 상
해는, 특별히 이를 담보하는 보험료를 받지 아니하고,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
결정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사회생활을 하다가 당하게 되는 ‘통상의 상해위험’만
을 담보하는 일반 상해보험에서는 그 보호범위 밖에 있으므로, 상법 제739조 및
제732조의2의 적용 여부를 떠나 보험자가 책임을 지지 않게 된다.
둘째,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입은 상해는 고의로 입
은 상해로 볼 수 없다는 점에서, 그 상해를 결과한 사고는 상해사고로서의 우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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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고는 사고 당시 이미 존재하는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의 ‘병적인 상태’(krankhafter Zustand) 또는 ‘질병종속적인 상태’
(krankenheitsbedingter Zustand)로 인하여 생겨난 것이므로, 상해사고로서의 ‘외
래성’은 결여된다. 따라서 이 경우의 상해는 상법 제737조가 규정하는 상해(급격
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생겨난 상해로 풀이됨)가 될 수 없으므로, 상법 제
739조 및 제732조의2의 적용 여부를 떠나 보험자가 책임질 수 없게 된다.
다만, 피보험자가 상해사고를 당하여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이 생기고, 다시
그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상해는 선행하
는 상해사고로 인한 것이므로 보험자가 보험금지급책임을 져야 한다(2008년 독
일상해보험약관 제5.1.1조 제2문 참조).
나. 상법 제739조 및 제732조에 의한 무효 여부
상법 제732조는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이하 ‘심신상실자
등’이라 함)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고,
상법 제739조는 이 제732조를 상해보험에 준용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상해보험
에서는 심신상실자 등을 피보험자로 할 수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런데, 심신
상실ㆍ정신질환 면책조항에 의하면, 이들의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으로 인한 상
해에 대해서도 보험자는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여기서 심신상실자 등을 피보험자
로 할 수 있게 하면서 동시에 이들의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을 이유로 보험자
가 면책될 수 있게 하는 것은 모순이고, 이 면책조항은 상법 제739조 및 제732
조를 보험계약자 등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한 것으로서 상법 제663조 본문에 의하
여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될 수도 있다.
그러나 심신상실ㆍ정신질환 면책조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심신상실자 등이 항상
보험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면책조항이 이들을 피보험자로
할 수 있다는 상법 제739조 및 제732조와 모순되어 무효가 된다고는 할 수 없다.
즉, 심신상실자 등이라고 하더라도, 이들이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의 상태에 있
지 않을 때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상해는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으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보험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이들이 심신상실 또는 정
신질환의 상태에 있을 때 상해를 입은 경우라도, 그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과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면, 역시 보험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예
컨대, 심신상실자 등이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의 상태에서 타인이 운전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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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차를 타고 가다가 그 타인의 운전부주의로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처럼, 심신상
실 또는 정신질환과는 관계없이(즉, 정상적인 상태에 있었더라도 피할 수 없는)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심신상실ㆍ정신질환 면책조항은 적용될 수 없는 것이다.
한편, 상법 제739조가 제732조를 상해보험에 준용하지 않은 것은, 심신상실자
등을 상해보험의 피보험자로 ‘할 수 있다’는 뜻이지, 상법이 규정하는 상해보험
이 영리보험인 이상, 이들을 상해보험의 피보험자로 ‘해야 한다’는 뜻으로까지
풀이할 수 없다. 따라서 사회보험인 상해보험의 경우는 몰라도, 영리보험인 상해
보험에서는 예컨대, 심신상실자 등을 피보험자의 범위에서 제외하거나(보험가입
의 제한), 또는 피보험자가 심신상실자나 심신박약자가 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
을 종료시킨다는 뜻(계약 후의 보험부적격)을 약관에 규정해 놓을 수도 있는 것
이다.

2. 심신상실과 고의(서울고법 2002나28526 판결)
서울고등법원은 심신상실 면책조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2002.
10. 30. 선고, 2002나28526 판결).
면책약관의 하나인 심신상실로 생긴 손해라 함은, 피보험자가 심신상실로 인하여 상해 또
는 사망에 이르게 됨으로써, 당해 사고가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하여 야기된 것과 같은 정도
로 평가될 수 있을 때에만 보험자는 면책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판결은, 고의사고에 대해서만 보험자의 면책을 허용하는 상법 제739조 및
제732조의2의 취지에 따르고자, 상해보험에서의 심신상실 면책조항에 대하여 무
리한 해석을 한 것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피보험자의 심신상실로 인한 상해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능력이 상실된 상태’에
서 입은 상해로서,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하여 야기된 것과 같은 정도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란 없기 때문이다. 굳이 그렇게 평가될 수 있는 예를 들어보자면,
피보험자가 이른바 ‘원인에서의 자유로운 행위’로 상해를 입은 경우(예컨대, 피보
험자가 일부러 심신상실을 야기하고자 알코올이나 약품 등을 복용하여 생긴 심
신상실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경우)를 들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는 보
험자가 심신상실 면책조항을 원용할 필요도 없이 고의사고를 이유로 상법 제659
조 제1항에 의하여 면책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판결은, 상해보험에서의

2008. 12.]

상해보험 및 생명보험에서의 피보험자의 정신장애와 의식장애

349

심신상실 면책조항의 취지를 바로 살피지 못하여, 이 조항을 있으나마나 한 조항
으로 전락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점에서 타당하지가 않다고 생각된다.

3. 간질발작과 익사의 상당인과관계(금분위 제2008-32호 결정)
가. 사실관계
피보험자는 병원에서 전신수축 간대성 간질발작(GTC)으로 진단받고 19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퇴원 후 한 달여가 지난 후에 다시 발작을 일으켜 그 후 사
고 직전까지 근 1년 동안 매달 내원하여 투약치료를 받았다. 사고 당일 피보험자
는 염전에서 일하던 중 발작을 일으켜 깊이 약 30cm의 염전수로에 미끄러져 익
사하였다. 사체검안서에 의하면, 피보험자의 사망원인은 “直接死因: 질식, 中間先
行死因: 기도내 흡인, 先行死因: 간질”로 기록되었다. 보험수익자는 재해사망보험
금(재해사망특약에 의한 1억원)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는 이를 거절하고 일반
사망보험금(주계약에 의한 6천만원)을 지급하였다.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사망한
것은 간질발작으로 인한 의식소실이 직접적인 원인이고, 물을 흡인한 것은 경미
한 외부요인으로서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 사건 재해사망특약
약관상의 관련 조항들은 다음과 같다.
제8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이 특약의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
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재해사망보험금
<별표 2> 재해분류표
재해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
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함)로서 다음 분류표에 따른 사고를 말한다.
16. 불의의 익수
※ 제외사항: 질병에 의한 호흡장애 및 삼킴장애

나. 결정요지
피보험자는 ‘간질’로 질식사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염전수로에 빠져 ‘기도내 물 흡인’으로 질
식사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은 ‘不意의 溺水’로서 재해에 해당한다. 그 이유로는
① 의료칙상 간질로 인하여 경련ㆍ자율신경장애ㆍ이상감각ㆍ감각소실ㆍ의식소실ㆍ인지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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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등은 생기지만, 질식ㆍ호흡장해ㆍ삼킴장해는 생기지 않는다는 점, ② 사체검안서에 의
하면 직접사인은 ‘질식’, 중간선행사인은 ‘기도내 흡인’, 선행사인은 ‘간질’로 되어 있는 점,
③ 피보험자가 간질로 인하여 질식사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물 흡인’을 경미한 외부요
인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이 사건 보험약관의 재해분류표는 ‘불의의 익수’를 재해사고로
규정하면서 ‘질병에 의한 호흡장애 및 삼킴장해’를 그 제외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간질을
직접원인으로 하여 호흡장애나 삼킴장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이 제외사항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금융분쟁조정위원회 2008. 4. 29, 제2008-32호 결정).

