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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보험금청구권신탁은 본인의 능력상실이나 사망을 대비하여 본인
또는 유족의 생활안정을 위해 보험금청구권을 신탁재산으로 하는 신탁이
다. 미국은 상속설계의 목적으로 1930년대부터 생명보험신탁이 활성화
되었고, 일본 역시 고령화의 대비책으로서 2010년대부터 보험금청구권
신탁이 활용되고 있는데 반하여, 우리나라에서는 그에 대한 논의가 활발
하지 않다. 우리나라에서는 보험금청구권신탁에 대한 명시적 법률이 존
재하지 않고, 법무부가 보험금청구권신탁이 불가하다는 유권해석을 함에
따라 보험금청구권신탁이 허용되는지, 어떤 법적 형식을 취하여야 하는
지 명백하지 않다. 우리나라에서도 보험금청구권신탁을 활용한다면 위탁
자 사망 뒤 유족의 생활보호 및 재산관리설계, 위탁자의 치매 등 능력상
실에 따른 생활보장 및 장기간병에 매우 효과적인 제도가 될 수 있고
2011년도부터 시행되고 있는 임의후견제도와 결합하면 그 효과가 더욱
클 것으로 기대된다. 본 논문은 보험금청구권신탁이 우리법상 허용되는
지 살펴보고, 미국과 일본의 경우에 비추어 어떤 법적 형식이 가능한지
살펴보고 야기될 수 있는 법적 쟁점들에 대하여 검토한다.
첫째, 보험금청구권은 보험사고 발생을 조건부 또는 기한부로
하는 추상적 청구권으로서 양도가능하고 특정가능한 재산으로서 신탁재
산이 될 수 있다. 신탁의 대상이 되는 보험계약은 생명보험, 상해보험,
질병보험의 정액, 금전급부가 적절하다.
둘째, 미국과 일본의 예를 참조하여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를
위탁자와 수탁자 중 누구로 할 것인지에 따라 유형화하면 4가지 유형의
보험금청구권신탁을 상정할 수 있다. 그 중에서 현재 우리나라 신탁법과
자본시장법 하에서는 (1)유형 - 위탁자가 자신을 피보험자 겸 보험수익
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이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위탁자로
서 위 보험금청구권을 신탁재산으로 제3자를 신탁수익자로 하여 수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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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유형 - 위탁자가 보험금청구권을 신
탁재산으로 하기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이와 동시에 또는 순차적
으로 자신을 피보험자로, 수탁자를 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거
나, 이미 체결된 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를 수탁자로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가 가능하다.
셋째, 보험금청구권신탁을 시행하는 경우 예상되는 법적 문제들
을 살펴본다. 보험금청구권신탁이 이루어질 경우 보험법에 관한 법리가
일부 적용될 수 있다고 보인다. 보험금청구권이 원칙적으로 공동상속인
들 사이 형평을 해치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민법상 특별수익 반환대
상이나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보험금청구권신탁
의 경우에도 민법상 특별수익 반환대상이나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사료된다. 그 밖에 보험회사가 겸영업무로서
신탁업을 수행하여 보험계약의 보험자와 신탁계약의 수탁자 지위를 겸하는
경우, 신탁수익자의 이익을 해하지 않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할 것이다.

주요어 : 보험금청구권신탁, 생명보험신탁, 보험과 신탁, 보험금청구권,
생명보험, 신탁재산, 보험금청구권 양도
학 번 : 2016-21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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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내 자식보다 하루만 더 살게 해주세요”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많이 하는 기도이다. 부모를 잃은 미성년자나 발달장애가 있는
자녀에게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그 재산을 둘러싸고 친족들이 다툼을
하거나, 이혼한 배우자가 미성년자의 친권을 내세워 보험금을 수령하고
미성년자를 돌보지 않는 경우, 후견인이 투자나 재산관리를 잘못하여 재
산을 조기에 탕진하는 사례를 종종 볼 수 있다.
최근 법원은 세월호 사고로 전 가족을 잃은 A양(8세)에게 지급
된 보험금과 국민성금 등 15억원의 재산을 A양이 성인이 될 때까지 안
전하게 보전될 수 있도록 A양의 임시후견인에게 금융기관과 특정금전신
탁을 체결하는 것을 허가하는 결정을 하였다(서울가정법원 2017. 4. 17.
선고 2017느단50834 심판). A양은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로 부모님
과 오빠를 잃고 혼자 구조됐다. A양의 고모인 B씨는 A양을 돌보기 위해
2014년 11월 서울가정법원에 미성년 후견인 선임 심판을 청구했으나 A
양 아버지의 시신이 인양되지 않아 사망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
에 법원은 B씨를 임시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했다. 이후 B씨는 2017년
4월 A양의 재산을 금융기관에 신탁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권한
초과행위를 허가해 줄 것을 법원에 청구했다. 법원은 B씨에게 A양이 받
은 보험금과 배보상금, 국민성금 등 합계 15억원을 A양이 만 30세가 되
는 2039년 12월까지 C은행에 맡겨 신탁 관리하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
하는 것을 허가하고, C은행으로 하여금 계약체결기간 동안 매월 A양 명
의의 계좌로 250만원을 지급하고, A양이나 B씨가 교육비, 여행비 등에
대해 추가로 자료를 구비해 청구하면 이를 지급하며, A양이 만 25세가
되면 잔존하는 신탁재산의 절반을, A양이 만 30세가 되면 나머지 신탁
재산을 A양 본인에게 지급하고, A양의 아버지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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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해 계약금액을 늘릴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결정하였다.1)
이처럼 재산을 신탁으로 관리하게 되면 신탁계약의 유연성을 이
용하여 자산을 안정적으로 보전하면서도 그 미성년자나 피후견인에게
적절한 내용으로 신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피성년후견인
에게 매달 일정액의 병원비, 생활비를 지급하고, 목돈이 필요할 때는 법
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거나 미리 신탁계약을 정한 사유에 해당할 때만
지출하도록 하며, 피성년후견인 사망 이후 재산을 피성년후견인에게 특
별히 기여가 있는 상속인 또는 복지재단에 귀속되도록 정할 수도 있다.
일본에서는 후견인이 3억엔의 돈을 횡령한 사례가 사회적으로 문제되면
서 2011. 2. 일본 최고재판소는 일정금액 이상이 되면 반드시 전문후견
인을 선정하고, 재산을 반드시 외부 전문금융기관에 신탁하도록 의무화
하였다.2)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치매 인구도 급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아직도 치매
노인, 장애인의 보호문제가 공공복지가 아니라 개인적인 문제로서 가
족 의존형으로 처리되고 있는 실정이다. 노령화와 핵가족화가 급속히 진
행됨에 따라 보호가 필요한 본인에 대한 장기간병의 문제, 반대로 보호자
가 사망한 후 건강상 문제, 치매, 장애가 있거나 생활능력 또는 재산관리
능력이 부족한 유족의 보호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한 사회문제로 현실화되
고 있다.
이때 민법상 임의후견제도와 함께 신탁을 활용하면 사망보험금
등 자산을 신탁회사가 관리운용하면서 안정적으로 유족들의 생활을 보장
할 수 있다. 따라서 미성년자를 위한 신탁, 장애인신탁, 치매신탁 등 복지
신탁의 필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보험은 장해, 사망 등 갑작스런
1) 법률신문 뉴스 “법원, ‘세월호 유가족’ 미성년자녀 재산 신탁 첫 허용”(2017. 4. 18.)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09514 (2018.
6. 6. 접속)
2) 중앙일보 “일본, 일정금액 이상이면 신탁 의무화, 후견인은 보호 역할만”
http://news.joins.com/article/21530491 (2018. 6. 6.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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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으로 인한 본인, 유족의 생활보호를 본질적 목적으로 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복지신탁의 일환으로서 보험금청구권 신탁 도입은 필수적이라 하
겠다.
미국의 경우 신탁을 이용하면 세제혜택까지 있어 상속설계로서
보험금청구권 등 자산에 관하여 유언신탁, 유언대용신탁을 이용하는 경우
가 대부분이며, 보험금청구권 신탁이 1930년대부터 활성화되어 있고,3) 일
본도 고령화시대 치매, 장애 등을 대비한 본인의 노후관리, 사후 가족들에
대한 재산승계 및 관리를 위한 방법으로서 신탁에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
며, 공익재단 등을 통한 관리신탁 등 다양한 형태를 모색하고 있는바,
2004년 신탁업법 전면개정 및 2009년 보험업법개정으로 2010년경부터 보
험회사의 보험금청구권 신탁이 허용되어 판매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에서 신탁은 아직은 특정금전신탁, 부동산신탁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2003년 보험업법시행령의 개정을 통하여 보험회사의 신탁업겸영이
허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4) 보험금청구권신탁이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다
는 법무부의 의견에 따라 실질적으로 보험금청구권신탁이 이루어지지 못
하고 있고,5) 이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지 않다.6)
고령화, 핵가족화에 따른 본인 및 가족의 생활보장, 상속설계, 자
3) Bogert/Bogert/Kove, Bogert’s Trusts and Trustees, June 2018 Update, §235
(www.westlaw.com/ 2018. 6. 6.기준)
4) 보험업법시행령 제16조 제2항. 2014년 말 기준으로 5개의 생명보험회사와 1개
의 손해보험회사가 신탁업을 겸영하고 있다.(금감원 보도자료, 2014년 신탁업
영업 현황 분석, 2015. 4. 22.자)
5) 2013. 6. 26.자 법무부 유권해석, 상세한 내용은 제4장 제5절 2항에서 상술함
6) 우리나라에서 보험금청구권의 신탁에 관한 선행연구는 많지 않다. 한기정, “생명
보험신탁의 법적 문제에 관한 고찰”, 보험개발연구 통권57호 20권2호, 2009, 진익,
“보험신탁을 통한 자산관리서비스 선진화”, KIRI Weekly, 2009, 권효상(a), “보
험과 신탁(장기간병보험계약의 신탁문제를 중심으로)”, 보험법연구, 5권2호, 한
국보험법학회, 2011, 안성포(a), “신탁을 이용한 보험상품의 개발”, 손보논단,
2012, 오영표, “복지신탁 활성화를 위한 법적 과제-신탁업자의 복지신탁 수탁을
중심으로”, 금융투자, 2015, 권효상(b), “보험금청구권 신탁 관련 법적 논의(보
험신탁상품의 개발을 중심으로)”, 한국보험법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자료, 2017,
김상훈, “새로운 재산승계수단으로서의 보험금청구권신탁”, 사법 41, 2017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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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관리서비스 선진화 등을 위해서 보험금청구권 신탁이 허용될 필요가
있으므로 우리나라에서 보험금청구권 신탁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
방식으로 행해질 수 있는지 연구가 필요하다.

제2절 연구의 개요
신탁은 권리자·재산권·시간의 전환기능, 도산격리기능이 있고,7)
신탁의 내용을 신탁자가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는 유연성이 있어 생존시
뿐 아니라 사망 이후의 재산관계에도 신탁자가 그 목표에 맞게 설계할 수
있다. 따라서 고령화, 복지화시대에 임의후견제도 등과 결합하여 장애인,
치매 등 복지형신탁으로 활용가치가 매우 크다.8) 그리고 고객의 목표에
따라 은행상품, 보험상품, 투자상품을 복합적으로 결합할 수 있어 맞춤형
종합자산관리서비스에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어 금융소비자의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는 유효한 방법이다.
미국의 경우 1930년대부터 보험금청구권신탁이 매우 활성화되
어 있고, 일본의 경우 고령화시대 치매, 장애 등을 대비한 본인의 노후
관리, 사후 가족들에 대한 재산승계 및 관리를 위한 방법 중 하나로서
2010년경부터 보험금청구권신탁이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보다
먼저 신탁이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는 미국과 일본에서 보험금청구권신탁
이 어떠한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는지 참조하여 보험금청구권신탁의 필요
성, 개념을 살펴본다.
다음으로 우리나라에서 보험금청구권의 신탁이 어떤 구조로 가능
한지 검토하고, 이를 실현하는데 현 시점에서 어떠한 장애가 있는지 살
펴본다. 우리나라에서는 금융투자업을 규율하는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함)이 신탁업법을 대체함으로써 본래
의 신탁 본연의 유용성이 구현되지 못하고 있다. 자본시장법은 신탁재산
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어 보험금청구권이 신탁재산이 될 수 있는지
7) 최수정(a), 신탁법, 박영사, 2016, 27~28쪽
8) 新井誠, 안성포 역, 信託法 第3版, 전남대출판부, 2011, 56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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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분명하며, 신탁재산의 운용방법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보험계약을 제
외하고 있으며, 신탁재산의 운용방법은 투자성을 전제로 하는 등 금융투
자업을 중심으로 신탁업을 규정하고 있어 보험회사의 역할이 제한되어
있다. 금융당국은 2017년 내로 자본시장법 체제에서 신탁업법을 별도로
제정하여 진입규제를 정비하고, 운영 탄력성을 확대하며, 수요자 접근성
과 편의성을 도모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였으나9)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
되지 못하고 있다.
현행 법률 하에서 신탁대상으로서 보험금청구권의 범위, 가능한
보험금청구권신탁의 유형과 구조, 보험금청구권의 신탁재산 적격 여부,
신탁재산의 귀속방법의 문제에 대해서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어떤 방향
으로 개선이 필요한지 입법론을 개진한다. 그리고 보험금청구권신탁이
이루어질 경우 보험과 관련된 법리가 적용될 수 있는지, 유류분반환청구
의 대상이 되는지, 소멸시효 관련 보험사고통지,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실효에 대한 신탁계약반영, 보험금청구권을 신탁할 경우 수탁자의 자기
거래로서 제기될 수 있는 수탁자의 이해상충 문제 등 수반되는 쟁점들에
대해서 검토한다.