다. 검토
특종보험표준약관은, 2008년 독일상해보험약관 제5.1.1조와는 달리, ‘졸중, 간질
성 발작 또는 피보험자의 전신을 지배하는 발작’을 별도의 면책사유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특종보험표준약관상으로도 이러한 사유들은 면책사유가 될 수
있다. 그 이유는, 이러한 사유들로 인한 사고는 ‘질병’으로 인한 사고로서 외래성
이 결여되어 특종보험표준약관 제6조 제1항에서 말하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
의 사고(상해사고)가 될 수 없거나,59) 이러한 사유들로 인해 피보험자의 ‘심신상
실’이 수반되는 경우는 특종보험표준약관 제7조 제1항 제5호의 심신상실 면책조
항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사건에서도 피보험자가 간질발작(또는 심신상실)으로 인하여 익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 익사는 질병(또는 병적인 상태)으로 인한 것으로서 외래성이
결여되어 이 사건 약관 재해분류표에서 말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
지 않게 되거나, 피보험자가 ‘질병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 해당하여 보험회사가 면책될 수 있을 것이다(만일
이 사건의 약관에 심신상실 면책조항이 있다면, 이 면책조항에 의해서도 보험회
사가 면책될 수 있을 것이다; 이하에서 심신상실 면책조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
급하지 않음). 문제는 피보험자의 익사가 간질발작으로 인하여 초래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즉, 간질발작과 익사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에 있다.
피보험자의 간질발작과 익사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는, 피보험자가 익사의
위험에 대한 그의 수용능력(인식능력) 및 반응능력(회피능력)과 관계없이 상해를
입었는지(즉, 간질발작이 없는 정상상태에 있었더라도 익사했을 할 것인지)에 따

59)

앞의 각주 3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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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위 금분위의 결정은 납득하기가 어렵다고 생
각된다. 만일 피보험자가 정상상태에 있었더라도 밖으로 나오지 못할 정도의 깊
은 물이나 급류에 빠졌다면, 그의 익사는 간질발작과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것으
로서 보험자가 담보하는 재해(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피
보험자가 빠진 곳은 그가 정상상태에 있었다면 얼마든지 물 밖으로 나올 수 있
거나 물의 흡인을 피할 수 있는 ‘30cm 깊이의 물’이었고, 그가 익사한 것은 다
름 아닌 간질발작으로 인하여 의식소실(심신상실)과 전신마비가 초래되었기 때문
이다. 따라서 피보험자의 익사는 간질발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서 보험
자가 담보하는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간질발작으로 인하여 초래된 의식소실과 전신마비가 물 흡인보다 피보험
자의 사망에 더 지배적이었음을 고려하면, 물을 흡인한 것이 경미한 외부요인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의식소실과 전신마비가 없는 정상상태에서 30cm 깊이의 물
에 빠졌다면 물의 흡인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지만, 의식소실과 전신마비가 초
래된 상태에서는 물 흡인의 위험뿐만 아니라 다른 어떠한 위험에도 그대로 노출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보험자는 ‘질병(간질)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
(물 흡인)에 의하여 그 증상(의식소실과 전신마비)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사망이
초래되었을 때)’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그리고 이처럼 간질발작으로 인하여 초래
된 의식소실과 전신마비가 피보험자의 사망에 지배적이었음을 고려하면, 피보험
자의 사망은 재해사고(不意의 溺水)의 제외사유인 ‘질병(즉, 간질발작으로 인한
의식소실과 전신마비)에 의한 호흡장애 및 삼킴장해’에 해당한다고도 할 수 있는
것이다.