제2장 미국의 신탁제도와 보험금청구권 신탁
제1절 신탁의 개념과 기능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위탁자)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
(수탁자)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
9)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17년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상세 브리핑 1차”, 2017. 1.
12.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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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신탁법 제2조).10) 즉, 신탁법상의 신탁은 재
산권을

가진

trustee)와의

자(위탁자
특별한

또는

신탁설정자,

신임관계에

기하여

settlor)가
자기

또는

관리자(수탁자,
제3자(수익자,

beneficiary)의 이익을 위하여 해당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관리하게 하는
제도이다.11)
Yale 대학의 John H. Langbein은 신탁법이 재산적 거래에 이용
되는 이유로 수탁자의 도산위험을 회피함으로써 수익자의 이익을 보호하
는 도산위험회피기능(Insolvency Protection), 신탁이 세법상 도관(導管)
으로 기능함으로써 수익자만 과세되고 수탁자에게 이중과세되지 아니하
는 조세편의기능(Conduit Taxation), 신탁에 의하여 재산권이 이전되면
자율적으로 형성되는 채권관계에 따라 수탁자에게 신뢰관계에 따른 의무
가 부과되고 수익자보호체제가 형성되는 신뢰체제(Fiduciary Regime),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라 내용을 구성할 수 있는 내용상의 유
연성(Flexibility in Design)을 들고 있다.12) 본래 신탁은 무정형이고 설
정자의 상상력에 따라 어떻게든 이용될 수 있다. 신탁이라는 것은 하나
의 도구(tool)에 불과하고 그 도구를 어떻게 이용하느냐는 전적으로 설
정자의 의도에 따른다.13) 신탁은 신탁재산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양한
구조와 각종 금융상품을 설계하기 위한 ‘틀’의 제공을 가능하게 한다.14)
민법의 기존 제도와 구분되는 신탁의 독자성에 관하여, 四宮和
夫는 타인에게 사무처리를 시키는 형태에 ‘형식적인 재산귀속자(관리
자)’와 ‘실질적 이익향수자’를 구분하면서 이익향수자를 위하여 ‘재산의
안전지대’를 만들어내는 것이 특성이라고 한다. 신탁은 그 특성을 이용
10) 일본 신탁법 제2조 제1항은 “특정인이 특정한 자로 하여금 일정한 목적에 따라서
재산의 관리, 처분 및 그 밖에 당해 목적을 달성에 필요한 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11) 정순섭, “신탁의 기본구조에 관한 연구”, BFL 총서9 신탁법의 쟁점(제1권), 서울
대학교 금융법센터, 2015, 26~27쪽
12) John H. Langbein, “The Secret Life of the Trust; The Trust as an
Instrument of Comerce”, 107 Yale L. J. 176, 1997, p.179
13) 서문식, "미국의 신탁법리-우리나라의 신탁법과의 차이를 중심으로-", 2008, 33쪽
14) 정순섭, 전게논문, 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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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재산권의 실질을 보유하면서 재산권자의 종류별 목적추구에 따른
형태로 전환할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이 기능을 ‘전환기능’이라고 부르
고 신탁의 공통적 기능이라고 한다. 구체적으로는 신탁의 전환기능으로
서 권리자의 속성의 전환, 권리자의 수의 전환, 재산권 향익의 시간적
전환, 재산권 성질과 상태의 전환 4가지를 들고 있다.15)
특히, 본 논문의 주제와 연결되는 장애인, 치매환자, 고령자나
미성년자 등을 위한 복지목적 신탁으로서 보험금청구권신탁과 권리자의
속성의 전환 기능은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권리자 본인이나 재산적 이
익을 귀속시키고자 하는 제3자가 재산을 적절하게 관리할 수 없을 때
또는 보다 전문적인 관리를 원할 때, 친구나 친족 또는 신용 있는 전문
회사 등에 신탁하여 관리하도록 하여 권리자의 재산관리능력이나 경제적
신용, 법인격을 수탁자의 그것으로 전환 시킬 수 있다. 동일한 재산에
대해 귀속과 수익이 분리되고, 재산으로부터 이익을 수여하는 방법도 다
양하게 설계할 수 있으며, 권리자의 속성 뿐 아니라 권리자의 수도 전환
할 수 있다.16)
예를 들어, 위탁자가 배우자,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 상속하고자
하나 그 배우자나 자녀가 재산을 탕진하는 경향이 있거나 장애, 치매가
있어 재산관리능력이 없는 경우 신탁을 설정함으로써 수탁자가 전문적으
로 재산을 관리하여 위탁자가 정한 금액 또는 이자수익을 정기적으로 지
급하게 함으로써 재산의 분산, 소멸을 막을 수 있고 효용가치를 유지할
수 있다. 우리사회는 고령화 속도가 매우 빠르고 더불어 치매인구도 증
가하고 있으므로 복지신탁으로서 장애인신탁, 치매신탁, 보험금청구권신
탁, 후견신탁 등 신탁의 활용가치가 매우 높다.17)
이러한 권리자 전환기능을 위탁자의 신탁설정 목적의 실현이라
는 효과의 측면에서 강조하면 의사동결기능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다.

15) 四宮和夫, 信託法[新版], 有斐閣, 1989, 14~37面
16) 최수정(a), 전게서, 28쪽
17) 오영표, 전게논문, 45, 4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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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井誠는 재산의 장기적 관리기능의 하나로서 의사동결기능을 꼽고 있는
데, 신탁설정 당시 위탁자의 의사를 위탁자의 의사능력상실이나 사망이
라는 주관적 사정(개인적 사정)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장기간에 걸쳐 유
지하는 기능이라고 한다.18) 즉, 신탁은 위탁자가 사망하거나 의사능력을
상실하여도 종료하는 것이 아니라 신탁 개시 당시 위탁자에 의하여 설정
된 목적에 따라 지속적인 재산관리를 할 수 있다.
新井誠에 따르면 신탁이 의사동결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배경에
두가지 근거가 있다고 한다. 첫째, 신탁법은 수탁자규제법으로서 성격을
가지고 있어 위탁자나 수익자 자신이 수탁자에 대한 통제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신탁이라는 제도 자체에서 수탁자에게 다양한 의무를 부과
하고 있다. 수탁자에게 선관주의의무(일본 신탁법 제29조, 우리 신탁법
제32조19)), 분별관리의무(일본 신탁법 제34조, 우리 신탁법 제37조),
18) 新井誠, 前揭書, 94~95쪽
19) 우리 신탁법 제32조는 ‘수탁자의 선관의무’를, 제33조는 ‘충실의무’를 별도로 규
정하고 있다. 먼저, 신탁법 제32조는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신탁사
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라고
정하고 있다. 무상수치인의 경우 민법 제695조가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의무
만을 인정하나, 수탁자는 원칙적으로 무보수임에도 불구하고(신탁법 제47조 제
1항) 신임관계에 기하여 신탁재산을 소유하고 관리, 처분하는 지위에 있기 때
문에 민법상 무상인 수임인에 대하여 선관의무가 인정되는 것(민법 제681조)
과 마찬가지로 선관의무를 지는 것이다. 대법원 2006. 6. 9. 선고 2004다
24557 판결은 “수탁자는 신탁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신탁
재산을 관리 또는 처분하여야 하고, 이러한 주의의무는 민법상 위임에 있어서
수임인의 주의의무와 같은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따라서 토지신탁계약의
수탁자는 우선적으로 위탁자의 지시에 따라 사무처리를 하여야 하나, 그 지시
에 따라 신탁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신탁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거나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위탁자에게 불이익할 때에는 그러한 내용을 위탁자에게
알려주고 그 지시를 변경하도록 조언할 의무를 진다고 할 것이다”라고 선관의
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시하고 있다.
한편, ‘수탁자의 선관의무’와 별도로 ‘충실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그 대상이
다르기 때문이다. 신탁은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신임관계(fiduciary
relationship)에 기초하여 설정되지만, 일단 신탁이 설정되면 수탁자는 신탁사
무의 처리에 있어서 수익자에 대해 신임관계에 선다. 수탁자는 수익자의 이익
을 위하여 신탁사무를 처리해야 하는바, 이러한 충실의무(duty of royalty)는
신탁관계의 본질에 기초한 것이며 수탁자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이다. 구 신탁
법에는 충실의무에 관한 규정이 없었으나 판례는 수탁자의 신탁재산에 관한 권
리취득을 제한하는 구 신탁법 제31조를 근거로 선관의무와 구분되는 개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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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재산의 고유재산화 금지(일본 신탁법 제30~32조, 우리 신탁법 제
34조) 등 신탁재산 관리에 있어 엄격한 의무가 규정되어 있다.20) 둘째,
의사동결이라도 사정변경에 의한 신탁의 변경권(일본 신탁법 제150조,
우리 신탁법 제88조 제3항)이 법원에 부여되어 있으며, 신탁목적 및 신
탁재산의 상황과 그 외의 상황에 비추어 수익자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게
된 때는 법원이 수탁자 또는 수익자의 신청에 의해 신탁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21) 신탁설정 당시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의 관리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할 수도 있고, 광범위한 재량을 설정할 수도 있으나 본질적
으로 신탁이라는 제도가 권리자의 전환기능이 있어 수탁자에게 선관주의
의무 등 범위 내에서 신탁목적달성을 위해 재량권을 인정하는 제도이므로
위탁자가 사망하거나 의사능력을 상실하여도 신탁설정 당시 의사를 계속
실현시킬 수 있는 것이라고 보인다.