V. 생명보험표준약관상의 의사결정무능력 부책조항의 검토
1. 부부싸움으로 인한 투신자살 (대법원 2005다49713 판결)
가. 사실관계
甲은 경제문제로 남편뿐만 아니라 시댁과 친정과도 갈등을 겪어왔고, 세 자녀
를 돌보면서 남편의 회사업무도 돕느라 과도한 업무에 시달려 왔으며, 출산 후
이 사건 사고 시까지 불과 1년 만에 충수절제술을 받고 각종 병으로 병원에 오
가는 등 신체적ㆍ정신적으로 많이 쇠약해져 있었다. 이 사건 당일 남편이 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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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해 귀가하다가, 甲이 손위 동서와 전화로 남편에 대한 재정보증문제로 언쟁하
는 것을 보고, 甲에게 전화기를 던지고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수회 뺨을 때리자,
甲도 흥분하여 텔레비전을 넘어뜨리는 등 격렬하게 부부싸움을 하던 중, 남편이
함께 죽어버리자고 하면서 甲의 멱살을 잡고 베란다 난간으로 끌고 가서 甲의
상체를 난간 밖으로 밀고, 자녀들은 甲이 떨어지지 않도록 다리를 잡고 울면서
아버지에게 애원하였다. 이에 남편이 하던 행동을 멈추고 거실로 가는 순간, 甲
은 난간 밖으로 뛰어내려 사망하였다.
甲이 체결한 보험계약은 주계약에 의한 사망보험금액(일반사망보험금액)이 1억
원, 재해사망보장특약에 의한 사망보험금액(재해사망보험금액)이 5천만원이었다.
2심판결은 甲이 ‘추락’이라는 재해사고를 직접적 원인으로 하여 사망하였므로,
피고(보험회사)는 원고들(보험수익자 甲의 법정상속인인 남편과 자녀들)에게 1억
5천만원(일반사망보험금 1억원 + 재해사망보험금 5천만원)을 각 법정상속분 비율
로 나누어 지급하도록 판결하였다. 이에 피고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이를 기
각하였다(2006. 3. 10. 선고, 2005다49713 판결).
나. 판결요지
[1] (생략)
[2] 상법 제659조 제1항 및 제732조의2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자살은
사망자가 자기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절단하여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행위를 의미하고,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
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까지 포함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경우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직접적
인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그 보험사고는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로서 재해에 해당한다.
[3] 부부싸움 중 극도의 흥분되고 불안한 정신적 공황상태에서 베란다 밖으로 몸을 던져 사
망한 경우, 위 사고는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제한된 상태에서 망인이 추락함으로써 사망
의 결과가 발생하게 된 우발적인 사고로서 보험약관상 보험자의 면책사유인 ‘고의로 자
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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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검토
(1)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의 유무
이 사건에서 甲이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2년(자살면책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자살하였으므로, 그 자살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의사결정무능
력상태)에서 한 것인지가 문제된다. 대법원 판결은, 甲이 베란다에서 투신한 것
은, 과격한 부부싸움 끝에 극도의 흥분되고 불안한 심리상태를 이기지 못하고 순
간적인 정신적 공황상태에서 자신의 행동으로 인하여 발생할 사망의 결과와 그
로 인한 가족들 및 주변상황의 변화에 대하여 제대로 이해하거나 예측하지도 못
한 채, 극도로 모멸스럽고 격분된 순간을 벗어날 방편으로 한 것으로서, 의사결
정무능력상태에서 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이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
유에서 납득하기가 어렵다고 생각된다.
첫째, 甲의 투신은 욕구불만이나 갈등에 빠졌을 때 상황을 합리적으로 해결하
려 하지 않고 충동적으로 하는 행위인 이른바 ‘短絡行爲’(Kurzschlusshandlung)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행위를 한 것만으로는 의사결정무능력상태에 있었다
고 하기에는 충분치 않다. 이 판결에서 설시했듯이, 甲의 투신은 극도로 모멸스
럽고 격분된 순간을 벗어날 방편으로 한 것이다. 즉, 甲은 그 방편으로서 ‘죽어
버리자’는 순간적인 의사결정을 한 것이고, 이러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자유
가 없었다고 할 정도의 ‘정신장애나 의식장애’가 있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오히려 甲은 베란다에서 뛰어내리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위험을 인식하고 이
를 감행한 것이며, 이는 이 판결에서 자살에 대해서 설시했듯이 “사망자가 자기
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절단하여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행위”에 해당한다. 요컨대, 甲의 투신은 단락
행위로서, 뛰어내릴 당시에 ‘자기의 생명을 끊는다는 의식’을 할 수 없게 할 정
도의 ‘정신장애나 의식장애’가 있었던 것은 아니므로, 의사결정무능력상태에서의
자살이라고는 할 수 없다.
둘째, 이 판결은, 甲이 자신의 행동으로 인하여 발생할 사망의 결과와 그로 인
한 가족들 및 주변상황의 변화에 대하여 제대로 이해하거나 예측하지도 못한 순
간적인 정신적 공황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이유로, 의사결정무능력상태에 있었다
고 설시하고 있다. 그러나 甲의 이러한 정신적 공황상태만으로 의사결정무능력상
태에 있었다고 보기에는 충분치 않다. 왜냐하면 자살은 그 자체가 비정상적인 행
위로서 누구나 자살하는 순간에는 이미 ‘情動(情緖)의 급격한 변화’가 선행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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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련이고, 이러한 상태를 의사결정무능력상태로 보게 되면, 자살에 대해서 보험
자가 보험금지급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생명보험표준약관 제16조 제1항 제1호의
본문은 거의 적용될 여지가 없을 것이다.
셋째, 피보험자가 의사결정무능력상태에 있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데는, 객
관적으로 ‘共感할 수 있는’ 자살의 동기가 존재했는지가 중요한 기준이 된다. 그
러한 동기가 존재한 경우라면 즉, 이른바 ‘決算自殺’(Bilanzselbstmord; 사망자가
자신의 인생의 긍정적인 상황과 부정적인 상황을 較量한 끝에 부정적인 상황이
우세하다고 판단하여 감행한 자살, 즉,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
는 판단에서 감행한 자살)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그가 의사결정무능력상태에서 행
동한 것이 아니라는 징표가 된다. 甲이 경제문제로 인해 남편ㆍ시댁ㆍ친정 등 주
위사람들과 갈등을 겪어 왔고, 남편의 회사업무를 돕기 위해 과도한 업무를 수행
해 왔으며, 출산을 하고 수술을 받은 후 질병까지 앓게 되는 등 신체적ㆍ정신적
으로 많이 지치고 쇠약해져 있었던 중, 남편에 의해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뺨을
맞고 베란다로 끌려간 것은 甲에게는 참을 수 없는 모멸감과 분노심을 불러 일으
켰을 것임은 쉽게 판단이 되고, 이러한 사정들을 헤아려 볼 때 甲이 자살을 하겠
다고 결정을 내릴 만한 동기가 있었다고 공감이 된다. 따라서 甲의 자살은 ‘결산
자살’로 볼 여지가 있고, 의사결정무능력상태에서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2)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지의 여부
이 판결은, “그러한 경우(필자 주: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
는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외래
의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그 보험사고는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
인 사고로서 재해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甲이 ‘추락’이라는 ‘재해사고’를 직접적
원인으로 하여 사망하였으므로 보험회사는 일반사망보험금(1억원) 이외에 재해사
망보험금(5천만원)도 지급하여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도 다음
과 같은 이유에서 납득하기가 어렵다고 생각된다.
첫째, 甲의 ‘추락’이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것으로서 그 추락사가 ‘재해’(상해)
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예컨대, 甲이 남편의 폭력을 ‘피하고자’
베란다에서 투신한 경우라면, 이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
우 남편이 급작스럽게 행사한 폭력으로 인하여 부부싸움이 시작되기는 했지만,
그 후 甲이 투신한 것은 ‘남편의 폭력이 멈춘 상태’에서였다. 따라서 甲의 추락
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그 추락사도 ‘외래의 사고’로 생

2008. 12.]

상해보험 및 생명보험에서의 피보험자의 정신장애와 의식장애

355

겨난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둘째, 설사 이 판결에서처럼, 甲의 자살이 의사결정무능력상태에서 한 것이라
고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자살(사망)은 상해보험에서는 면책사유에 해당하게
된다는 점을 주목하여야 할 것이다. 즉, 의사결정무능력상태는 정신장애나 의식
장애로 생겨나는 상태로서 상해의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한다. 따라서 의사결정무
능력상태에서의 상해(부상 또는 사망)는, 이를 담보하는 특별한 보험료를 받지
아니하고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사회생활을 하다
가 당하게 되는 통상의 상해위험만을 담보하는 일반 상해보험에서는 그 보험보
호가 배제되는 상해인 것이다. 또한 의사결정무능력상태는 정신장애나 의식장애
로 생겨나는 일종의 병적 상태이다. 따라서 甲의 사망은 고의에 의하지 아니한
사망이라는 점에서는 상해사고로서의 우발성(우연성)은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존
재하는 병적인 상태로 인한 사망이라는 점에서는 상해사고로서의 외래성이 결여
되어, 상해보험금을 지급할 사유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한편, 甲의 사망
은 고의에 의한 사망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고의에 의한 사망이 아닌 한 그 원인
을 묻지 아니하고 담보하는 생명보험(사망보험)에서는 부책사유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甲이 의사결정무능력상태에서 자살(사망)한 것이라고 인정한다고 하더라
도, 이는 생명보험에 의한 사망보험금(일반사망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될 뿐, 상해
보험에 의한 사망보험금(상해사망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에서 甲의 자살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서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보험회사는 면책된다고 해야 할 것이다. 설사 그러
한 상태에서 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일반사망보험금만을 지급할 책임을 질
뿐, 재해사망보험금까지 지급할 책임은 없었다고 생각된다.60)
60)

이 대법원 판결 후에 내려진 또 다른 대법원 판결(2008. 8. 21, 2007다76696)에 의하
면, 피보험자가 술에 취하여 신병을 비관하는 넋두리를 하고 베란다에서 뛰어내린다는
등의 객기를 부리다가 마침내 뛰어내려 사망한 것은, “음주로 인한 병적인 酩酊으로
인하여 심신을 상실한 나머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사망한” 것이고, “이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서 보험약관에서
재해의 하나로 규정한 ‘추락’에 해당하여 사망보험금의 지급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
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도 피보험자가 넋두리를 하고 객기를 부리다가 투신한 사정에
비추어 그에게는 자살하는 사람들에게서 통상적으로 나타나는 情動의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고 할 수 있을지언정, 그가 투신할 당시 투신행위에 대한 통제불능의 맹목적인
충동과 생각에 사로잡히게 했거나 ‘죽는다’는 의미를 인식하지 못하게 했을 정도의 정
신장애나 의식장애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고, 특히 자신의 신병을 비관한 점으로
보아 결산자살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피보험자가 의사결정무능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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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살면책기간 후의 자살에 대한 보험금(금분위 제2007-56호 결정)
가. 사실관계
甲은 1999. 3. 4.에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로서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그 후 평일인 2006. 11. 6.에 지하철역 승강장에서 철로로 뛰어내려 들어오던 전
동차와 부딪히는 사고로 사망하였다. 甲의 부인은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
회사는 甲의 자살을 이유로 책임준비금의 지급을 주장하였다. 이 사건 보험약관
상의 관련 조항들은 다음과 같다.
제2조(계약의 효력) ⑥ 피보험자가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
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리고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제14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2.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평일에 발생한 비행기⋅선박⋅열차 교
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에는 평일 비행기⋅선박⋅열차 교통사고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
8.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평일에 발생한 ‘비행기⋅선박⋅열차에 의한 교통사고, 차량탑
승 중 교통사고와 뺑소니⋅무보험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를 제외한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
였을 때에는 평일 기타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
제1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①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침으로써 보험
금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
러나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계약의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결정요지
CCTV 판독결과 피보험자는 스스로 철로에 뛰어들었고 피보험자를 밀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특정인이 발
견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피보험자는 자살한 것으로 보인다. 자살은 우발성과 외래성을 요건으로
하는 당해 보험약관의 재해에 해당되지 아닐 뿐만 아니라 재해분류표상 분류항목에도 제외되어 있어 재

태에서 투신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생각된다. 한편 이 판결에서 설시하듯이, 피
보험자가 ‘병적인 명정’으로 심신을 상실하여 의사결정무능력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
도, 그의 추락사는 ‘병적인 상태’로 인한 것이므로 재해사고로서의 외래성이 결여된
것이다. 또한 이 판결도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
인’에 의한 것이라면 그 보험사고는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로
서 재해에 해당한다.”는 위의 판결(2006. 3. 10, 2005다49713)의 설시부분을 그대로 인
용하고 있는데, 과연 이 사건에서 피보험자의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되는 ‘추
락’에 어떠한 외래의 요인이 작용했다는 것인지도 의문이다. 따라서 설사 이 사건 피
보험자가 의사결정무능력상태에서 추락사한 것이라고 인정하더라도,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된다.

2008. 12.]

상해보험 및 생명보험에서의 피보험자의 정신장애와 의식장애

357

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당해 보험약관 제16조 제1항 단서에서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라도 피신청인이 당해 보험약관에서
담보하는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신청인(보험회사)은 ‘평일 비행
기⋅선박⋅열차 교통사고사망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금분위 2007.8.21, 제2007-56호 결정).61)

다. 검토
(1) 이 사건 약관조항의 해석
이 사건에서 甲은 보험계약의 책임개시일(제1회 보험료 납입일인 1999. 3. 4.)
로부터 7년 8개월가량이 지난 2006. 11. 6.에 사망하였다. 따라서 甲의 사망이
자살로 인정되더라도, 그 자살은 자살면책기간(약관 제16조 제1항 단서에 의한 2
년)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으므로 보험회사의 부책사유가 된다. 이에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재해 이외의 원인(즉, 자살)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
준비금을 지급”한다는 약관 제2조 제6항에 의하여 ‘책임준비금’의 지급을 주장한
것이다. 그러나 약관 제16조 제1항 단서의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그 본문의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에 대한 것이므
로,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책임준비금’을 지급할 수는 없다.
그런데, 이 약관은 평일에 발생한 사망사고의 보험금으로 ‘평일 교통사고사망보
험금’(제14조 제1항 제2호)과 ‘평일 기타재해사망보험금’(제14조 제1항 제8호) 등
재해사망보험금만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甲이 전동차와 부딪히는 사고로 사망
하였으므로 ‘평일 교통사고사망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게 된
것이다. 물론 甲의 자살은 고의에 의한 것이므로 재해가 될 수 없다. 따라서 보
험금을 지급하더라도 재해사망보험금이 아닌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약관에는 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지
급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2) 상해보험에서의 자살약관의 불요
자살약관(Selbsttötungsklausel, suicide condition)이라 함은, 피보험자의 의사결정무능
력상태에서의 자살 또는 자살면책기간 후의 자살에 대해서 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
는 내용의 약관조항(부책조항)을 말한다. 여기의 자살에는 사망에 준하는 장해상태

61)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사례집｣, 2007년도, 162쪽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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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야기한 自害도 포함된다. 생명보험표준약관 제16조 제1항 제1호 단서가 바로 자
살약관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자살약관은 상해보험에서는 사용될 조항이 아니다.
왜냐하면 피보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자살한 경우는 고의에 의한 것
으로서 우연성의 결여로 물론 상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는 정신장애나 의식장애의 병적인 상태로 인한 것으로
서 외래성의 결여로 상해에 해당하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즉, 피보험자의 자살은
어떠한 상태에서 한 것이건 간에 상해사고로서의 우연성이나 외래성의 결여로 상해
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해보험에서 담보해야 할 사유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재 실무에서 사용되고 있는 순전한 상해보험약관(재해의 위험만을
담보하는 약관)들은 사망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만을 규정해 놓고 있으면서도
자살약관을 두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의사결정무능력상태에서의 자살이나
― 이 사건의 경우처럼 ― 자살면책기간 후의 자살에 대해서도 약관의 해석상