제2절 미국의 상사신탁과 철회가능신탁 활용
1. 미국의 상사신탁 발전과 철회가능신탁
신탁이라는 제도는 보통법(common law)과 형평법(equity)으로
이루어진 이원적 법체계의 산물로서 영국에서 처음 정립되었다. 미국은
영국으로부터 신탁제도를 계수 받아 독자적으로 변용, 발전시켰다. 영국
의 신탁제도와 비교하여 미국신탁제도는 상사적인 색채가 강하다. 미국
에서는 서부 개척을 위한 자금조달수단으로 신탁제도를 활용하면서 투자
수단으로서 신탁제도가 활용되었고 영업신탁의 측면이 부각되었다. 신탁
의 목적재산이 부동산에서 동산, 특히 금전으로 확대되었고, 신탁의 유
상화, 법인화가 진행되었으며, 기업경영을 법인형식이 아닌 신탁의 형식
을 이용하여 행하는 사업신탁(business trust)도 창조되었다.22) 현재는
충실의무를 인정하였다(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3다55058 판결). 미국
통일신탁법전(UTC)도 제802조에서 충실의무를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20) 新井誠, 前揭書 95쪽
21) 新井誠, 前揭書 9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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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의 도산격리기능, 조세편의기능을 자산유동화나 뮤추얼 펀드 등 상
사에도 널리 활용하고 있다.23) 신탁제도가 재산거래의 분야에서 널리
이용되면서 현재 신탁운용자산의 규모에서 미국신탁제도의 중심은 민사
신탁제도로부터 상사신탁제도로 이동하였다고 볼 수 있다.24)
영국에서는 전통적으로 위탁자가 자신의 의사로 신탁을 설정하
면서 그에 구속되는 재산을 출연함으로써 존재의의를 다하고 일단 신탁이
성립한 후에는 수탁자와 수익자 사이의 신임관계가 중심이 되며 위탁자
는 아무런 권한을 가지지 않는데,25) 미국에서는 신탁성립 후에도 위탁
자에게 중요한 권한이 잔존한다.26) 이러한 특성에 따라 미국은 ‘철회가
능신탁(revocable trusts)', '낭비자신탁(spendthrift trusts)'27) 등 독자
적인 신탁제도를 발전시켜 신탁이 활성화되었다.28) 미국에서 신탁이 널
리 일반적으로 쓰이게 된 큰 이유 중 하나는 철회가능신탁을 통해 유언에
수반되는 까다롭고 불편한 절차를 피하고 조세적 이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상당한 시간과 돈이 소요되는 유언검증을 회피하기 위한 방법
으로서 철회가능신탁이 활용되면서 2차 대전 이후 가산(family wealth)
22) 新井誠, 前揭書, 15~16쪽
23) 이계정, “신탁의 기본 법리에 관한 연구: 본질과 독립재산성”, 박사학위논문, 서울
대학교, 2016, 26쪽
24) Jone H. Langbein, op.cit., p166에 의하면 미국에서 신탁재산의 90% 이상이
민사신탁이 아닌 상사신탁이라고 한다.
25) Penner, p.18, "just like any other transfer or creation of an interest in
property, once the act of transfer or creation is complete, the interest in
the property belong to the recipient", 최수정(a) 전게서, 174쪽
26) 新井誠, 前揭書, 15~16쪽
27) 낭비자신탁은 수익권의 자발적 또는 비자발적 양도에 제한을 두는 신탁이다
(UTC §103 (15) “Spendthrift provision" means a term of a trust which
restrains both voluntary and involuntary tranfer of a beneficiary's
interest.). 낭비벽이 있는 사람을 수익자로 하여 설정되고, 수탁자가 수익자를
위하여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할 재량권을 가진다. 낭비자신탁의 수익자의 채권
자는 그 수익권에 대해 집행할 수 없다. 신탁법 제3차 리스테이트먼트는 수익
자가 수익권을 양도하려고 하거나 수익자의 채권자가 집행을 하려고 할 때 또는
수익자의 파산 시에 수익권이 소멸하거나 재량신탁이 되는 것을 정하는 신탁도
유효하다고 함으로써 낭비자신탁의 유효성을 명시하고 있다(Res 3rd §57)
28) 大塚正民, 樋口範雄 편저/명순구, 오영걸 역, 현대미국신탁법, 세창출판사,
2005, 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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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보유수단으로서 신탁의 이용이 크게 증가하였다.29)
‘철회가능신탁’은 신탁에 대한 철회권을 위탁자에게 유보하는
신탁이다.30)

전통적인

신탁의

경우

(fiduciary relationship)를 기초로

위탁자는

개인적인

신인관계

수탁자를 선임하고 수탁자에게 신탁

재산을 이전하고 무대에서 사라지게 되면서, 수탁자와 수익자 사이에 신
탁재산을 둘러싼 새로운 법률관계가 형성된다. 위탁자는 재산을 출연하
면서 신탁을 설정하면 위탁자는 그 존재의의를 다한 것으로 되고, 신탁
상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수탁자나 수익자에 대한 관계에서 신탁의 집
행에 관하여 아무런 권리나 권능, 책임이 없다.31) 신탁 설정 이후에는
신탁재산의 소유자인 수탁자와 수익자의 관계가 중심이 되므로, 여타의
처분행위에서처럼 위탁자는 더 이상 그 재산에 대한 이해관계를 갖지 않
으며 이를 되돌릴 수 없다고 본다.32) 즉, 종래 보통법상 신탁은 타익신
29)