재해사망보험금을 그대로 지급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경우가 있음을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해석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는 자살약관을 삭제함과
동시에 심신상실ㆍ정신질환 면책조항을 두어야 할 것이다. 만일 의사결정무능력
상태에서의 자살이나 자해 또는 자살면책기간 후의 자살이나 제1급 장해상태를
야기한 자해에 대하여 상해보험금이 아닌 별도의 금전(예컨대, 책임준비금)을 지
급하고자 한다면 그 뜻을 명확하게 규정해 놓아야 할 것이다(예컨대, 이 사건 보
험의 경우에는 제16조 제1항을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침으로써 보험금지
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계약은 실효된
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계약의 책임개시일
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 사망 또는 자해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계약
은 실효된다.”는 취지로 수정해야 할 것이다).
한편 상해보험이 추가된 생명보험(생명보험금 이외에 상해보험금도 지급하는
보험)의 경우에도, 피보험자의 자살에 대해서는 ‘상해사망보험금’이 아닌 ‘일반사
망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점을 약관에 명확하게 규정해 놓음으로써, 피보험자의
자살에 대해 어떠한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를 없
애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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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自害에 대한 상해보험금의 지급 여부
생명보험표준약관 제14조는 생명보험상품의 효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생명보
험사고인 ‘사망’ 이외에 상해보험사고인 ‘재해’도 보험금지급사유로 규정함으로써
생명보험에 상해보험을 추가하고 있다. 즉, 같은 조 제3호는 피보험자가 사망하
는 경우 또는 동일 재해로 인하여 합산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을, 제4호는 피보험자가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장해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제3호와 제4호를 비교할 때, 피보험자가 동일 재해로 인하여 합산 장해지급률이
‘80% 미만’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장해보험금(상해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같은 약관 제1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전단(의사결정무능
력 부책조항)은, 피보험자가 의사결정무능력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사실’이 증명
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자신을 해친 사
실’은 피보험자가 자살하여 사망한 경우는 물론, 자해를 하여 장해상태가 된 경
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이 약관규정들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의사결정무능력상태에서 ① 자살
하여 사망하는 경우 또는 ② 자해하여 사망에 준하는 장해상태(동일 자해로 인한
합산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을 지급
하고, ③ 피보험자가 자해하여 그 밖의 장해상태(동일 자해로 인한 합산 장해지
급률이 80% 미만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장해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런데, ①과 ②의 사망보험금은, 상해보험에 의한 사망보험금(재해사
망보험금)이 아니라 생명보험에 의한 사망보험금(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한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③의 장해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된
다. 왜냐하면 피보험자가 의사결정무능력상태에서 자해를 하여 장해상태가 된 것
은, 고의에 의하지 아니한 사고로서 우연성은 있다고 하더라도, 병적인 상태로
인한 사고로서 외래성은 결여되므로 재해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장해보험금
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요컨대, 생명보험에 상해보험을 추가하
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상해에 대한 보험금은 상해보험의 원리에 따라 지급해야
하므로, 상해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정신질환 등으로 인한 자해에 대해서 상
해보험금을 지급하게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이 점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가 의사결정무능력상태에서 자살(사망)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면서, 자해하여 장해상태(합산 장해지급률이 80% 미만인 장해상
태)가 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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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장해상태가 된 경우에 이를 담보하는 것은 상해보험인
데, 상해보험에서는 예컨대, 특종보험표준약관상의 심신상실ㆍ정신질환 면책조항
에서처럼 정신장애나 의식장애로 인한 상해(자해)는 면책사유에 해당한다. 만일
생명보험표준약관에서 의사결정무능력상태에서의 자해에 대해서 장해보험금을 지
급한다면, 정작 상해보험에서는 그러한 자해를 담보하지 않는데 생명보험에 추가
되는 상해보험에서는 이를 담보하는 것이 되어 형평에 맞지 않는다. 정신장애나
의식장애로 인하여 자해를 한 피보험자에 대해서는 장해보험금이 아닌 별도의 금
전(예컨대, 책임준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그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된다.

VI. 결론 및 약관개정의견
1. 결 론
피보험자의 정신장애와 의식장애는 정신병리학(Psychopathologie)과 관련된 개념으
로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병적인 상태이다. 이들
장애는 특종보험표준약관상의 심신상실⋅정신질환 면책조항의 토대가 되는 한편,
생명보험표준약관상의 의사결정무능력 부책조항의 토대가 되기도 한다. 즉, 이들
장애로 인한 상해는 상해보험에서는 보험보호를 받지 못하지만, 이들 장애로 생긴
의사결정무능력상태에서의 자살은 생명보험에서는 보험보호를 받는다. 따라서 이들
장애와 관련된 보험계약법적 문제점들은 상해보험과 생명보험을 연계하여 살펴야
할 것이다. 이 글의 ‘Ⅰ. 머리말’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에 대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먼저, 특종보험표준약관상의 심신상실⋅정신질환 면책조항에 관해서 보면, ①
피보험자의 심신상실이나 정신질환은 ‘상해의 위험을 현저하게 증가’시키는 ‘병
적인 상태’이다. 따라서 이들 사유로 인한 상해는, 특별히 이를 담보하는 보험료
를 받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피보험자가 사회생활을 하다
가 당하게 되는 통상의 상해위험만을 담보하는 일반 상해보험에서는 처음부터
보호범위 밖에 있게 된다. 또한 이 상해는  고의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우연성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사고 당시 이미 존재하는 병적인 상태로 인하
여 생긴 것이라는 점에서 외래성이 결여되어 상법 제737조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이 면책조항이 상법 제739조 및 제732조의2를 이유
로 무효가 된다고는 할 수 없다. ② 피보험자가 심신상실자 등이라고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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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이 심신상실이나 정신질환의 상태에 있지 않을 때 상해를 입은 경우나, 이
들이 이 상태에 있을 때 상해를 입었더라도 그 상해가 심신상실이나 정신질환과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이 면책조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보험보호를
받게 된다. 따라서 이 면책조항이 있다고 해서 심신상실자 등이 항상 보험보호
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면책조항이 상법 제739조 및 제732조와
모순되어 무효가 된다고는 할 수 없다. ③ 피보험자의 심신상실이나 정신질환과
상해(부상 또는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피보험자가 이들 사유가
없는 정상적인 상태에 있었다고 가정할 때 당해 상해를 피할 수 있었는지의 여
부에 따라 결정한다. 피보험자가 정상적인 상태에 있었더라도 당해 상해를 피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이 상당인과관계가 부인된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정상적인
상태에 있었더라면 당해 상해를 피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이 상당인과관계가 인
정된다. 따라서 피보험자가 간질발작으로 인한 심신상실과 전신마비로  정상상
태에 있었더라면 익사하지 않았을  ‘30 cm 깊이’의 물에 빠져 익사한 경우를
심신상실(또는 질병)로 인한 사망으로 보지 않고, 不意의 溺水로 인한 사망으로
보아서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결정한 금분위 조정례(2008-32호
결정)는 무리라고 생각된다.
다음으로, 생명보험표준약관상의 의사결정무능력 부책조항에 관해서 보면, ①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라 함은, 피보험자의 자
살을 고의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없게 하는 정도의 상태로서, 피보험자가 그의 사
망을 초래한 당해 행위(예컨대, 음독, 투신, 목맴 등)에 대한 맹목적인 통제불능의
충동과 생각에 사로잡히거나 ‘죽는다’는 의미를 인식하지 못하는 정신병리학상의
고도의 정신이상상태이다. 이 상태는 정신병은 물론, 그 밖의 정신장애(신경증, 성
격장애 등)나 의식상실(심신상실) 또는 의식장애(의식의 혼탁, 협착, 변용)로도 야
기될 수 있다. 여기의 의식장애(예컨대, 음주 또는 중독으로 인한 의식장애)는 자
살을 초래하는 사유라는 점에서, 상해보험의 면책사유로서 상해를 초래하는 의식
장애와 비교할 때 더 고도의 것이 요구된다고 하겠다.62) 한편, 이 상태는 자살하
는 사람들에게서 통상적으로 나타나기 마련인 ‘情動(情緖)의 급격한 변화’와 혼동
해서는 안 되고(이러한 변화가 있었음을 이유로 의사결정무능력 부책조항을 적용
하게 되면, 생명보험표준약관 제16조 제1항 제1호 본문의 자살면책조항은 거의
적용될 여지가 없게 될 것이다), 욕구불만이나 갈등에 대한 충동적인 불합리한 행
위인 ‘短絡行爲’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이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다. 특히 피
62)

앞의 각주 5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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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가 자살을 할 당시에 그에게 객관적으로 共感할 수 있는 자살의 動機가 존
재했는지의 여부는 중요한 판단기준이 된다. 그러한 동기가 존재했다면, 즉, 이른
바 ‘決算自殺’의 여지를 배제할 수 없는 경우라면, 피보험자가 자살을 ‘선택’한 것
으로서 의사결정무능력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② 의사결정무능력상태에서
의 자살은, 정신장애나 의식장애로 인한 자살로서, 상해보험에서는  앞의 심신상
실⋅정신질환 면책조항에 관한 ①의 언급에서 보듯이  면책사유가 된다. 즉, 정
신장애나 의식장애로 인한 자살(사망)은, 통상의 상해위험만을 담보하는 일반 상
해보험에서는 보험보호 밖에 있게 되고, 또한 병적인 상태로 인한 사망이라는 점
에서 외래성이 결여되어 상해보험에서 담보되지 아니한다. 반면에 이 상태에서의
자살은 고의에 의한 사망이 아니라는 점에서 생명보험에서는 담보된다. 생명보험
은 고의에 의한 사망이 아닌 한 그 원인을 묻지 아니하고 담보하기 때문이다. 따
라서 이 상태에서의 자살은 생명보험에 의한 사망보험금(일반사망보험금)의 지급
사유가 될 뿐, 상해보험에 의한 사망보험금(재해사망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③ 피보험자가 의사결정무능력상태에서 자해하여 ‘사망에 준하지 아
니하는 장해상태’를 초래한 경우에는 장해보험금(상해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상해보험에서 이 상태에서의 자해가 정신장애나 의식장애로
인한 자해로서 면책사유가 되는 한, 생명보험에 추가되는 상해보험에서도 그 자
해는 면책사유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상의 결론에 비추어 현재의 보험실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들을 지적
하고자 한다. 첫째, 대법원 판례는 자살자가 처한 불우하거나 극한적인 상황을
의사결정무능력상태로 인정하여 결과적으로 이 상태를 지나치게 넓게 인정하고
있고, 또한 이 상태에서의 자살을 재해사고로 보아 재해사망보험금까지 지급하
도록 하고 있다(예컨대, 2005다49713 및 2007다76696 판결). 그러나 이러한 판례
의 경향은, 자살은 고의의 사고로서 보험보호에서 배제되어야 한다는 보험법의
기본원리를 蠶食하게 될 뿐만 아니라, 생명경시와 금전만능의 현 세태와 어우러
져 국민의 도덕적 위험 내지 보험사기를 부추길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 자살자가 의사결정무능력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인정하기 위해
서는, 그에게 정신병리학상의 고도의 정신이상이 있었는지를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情動의 급격한 변화나 短絡行爲만으로 이 상태에 있었던 것
으로 인정해서는 안 되고, 특히 決算自殺의 여지를 배제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
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의 자살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일반사망보험
금을 지급해야 하고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둘째,
자살약관(의사결정무능력 및 자살면책기간경과 부책조항)은 생명보험에서 사용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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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이고 상해보험에서는 사용될 조항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해의 위
험만을 담보하는 현행의 순전한 상해보험약관들은 대부분 자살약관을 두고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그 자살약관의 해석상 피보험자의 자살에 대해서도 재해사망보
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풀이될 수도 있다. 따라서 순전한 상해보험약관에
서는 자살약관을 삭제하고 심신상실ㆍ정신질환 면책조항을 두어야 할 것이다.
한편 상해의 위험을 추가로 담보하는 생명보험약관에서도, 자살약관에 의하여
피보험자의 자살에 대해서 지급하는 보험금은 재해사망보험금이 아니라 일반사
망보험금임을 명확히 규정하여 다툼의 여지를 없애도록 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심신상실ㆍ정신질환 면책조항과 의사결정무능력 부책조항과 관련된 개
정의견을 제시하면 다음의 ‘2’와 같다.

2. 약관개정의견
가. 특종보험표준약관 제7조 제1항에 관하여
① 특종보험표준약관 제7조 제1항 제5호는 면책사유로서 ‘심신상실’과 ‘정신질

환’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보험자의 위험에 대한 수용능력과 반응능력을
현저하게 떨어뜨려 상해를 입을 위험을 현저하게 증가시키는 사유로는, 의식이
완전하게 상실되는 ‘心神喪失’(예컨대, 간질발작으로 인해 의식상실이 초래되어
얕은 물에 빠져 익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의식작용의 장애로 인하여 의사결정
능력이 정상상태에서보다 현저히 떨어지는 ‘心神薄弱’(예컨대, 피보험자가 만취
하여 도로를 무단 횡단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도 규정해야 할 것이다. 또
한 정신병 이외의 정신장애(예컨대, 신경증, 성격장애 등)도 규정해야 할 것이다.
정신질환은 넓은 뜻으로는 정신장애와 같은 뜻으로 쓰이고, 좁은 뜻으로는 정신
병과 같은 뜻으로 쓰인다.63) 이 면책조항의 정신질환을 넓은 뜻으로 풀이하면
정신병 이외의 정신장애도 포함될 수 있지만, 좁은 뜻으로 풀이하면 정신병만을
뜻하게 된다. 이러한 해석상의 다툼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서도 ‘정신질환’을 ‘정
신질환 등의 정신장애’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한편
이 면책조항에 ‘정신장애’와 ‘심신박약’이 포함될 경우 이 면책조항이 남용될 우
려가 있다. 따라서 이 면책조항의 사유들을 ‘피보험자로 하여금 상해가 생겨날
위험을 인식하지 못하게 하여 당해 상황에 따라 요구되는 통상적인 안전조치를
강구할 수 없게 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한정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된다.