大塚正民, 樋口範雄 편저/명순구, 오영걸 역, 전게서, 124~126쪽, Jesse
Dukeminier & Robert H.Sitkoff, Wills, Trust, and Estates, 9th ed, Wolters
Kluwer, 2013, p388~393
30) UTC §103 (13) "Revocable," as applied to a trust, means revocable by the
settlor without the consent of the trustee or a person holding an adverse
interest.
영미의 revocable trust를 철회가능신탁으로 번역하더라도 우리법상의 철회와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영미에서는 신탁이 계약이 아니며 위탁자의 일방적인 의
사표시와 재산의 이전이라는 처분행위에 의해 설정되므로, 그 의사표시를 거두
어들이는 행위를 철회로 부를 수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민법상 철회는 법률행위
또는 의사표시의 효과가 확정적으로 발생하기 전에 행위자가 이를 없던 것으로
하는 일방적인 행위를 말한다. 우리민법상 신탁계약에서 위탁자의 청약은 계약
법 일반원칙에 따라 구속력을 가지므로 임의로 철회할 수 없고(민법 제527조),
신탁설정 후 위탁자가 장래에 향하여 신탁계약을 종료시키는 행위는 ‘신탁의 해
지’, 유언신탁의 경우에는 ‘유언신탁의 종료’에 해당한다. 신탁법 제3조 제2항도
신탁선언의 경우 해지권을 유보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는바, 이는 신탁계약에서
위탁자가 해지권을 유보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둔 것이다(최수정(a), 전게서,
183~184쪽). 이하에서는 통상적인 용례에 따라 영미 신탁에 관하여는 ‘철회가
능신탁’이라고 하고, 우리나라 신탁에 관하여는 ‘해지권을 유보한 신탁’ 내지 ‘해
지가능신탁’이라고 한다.
31) 안성포(b), "신탁방식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소유권과 수익권의 법적 성질을
중심으로-", 법학논총 제37권 제1호, 2017, 306쪽
32) Penner, op.cit., 18p "Thus the settlor cannot think of the trust property as
still 'really his'. He can not get it back, because he is legally out of the
pi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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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으로서 기본적으로 철회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고, 위탁자
의 철회권은 인정되지 않았다. 영국에서는 오늘날에도 이러한 신탁을 수
동신탁(bare trust)이라 부르고 경우에 따라서는 신탁의 성립 자체를 부
정하고 있다.33)
이처럼 위탁자가 철회권능을 유보하지 않는 한 신탁을 철회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미국의 많은 주에서도 신탁상 명시적으로 달리 정
한 바가 없으면 신탁은 철회불가능하다고 보고, 몇몇 주에서만 전형적인
위탁자의 의사추정이라는 근거에서 철회를 허용하였다. 신탁법 제3차 리
스테이트먼트34) §63는 위탁자가 철회권을 유보할 수 있다고 보고 위탁
자가 명시적으로 철회권을 유보하지 않은 경우 계약해석의 문제로 처리
하고 있다. 반면, UTC35)는 신탁설정증서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그
신탁을 철회가능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철회가능신탁을 신탁의 기본
형으로 채용함으로써(UTC §602) 종래 보통법상 원칙을 변경하였다.36)
33) Penner, op.cit. pp24~26, 新井誠, 前揭書, 88쪽
34) 미국은 연방국가로서 법제가 복잡하고 회사법․계약법․제조물책임법 등 다양한
분야의 법이 주법(州法)으로 되어 있으며 신탁법 역시 마찬가지이다. 각 주마
다 제정법이 있기는 하나 미국 신탁법의 주된 법원은 판례법이다. 신탁의 이용
이 활발해지고 주의 경계를 넘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신탁에 관해
통일적인 법률을 제정하고 현대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미국법률협회(The
American Law Institute)가 각 주의 판례법을 정리한 리스테이트먼트
(Restatement)를
발간하였다.
1935년
신탁법
제1차
리스테이트먼트
(Restatement of Trusts)가 성립되었고, 1959년 신탁법 제2차 리스테이트먼트
가 성립되어 미국 신탁법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1990년에 신탁법 제3차 리스
테이트먼트가 성립되었으나 수탁자의 의무에 관한 내용만 담고 있다.(Jesse
Dukeminier & Robert H.Sitkoff, op.cit, pp.389~391, 大塚正民, 樋口範雄 편
저/명순구, 오영걸 역, 전게서, 6~8쪽)
35) 주법 통일을 위한 전국회의(National Conferance of Commissioners on
Uniform State Laws, LCCUSL)에서 2000. 8. 각 주의 신탁법 제정을 위한 포
괄적인 모델로서 통일신탁법전을 제정하였다(Uniform Trust Code of 2000,
UTC). UTC는 2018년 상반기 기준 미국의 34개 주가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채택
하였다. (http://www.uniformlawcommission.com/Act.aspx?title= Trust+Code 2018.
6. 6. 방문) UTC는 그 자체로는 법이 아니고 미국의 모든 주가 채택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현 단계에서는 미국의 현행 신탁법이라고 할만하다.(Robert L.
Mennell, Sherri L. Burr/임채웅 역, 미국신탁법 : 유언과 신탁에 대한 새로운
이해, 박영사, 2011, 194쪽)
36) UTC §602 REVOCATION OR AMENMENT OR REVOCABLE TR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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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가능신탁이 유언대용으로 널리 이용되기 때문에 위탁자의 의사를 철
회권을 유보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다. 오늘날 미국에서는 실무상 철회
가능신탁이 더욱 많이 설정되고 있다.37)
어떠한 신탁을 설정할 것인가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위탁자의
의사에 맡겨져 있으며, 미국에서 위탁자가 신탁을 설정하는 데 있어 당
해 신탁증서에 신탁에 대한 철회권을 유보하겠다고 명시하는 한 그 신탁
을 철회할 수 있다.38) 그리고 철회권 유보가 없는 경우에도 위탁자가
유일한 수익자인 자익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에 의한 신탁의 철회가 인
정된다.39) 이러한 철회권의 유보를 인정하는 것은 신탁설정 이후의 위
탁자의 의사의 변화, 경제사정의 변화, 수익자와 위탁자의 관계의 변화,
위탁자와 수탁자의 관계의 변화 등 여러 가지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일정한 현상에 관해서는 조건을 설정함으로써 대응할
수 있지만, 조건에 의한 대응은 처음에 예상된 현상에 한정되고, 앞으로
다가올 현상을 모두 설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조건의 경우에는 그 조
건이 충족되었는지를 둘러싸고 증명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비용의 문제를 고려할 때, 기대만큼의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 우려가 높
으므로 변화에 대한 대응책으로 철회권 유보의 방법이 바람직할 수 있다.40)
미국에서 철회권을 유보하고 사후의 변화에 대응하도록 하는 철
회가능신탁을 인정하는 목적으로 처음에는 절세에 초점이 있었다. 그러

37)

38)
39)
40)

(a) Unless the terms of trust expressly provide that the trust is
irrevocable, the settlor may revoke or amend the trust. This subsection
does not apply to the trust created under an instrument executed before
[the effective date of this [Code]].
George T. Bogert, Trusts, §20, §148, 新井誠, 前揭書, 87, 88쪽, 최수정(a),
전게서, 183쪽
미국에서 신탁의 대다수가 상사신탁으로 행해지고 있기 때문에 신탁은 전문가
에 의해 설계되고 이때 철회가능 여부에 대한 정함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실제 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평가된다(UTC
sec.602 cmt.)
George T. Bogert, Trusts, 6th ed, West., 1987, §148, p.528
George T. Bogert, Trusts, §145, p.515, §148, p529
大塚正民, 樋口範雄 편저/명순구, 오영걸 역, 전게서, 110~1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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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양도인신탁’41)에 관해서 세법상 이를 신탁자의 재산과 수입으로 보
아 소득세의 과세 대상으로 하자 그 후 ‘유언을 대신하는 처분’과 ‘능력
상실시의 관리’라는 두 가지 목적으로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다.42)
2. 능력상실에 대한 대비수단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처리나 재산관리를 스스로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 다른 사람에 의한 재산관리가 필요하게 된다. 능력상실시
재산관리를 위하여 법정제도인 ‘후견제도’(guardianship, conservatorship)43),
약정제도인 ‘지속적 대리권제도’(durable power of attorney)가 활용될
수 있다.44) 후견제도는 이해관계인이 신청하면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하
고 재산관리 등을 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후견제도의 경우 무능
력이 선고될 경우 획일성, 낙인효과 등 불이익이 있고, 과정에서 사생활
이 공개되는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며, 법원 절차의 특성상 무능력자 판
정이나 후견인 선임 절차가 번거롭고 많은 비용이 들고 본인의 의사에
합치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크다.45)
본인의 뜻에 맞지 않는 사람이 후견인으로 선임되는 것을 피하
고 자신이 원하는 사람에게 재산관리 등을 맡기기 위해서는 위임장으로
미리 대리인을 선임해주는 방법이 있다. 대리는 원칙적으로 위임인이
41) 1924년 세입법(Revenue Code)에 의해 철회가능신탁의 수익은 설사 위탁자 자
신이 수익자가 아닌 경우라도 위탁자(양도인 grantor)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정
해졌다. 따라서 절세에 관한 철회가능신탁의 장점은 크게 감소하였다. 내국세입
법전(the Internal Revenue Code) 제671조는 ‘양도인신탁(grantor trust)’이란
위탁자가 실질적인 통제권능(substantial control)을 가지고 있는 신탁이라고
보고 이러한 신탁은 위탁자가 신탁재산의 소유자로 간주하며 소득세는 신탁자
에게 부과된다(내국세입법 제676조). 철회가능신탁은 양도인신탁의 한 예이며,
위탁자가 철회권을 보유한 정도는 아니고 그보다 적은 권한을 가진 경우라도
실질적인 통제권능으로 인정될 수 있다(Jesse Dukeminier & Robert
H.Sitkoff, pp.978~979).
42) Thomas L. Shaffer/Carol Ann Mooney, The Planning and Drafting of Wills
and Trusts, Foundation Press, 3rd ed. 1991, p.167, pp.319~322
43) Uniform Provation Code(통일검인절차법, UPC) §5-401(1998)
44) UPC §5B-101~5B-302, Jesse Dukeminier & Robert H.Sitkoff, pp496~497
45) Jesse Dukeminier & Robert H.Sitkoff, p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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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을 상실할 경우 위임관계가 종료되는 한계가 있으나, 몇몇 주에서는
증인이나 공증이 있는 경우 위임인이 능력을 상실하더라도 위임관계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수임인의 권한범위와 신임의무의 내용이
불명한 문제가 있다.46)
위탁자가 능력을 상실한 경우에 재산관리의 방법으로 철회가능
신탁이 사용될 수 있다.47) 위탁자는 자신이 신뢰하는 제3자를 수탁자로
하여 신탁을 설정하고, 철회권을 유보함으로써 변화에 대응할 수 있게
해두는 것이다. 철회권 유보는 자기가 능력자로 있는 동안에 실질적인
통제력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 신탁자가 제3자와 나란히 공동수
탁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에 각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탁업무의
집행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는 경우도 있고, 신탁자가 능력을 상실한
때는 타방 공동수탁자는 단독수탁자로서 신탁업무를 집행하는 것으로 정
하는 경우도 있다.48)
지속적 대리권은 본인이 사망하면 대리관계도 종료하기 때문에
본인의 사망을 대비할 수는 없으나 신탁은 위탁자가 사망하더라도 종료
되지 않고 수탁자는 검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예정된 재산을 이전할 수
있다. 그리고 대리인이 사망하는 경우 미리 본인이 후임을 정해놓지 않
는 한 대리관계는 종료하지만, 신탁의 경우에는 수탁자가 사망하더라도
법원이 새로운 수탁자를 선임할 수 있다. 또, 신탁에서 신탁재산의 소유
권은 수탁자에게 있으므로 수탁자의 권한은 넓고 신탁재산의 처분도 가
능하지만, 대리인은 위임장에 부여된 권한만을 가지므로 이와 거래하는
제3자로서는 대리인과 거래하는 경우에 상대적으로 더 신중을 기울여야
한다. 한편, 신탁은 신탁증서 작성 등에 지속적 대리권 수여보다 비용이
더 소요되기 때문에 지속적 대리권은 비교적 소액의 자산을 가진 사람들
에게 유용할 수 있다.49)
46)
47)
48)
49)

Jesse Dukeminier & Robert H.Sitkoff,
Jesse Dukeminier & Robert H.Sitkoff,
Jesse Dukeminier & Robert H.Sitkoff,
大塚正民, 樋口範雄 편저/명순구, 오영걸

pp496~497
p.436, 495
p.496
역, 전게서, 115~1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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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언대체방법으로서의 철회가능신탁
철회가능신탁은 유언대체방법(will substitutes) 중에서 가장 넓
게 이용되는 방법으로서 가장 유연하고, 가장 유언과 유사한 기능을 한
다. 철회가능신탁은 위탁자가 신탁의 내용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고,
상속과 무관하며, 신탁내용을 언제든지 수정하거나 철회할 수 있기 때문
이다.50) 위탁자가 철회권을 유보한 신탁을 설정하면서 신탁재산의 수익에
대한 권리는 위탁자의 생존 중에는 위탁자 자신이 가지고, 위탁자 사망
후에는 제2수익자에게 지급하거나 그를 위한 신탁재산이 되도록 하면
재산의 실질적인 지배권을 위탁자 생존 중에는 위탁자가 가지고, 위탁자
사망 후에는 제2수익자에게 이전되는 구조가 된다. 이는 위탁자가 제2수
익자에게 유언으로 재산을 남기는 것과 유사하고, 철회가능신탁에게 철
회권이 유보됨으로써 유언에서의 철회자유와 동일한 기능을 하게 된다.51)
유언대신 철회가능신탁을 선택하는 가장 큰 실익은 검인절차를
회피하는데 있다. 유언에 의하여