63)

｢EnCyber 두산백과사전｣, “정신질환”, http://www.encyb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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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피보험자가 일정한 면책사유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경우라도 그 면책사유가

先行하는 상해사고로 인해 생긴 경우에는, 그 상해는 선행 상해사고로 인한 것이
므로 보험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예컨대, 특종보험표준약관 제7조 제1항 제6호는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
치”로 인한 상해를 면책사유로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그러나 회사가 부담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고 규정하여 이러한 뜻을 밝히고 있다
(다만, 이 단서의 ‘회사가 부담하는 상해’는 ‘회사가 보장하는 사고’로 규정하는
것이 용어상 더 적절할 것으로 생각됨). 한편 선행 상해사고로 피보험자에게 ‘질
병’이나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도 생길 수 있는데, 이 약관 제7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는 이러한 뜻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약관 제7조 제1항 제6호
의 단서를 삭제하는 대신, 제1항 본문의 단서로 “그러나 제4호 내지 제6호의 경
우 그 사유가 회사가 보장하는 사고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고 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2008년 독일상해보험약관 제5.1.1조 제2문 참조).
이상의 개정의견을 현행 약관규정과 대비하여 도표로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특종보험표준약관의 개정의견>
현

행

개 정 의 견

제7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 제7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
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그
러나 제4호 내지 제6호의 경우 그 사유
가 회사가 보장하는 사고로 인한 경우에
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1.~3. (생략)
4. 피보험자의 질병
5. 피보험자의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

1.~3. (생략)
4. 피보험자의 질병
5. 상해가 생겨날 위험을 인식하지 못하
게 하여 당해 상황에 따라 요구되는 통
상적인 안전조치를 강구할 수 없게 하는
피보험자의 정신질환 등의 정신장애, 심

6.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
함),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
료처치. 그러나 회사가 부담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7.~11. (생략)

신상실 또는 심신박약
6.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
함),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
료처치
7.~11.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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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생명보험표준약관 제1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관하여
① 생명보험표준약관 제16조 제1항 제1호 단서 前段의 의사결정무능력 부책조

항에서 말하는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는 정신질
환(정신병)은 물론, 그 밖의 정신장애(신경증, 성격장애 등)나 심신상실 또는 심신
박약으로도 야기될 수 있다. 그러나 이 부책조항은 단지 ‘정신질환 등’이라고만 예
시하고 있어서 이러한 상태가 정신이상상태임을 충분하게 나타내지 못하고, 자칫
하면 확대 해석될 우려가 있다(예컨대, 피보험자가 경제적 궁핍으로 자유로운 의
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도 적용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참고로, 2008년 독
일보험계약법 제161조 제1항 제2문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게 하는 정신
작용의 병적인 장애상태”라고 하여 정신이상상태임을 명확히 나타내고 있다. 따라
서 이 부책조항을 “정신질환 등의 정신장애, 심신상실 또는 심신박약으로 자유로
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병적인 상태”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② 생명보험에 상해보험을 추가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상해에 대한 보험금

은 상해보험의 원리에 따라 지급해야 한다. 따라서 생명보험표준약관 제14조 제3
호와 제4호 및 제16조 제1항 제1호 단서 前段에 의하여, 외래성의 결여로 상해
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의사결정무능력상태에서의 자해’로 합산 장해지급률
이 80% 미만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도 장해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은 무리
라고 생각된다. 한편 같은 약관 제16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그러하지 아니합니
다.”고 규정하여 제1항 본문의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계약을 해
지할 수 있습니다.”에 대한 예외로서 계약도 해지할 수 없는 것으로 풀이될 소지
가 있다(즉, 피보험자가 의사결정무능력상태에서 자해하여 장해상태가 되거나,
자살면책기간 후의 자해로 사망에 준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에는 보험금도 지
급하고 계약도 해지할 수 없는 것으로 풀이될 수 있다). 이러한 해석의 소지도
없애도록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의사결정무능력상태’와 ‘자살면책기간 경과후’
의 보험금지급사유를 ‘자살’과 ‘사망에 준하는 장해상태를 초래한 자해’로 동일
하게 하고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③ 생명보험표준약관 제16조 제1항 제1호 단서 後段의 자살약관은 자살면책기

간을 2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OECD 가입국가의 예를 보더라도 자살면책기간은
대체로 2년으로 하고 있다.64) 그러나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OECD 가입국가 중에

64)

Joe Chen⋅Yun Jeong Choi⋅Yasuyuki Sawada, “Suicide and Life Insurance”, p.17,
Table 1: The Length of Exemption Periods in OECD Countries (http://www.e.u-tok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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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1위로 나타나고 있고, 보험가입자의 자살로 인한 지급보험금이 수백억원대에
육박하는 현상65)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자살면책기간을 3년으로 늘리는 것이 필
요하다고 생각된다.66) 그리고 생명보험표준약관 제5조에 의하여 계약이 변경되는
경우(다만,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의무가 확장되는 경우에 한함)에도, 보험자가 그
변경을 승낙하는 날부터 자살면책기간이 새로 시작하는 것으로 규정해야 할 것으
로 생각된다(2008년 독일목돈마련생명보험약관 제5조 제3항 참조).
이상의 개정의견을 현행 약관규정과 대비하여 도표로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생명보험표준약관의 개정의견>
현

행

개 정 의 견

제1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 제1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
사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사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65)

66)

1.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

1.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

을 해친 경우

을 해친 경우

그러나,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정신질

그러나,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정신질

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환 등의 정신장애, 심신상실 또는 심신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사실이 증명

박약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된 경우와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활(효력

없는 병적인 상태에서, 또는 계약의 보

ac.jp/cirje/research/dp/2008/2008cf558.pdf, 2008. 3. 31)에 의하면, 자살면책기간은 독일
과 오스트리아는 3년, 프랑스⋅캐나다⋅이태리⋅일본 등은 2년, 영국은 1~2년, 미국의
33개주는 2년, 2개주는 1년이다. 이 글은 1980년부터 2002년간의 OECD 국가자료를
토대로 ‘자살률’과 ‘생명보험밀도’(life insurance density: 한 국가의 생명보험의 총 보
험료/인구수, premium per capita) 사이에는 비례관계(positive relationship)가 있으며,
자살면책기간 후의 자살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생명보험에 존재하는 역선택과
도덕적 위험은 이 비례관계를 초래하는 誘因임을 밝히고 있다.
국내 주요 12개 생보사의 자살보험금은, 2005년 658억여원(3,645건)에서 2006년 638억
여원(3,728건)으로 소폭 감소했지만, 2007년 805억여원(4,253건)으로 큰 폭으로 늘어났
다(김주형, “자살보험금 한해 수백억… 생보사 ‘골치’ ”, 파이낸셜뉴스, 2008. 3. 30).
앞의 각주 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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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의 견

회복)계약의 경우는 부활(효력회복)청약

장개시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는 부

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활[효력회복]청약일, 회사의 보험금지급

자신을 해침으로써 장해분류표 중 동일

의무를 확장하는 계약내용의 변경의 경

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

우는 회사가 그 변경을 승낙하는 날)부

급률이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터 3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는 경우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
해지급률이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
었을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을 드립니다.