재산을 이전할 때는 유언검인절차

(probate system)를 거쳐야 한다. 우리나라나 일본은 상속인의 포괄승
계를 원칙으로 하는데 반하여, 미국에서는 사망에 의해 사망한 자의 재
산은 일단 청산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상속인에게 분배되기 때문에 검
인절차를 거치게 된다. 검인절차는 검인법원이 유언의 진정 성립을 검인
하여 유언의 효력을 확정한 후 법원의 감독 하에 유언집행자가 망인의
재산을 모아 위 재산으로 망인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망인의
수익자 내지 가족의 이해관계를 조절하여 망인의 잔여재산을 분재하는
절차이며, 유언이 존재하지 않을 때는 유산을 정한 후 무유언상속의 규
율에 따라 유산의 분배를 정하는 절차이다. 검인대상재산은 사망한 자의
유언에 의하여 또는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법정상속에 의해서 이전되는
재산이며, 사망한 자의 생전에 발효한 유언 이외의 증서에 기초하여 이
50) Jesse Dukeminier & Robert H.Sitkoff, p.440
51) 大塚正民, 樋口範雄 편저/명순구, 오영걸 역, 전게서, 115~1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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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된 재산은 검인절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52)
유언검인절차는 법원의 감독 아래에서 신중하게 행해지는 절차
이므로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53) 법원의 비용은 물론 유언상속시 유언
집행자 또는 유언이 없는 상속인인 경우 유산관리인의 보수, 변호사나
감정인의 보수 등 다양한 비용이 든다.54) 검인절차는 법원에서 이루어
지므로 유언 또는 공적으로 기록되어 관계서류가 일반적으로 공개되어
불필요하게 사생활이 공개되는 문제가 있어 유언검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도 상속인들이나 수익자에게 재산을 이전할 방법을 모색하게 되었다.55)
1953년 하버드대학의 James Kosner 교수가 미국 상속법상 검
인의 여러 가지 문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차선의 방책으로 철회가능생전신
탁이라는 방식을 고안하여 이용하게 되면서 개인정보가 공개됨이 없이 비
교적 낮은 비용으로 신탁자의 사망과 함께 그가 의도한 대로의 재산이전
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미리 수탁자가 정해져 있으므로 유언의 효력확정,
유언집행자 등의 선임,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절차에 드는 시간도 절약되
었다. 이러한 이점에 따라 미국에서는 ‘유언’ 대신에 신탁제도를 이용하여
재산을 처분하는 유언대용신탁이 널리 활용되고 있다.56)

제3절 미국에서 보험금청구권신탁의 활용
1. 신탁재산의 범위
52) Jesse Dukeminier & Robert H.Sitkoff, pp.44~48
53) 최종적으로 상속인에게 유산이 분배되기 까지 보통 1년 반에서 2년이 걸리고
대규모이고 복잡한 유산의 경우에는 그보다 긴 기간이 걸리는 것이 보통이라고
한다(Thomas L. Shaffer/Carol Ann Mooney, op.cit., p.319)
54) 유산이 100만 달러일 때 철회가능신탁을 사용하면 검인절차에 의하는 경우보
다 1만 1천 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고 한다(Thomas L. Shaffer/Carol Ann
Mooney, op.cit., p.319)
55) 유언검인절차에 법원이 지나치게 간섭한다는 비판 때문에 통일검인절차법(the
Uniform Probate Code, UPC)은 법원의 관여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방식을 취
하였으나 여전히 번거로운 면이 남아있다.
56) Robert L. Mennell, Sherri L. Burr/임채웅 역, 전게서, 126~128, 142~1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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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법체계는 포괄주의 원칙에 기반하고 있는 관계로, 신탁
재산 종류, 수탁금전의 운용대상 등에 관하여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57)
전통적으로 신탁법은 신탁재산(trust property)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데 이를 res라고 불렀다. res는 부동산이나 상당한 금전이어야 하는 것
은 아니며, 적은 돈이나 어떠한 재산상 이익이라도 가능하다. 불확정 잔
여권, 임대이익, 무체동산, 생명보험증권 등 어떠한 재산상이익이라도 양
도가능하고, 특정가능하다면 신탁재산이 될 수 있다.58) 제3차 신탁법 리
스테이트먼트 §40도 불법이거나 공서양속에 반하지만 않으면 수탁자가
어떤 유형의 재산에 대한 어떠한 권리라도 신탁재산으로 취득할 수 있도
록 하고 있고,59) UTC §105 (11)도 부동산이든 동산이든 커먼로에 속
하는 것이든 형평법에 속하는 것이든 불문하고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모
든 것 또는 그것에 관한 이익을 의미한다고 하고 있다.60) 대상물이 독
립된 상태이고 양도 가능한 상태로 존재하기만 하면, 권리가 분리 불가
능한 것이어도 신탁재산이 될 수 있고, 부동산 또는 동산, 유형 또는 무
형 등 어떠한 유형의 재산이라도 신탁재산이 될 수 있다.61) 아직 만들
어지지 않은 영화 ‘마이페어레이디’에 대한 공연 및 영화화 권리를 소유
한 영화프로듀서가 유일한 신탁재산인 공연 및 영화화 권리로부터 나오
는 이익 중 5%를 이전할 것을 약속하는 장래의 이익 양도와 같은 것은
충분한 신탁재산이 된다.62)
직업적 신인의무자의 관점에서 관리하는데 이상적인 신탁재산은
금전, 시장에서 거래되는 유가증권과 같이 유동적인 형태의 투자자산이
57) Robert L. Mennell, Sherri L. Burr/임채웅 역, 전게서, 219쪽
58) Jesse Dukeminier & Robert H.Sitkoff, pp.413~414. Contingent remainders,
lease hold interests, choses in action, royalties, life insurance policies-any
interest that is transferrable-may be put in trust. What is necessary is a
specifically identified interest in property.
59) Res 3rd §40 cmt.b
60) UTC §105 (11) "Property" means anything that may be the subject of
ownership, whether real or equitable, or any interest therein.
61) Robert L. Mennell, Sherri L. Burr/임채웅 역, 전게서, 219쪽
62) Robert L. Mennell, Sherri L. Burr/임채웅 역, 전게서, 2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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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관리 대상으로서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위험은 높고 가치는 없
는 자산, 특히 사업과 슬럼가의 다가구 주택 등과 같은 것이다. 이런 상
대적인 적합성 때문에 신탁을 자산 유형에 따라 분류하는 것이 일반적이
다. 신탁을 잘 설정하려면 신탁에 포함되는 자산의 유형에 맞게 수탁자
의 권한과 의무를 설정하여야 하기 때문이다.63)
2. 미국의 보험금청구권신탁 개념과 개인생명보험신탁, 기업생명보험
신탁 구분
미국에서는 1930년대부터 생명보험신탁 이용이 활성화되어 있다.64)
미국에서 생명보험신탁(Life insurance trust)은 생명보험증권을 신탁재
산으로 하는 신탁이라고 개념 정의된다.65) 여기서 생명보험증권은 협의
의 의미로서 생명보험계약 중에서도 사망보험계약의 사망보험금청구권이
화체된 보험증권을 의미한다.
하지만 미국에서 반드시 사망보험계약상의 사망보험금청구권만을
신탁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장기간병보험과 같은 상해․질병보험 또
는 사망보험과 혼합된 형태의 보험금청구권도 신탁이 이루어진다. 다만,
미국에서 생명보험신탁은 후술하는 바와 같이 생명보험증권만이 단독으로
신탁재산이 되는 경우가 대다수이지만, 장기간병보험 등 상해․질병보험은
이와 반대로 독자적으로 신탁재산을 형성하기보다는 보험증권이 신탁재
산의 일부가 되어 수탁자가 장기간병보험에 대한 전문관리지식을 가지고
처리함과 아울러 그 외의 피보험자의 재산의 관리도 함께 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66)
생명보험금청구권을 신탁재산으로 하는 신탁을 ‘생명보험신탁’
또는 ‘보험금청구권신탁’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미국에서는 신탁회사가
63) Robert L. Mennell, Sherri L. Burr/임채웅 역, 전게서, 270~271쪽
64) Bogert/Bogert/Kove/Hess, op cit, §235
65) Bogert/Bogert/Kove, op cit, §264.15: “Life Insurance trusts, whether
revocable or irrevocable, are trusts that include policies of life insurance
among other assets."
66) 권효상(a), 전게논문, 1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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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재산으로 생명보험에 가입하거나 생명보험증권을 신탁으로 양도하기
때문에 생명보험신탁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다. 그러나 우
리나라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신탁재산으로 생명보험에 가입할 수 없고,
보험증권의 유가증권성이 인정되지 않아 그 자체를 신탁재산으로 할 수
도 없으므로 보험금청구권신탁이라는 명칭이 좀 더 적합하다.67) 그리고
보험금청구권신탁의 대상이 생명보험금청구권이 주된 대상이기는 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으므로 ‘보험금청구권신탁’이라는 용어가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보험금청구권신탁은 사망보험 뿐만 아니라 생존보험까
지 포함한 생명보험, 상해보험, 질병보험의 보험금청구권을 대상으로 하
는 넓은 의미로 사용하고, 생명보험신탁은 미국의 사망보험의 보험증권
을 신탁재산으로 하는 협의의 의미로 사용하기로 한다.
미국에서 보험금청구권신탁은 위와 같은 협의의 생명보험을 중
심으로 그 법리가 발달하였으므로 미국의 경우 생명보험신탁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미국에서 생명보험신탁은 위탁자의 생명보험청구권을 수탁자
에게 양도하거나 수탁자를 신탁의 조건에 따라 수익자로 지정하는 형식
으로 이루어진다.68) 수탁자를 수익자로 지정하는 방법이 일반적으로 사
용된다. 피보험자의 조기사망에 따른 경제적 위험으로부터 친지들을 보
호하고, 저축 및 자산증식 장려라는 명백한 이점 외에도, 개인 생명보험
신탁은 위탁자의 미래 위험이나 현재 상태 대비라는 요청을 만족시키고,
채권자들의 권리와 과세의 관점에서도 이득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된
다.69)
개인 생명보험신탁(personal insurance trust)은 유족의 안정적
인 생활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한 보험급부가 피
보험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즉시 지급되기보다는 그 보험급부를 신
탁수익자를 위하여 적절하게 투자‧관리할 수 있는 수탁자에게 일정기간