투고일 2008. 11. 25

심사완료일 2008. 12. 11

게재확정일 2008.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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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usammenfassung>

Die Geistes- und Bewusstseinsstörungen der versicherten
Person bei der Unfall- und Lebensversicherung
67)

Kyung-Whan Chang*
<1> Einerseits nach Ziffer 5.1.1 AUB 2008 besteht kein Versicherungsschutz
für die Unfälle der versicherten Person durch Geistes- oder Bewusstseinsstörungen, es sei denn, dass diese Störungen durch ein unter den Unfallversicherungsvertrag fallendes Unfallereignis verursacht waren. Andererseits nach § 161
Absatz 1 Satz 2 VVG 2008 und § 5 Absatz 2 Satz 1 KLB (Allgemeine Bedingungen für die kapitalbildende Lebensversicherung) 2008, bei einer Lebensversicherung (dies bedeutet Todesfallversicherung; auch im folgenden), besteht Versicherungsschutz, wenn dem Versicherer nachgewiesen wird, dass die Selbsttötung
der versicherten Person in einem die freie Willensbestimmung ausschließenden
Zustand krankhafter Störung der Geistestätigkeit begangen worden ist. Dieser
Zustand bedeutet den Zustand der Geistes- oder Bewusstseinsstörungen.
<2> Einerseits nach §7 Abs. 1 Nr. 5 koreanische AUB besteht kein Versicherungsschutz für die Unfälle der versicherten Person durch Bewusstlosigkeiten oder
Geisteskrankheiten. Andererseits nach dem ersten hälftigen Vorbehalt des § 16
Abs. 1 Nr. 1 koreanische ALB besteht Versicherungsschutz, wenn dem Versicherer nachgewiesen wird, dass die Selbsttötung oder Selbstschädigung der versicherten Person in einem die freie Willensbestimmung ausschließenden Zustand
der Geisteskrankheiten usw. begangen worden ist.
<3> Dass die Unfälle der versicherten Person durch Geistes- oder Bewusstseinsstörungen zum Verlust des Versicherungsschutzes führt, ergibt sich aus den

* Dr. jur., Professor der juristischen Fakultät an der Kyung Hee Universitä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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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lgenden Gründen. Einerseits aus dem Zweck der Ausschlussbestimmung, die
das Risiko des Unfallversicherung auf die Unfallgefährdung einer versicherten
Person mit Fähigkeit zu normaler (gesunder) Entscheidung beschränken soll.
Andererseits aus dem Gedanke, dass die Tötung oder Gesundheitsbeschädigung
nicht eigentlich auf den Unfall, sondern auf den bei dessen Eintritt schon
vorhandenen krankhaften Zustand der versicherten Person zurückzuführen ist.
Bei einer Lebensversicherung besteht Versicherungsschutz für die in einem
Zustand der Geistes- oder Bewusstseinsstörungen begangenen Selbsttötung der
versicherten Person, da solche Selbsttötung als vorsätzlich begangene Handlung
nicht anzusehen ist.
Nach meiner Stellungnahme sollen die Bewusstseinsstörungen in der Lebensversicherung, die Versicherungsschutz bestehen lassen, sein schwerer als sie in
der Unfallversicherung, die Versicherungsschutz ausschließen lassen. Der Grund
dafür ist, dass jene den Tod (Selbsttötung) der versicherten Person verursachen.
<4> Während Herr A. (die versicherte Person) im Salzfeld arbeitete, ist er
gefallen infolge epileptischen Anfalles, gesunken in einen Kanal und ertrunken.
Der Kanal war 30 cm tief. Koreanischer Finanzdienstleistung-Streitvergleichsrat
sah diesen Tod des Herrn A. als Unfall an. Der Grund dafür war, dass er durch
überraschende Erstickung gestorben ist (Beschl. v. 29.04.2008, Nr. 2008-32).
Nach meiner Stellungnahme wäre Herr A. nicht ertrunken, wenn er in ungestörtem (normalem) Zustand gewesen wäre, weil der Kanal, worin er gesunken
war, war nur 30 cm tief. Damit kann es angenommen werden, dass die Bewusstseinsstörung infolge epileptischen Anfalles des Herrn A. für seinen Tod
ursächlich geworden ist. Zum Schluss ist der Tod des Herrn A. als Unfall nicht
anzusehen und kein Versicherungsschutz dafür soll bestehen.
<5> Sogleich nach einem heftigen Ehekrach hat Frau B. (die versicherte
Person) sich von der Veranda ihres Appartements gestürzt und ist gestorben.
Koreanischer Oberster Gerichtshof hat entschieden, dass Verischerungsschutz
bestand, weil Frau B. ihre Selbsttötung in einem die freie Willensbestimmung
ausschließenden Zustand begangen hat. Überdies hat der Gerichtshof entschie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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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ss der Versicherer zur Unfalltodesfallleistung verpflicht war, da der Sturztod
der Frau B. unter den Unfall fiel (Urt. v. 10.03.2006, 2005다49713).
Nach meiner Stellungnahme ist die Selbsttötung der Frau B. als Kurzschlusshandlung anzusehen. Ferner für ihre Selbsttötung fanden sich mehrere nachvollziehbare Motive (z. B. der Krach mit dem Gatten und der Verwandtschaft, die
ökonomischen Schwierigkeiten und das körperliche Gebrechen). Damit kann es
angenommen werden, dass ihre Selbsttötung ein Bilanzselbstmord war. Zum
Schluss ist ihre Selbsttötung als die in einem die freie Willensbestimmung
ausschließenden

Zustand

begangene

Selbsttötung

nicht anzusehen

und

kein

Versicherungsschutz dafür soll bestehen. Überdies soll der Versicherer nicht zur
Unfalltodesfallleistung verpflicht sein, selbst wenn die Selbsttötung der Frau B.
als die in solchem Zustand begangene Selbsttötung anzusehen ist. Der Grund
dafür ist, dass die die freie Willensbestimmung ausschließenden Geistes- oder
Bewusstseinsstörungen unter die Ausschlussgründe der Unfallversicherung fallen.
Schlüsselwörter: Geistesstörung, Bewusstseinsstörung, Geisteskrankheit,
Ein die freie Willensbestimmung ausschließender Zustand,
Selbsttötung (Selbstmord), Bilanzselbstmord, Selbsttötungsklausel,
Todesfallleistung, Unfalltodesfallleistung, epileptische Anfäll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