67) 김상훈, 전게논문, 8쪽
68) 53 A.L.R.2d 1112, §2
69) Bogert/Bogert/Kove, op cit,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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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되었다가 신탁수익자에게 지급되기를 희망하는 경우에 주로 이용된
다. 보험가입당시에 보험자에 의한 보험급부도 일시지급이 아닌 분할지급
방식 등을 취할 수 있지만, 수익자가 이를 일시금으로 요청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특히 피보험자의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 생명보험신탁을 활용하
면 후견인의 유용, 채권자로부터의 접근,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었을 경우
일시금 지급 등 예상되는 단점을 피할 수 있다. 수탁자가 투자에 대한 전
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재량적 권한을 사용하여 유족에게 가장 유리한 방
식으로 보험급부를 투자‧관리할 수 것을 기대하는 경우에는 생명보험신탁
이 선호될 수 있다.70)
생명보험신탁은 철회가능신탁의 형태로 체결될 수도 있고 철회
불가신탁의 형태로 체결될 수도 있다. 철회가능생명보험신탁은 양도인신
탁에 해당되므로 세금혜택이 없다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철회불가생명
보험신탁을 체결하였는데 신탁의 수익자인 배우자나 자녀가 피보험자보
다 먼저 사망하게 되면 사망한 수익권은 배우자나 자녀의 상속재산에 포
함되기 때문에 세금문제나 유언상속, 비유언상속의 검인절차 등과 관련
하여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단점이 있다. 철회가능생명보험신탁의
경우에는 이러한 문제를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생명보험신탁의 목적을 실
현하는데 더 적합하다.71)
철회불가생명보험신탁의 경우 피보험자 사망 3년 이전에 체결
된 경우에는 해당 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는 상속재산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인

연방상속재산세의

적용이

배제된다(미연방세법

the

Internal

Revenue Code §2035, §2503).72) 즉, 부모가 생전에 보험계약에 대한
70) Bogert/Bogert/Kove, op cit, §235
71) Bogert/Bogert/Kove, op cit, §264.15
72) Bogert/Bogert/Kove, op cit, §264.15
신탁을 통한 생명보험 구매시 면세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달
라야 하며 취소불능신탁으로 설정되어야 하고 연간 증여세 면제한도 내에서 금
전 증여 및 보험료 납부를 해야 하고, 위탁자는 신탁 및 생명보험 관련 권리를
보유해서는 안 된다.(IRC §2035). 생명보험 소유권 및 수익권 신탁에서 면세혜
택을 받기 위해서는 위탁자가 수탁자나 수익자가 아니고 취소불능신탁이어야
하며, 생명보험관련 모든 권리를 신탁으로 이전해야 하고, 생명보험의 현재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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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철회불능신탁으로 신탁을 통해 생명보험계약을 체
결하거나, 생명보험계약관련 모든 권리를 신탁할 경우에는 연간 증여세
면제한도내에서 증여세(보험료)와 상속세(보험금)를 납부하지 않고 상속
이 가능하다. 신탁수익자를 손자녀로 설정하여 매년 일정금액의 증여세
면세한도 내에서 보험료를 납부함으로써 상속세의 부담 없이 자산을 세
대간 이동시키는 것도 가능하다.73)

철회가능생명보험신탁의 경우에도

보험급부가 수탁자에게 지급되면 일정한 요건 하에 주사망세의 적용이
배제되는 주가 많다.74)
미국에서 생명보험신탁은 개인용도 뿐만 아니라 사업용도로도
사용된다. 예를 들어, 피보험자의 채권자를 위하여 체결할 수도 있고, 회
사나 다른 사업에서 피보험자의 지분을 구입하기 위한 자금마련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75)
기업 생명보험신탁(business life insurance trust)은 회사, 지배
관계, 사업체 자체에 따른 사업적 이익을 위한 경우에 이용된다. 폐쇄회
사나 그 사원, 주주들은 일부 사원이나 주주의 사망으로 회사지배구조가
변화하거나 주가가 변동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망한 사원의 지분을 인수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지분구입약정(stock purchase agreements)이 결
합된 생명보험신탁을 설정할 수 있다. 조합원지위나 단독 소유권에 대해
서도 설정할 수 있다. 사원이나 주주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
험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보험금청구권을 신탁재산, 폐쇄회사 또는
그 사망자를 제외한 나머지 사원, 주주들을 신탁수익자로 하는 신탁계약
을 수탁자와 체결하고, 수탁자는 보험금을 수령하여 지분구입약정에 따
라 미리 정해진 조건으로 사망한 사원, 주주들의 지분을 구입하고 지분
을 신탁수익자에게 이전한다. 지분구입약정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의무사
(해지환급금 등)가 증여세면제한도 이하여야 하고, 위탁자가 생명보험신탁을 신
탁으로 양도한 후 3년 이상 생존해야 한다(IRC §2503).
73) Bogert/Bogert/Kove, op cit, §235
74) Bogert/Bogert/Kove, op cit, §235
75) Bogert/Bogert/Kove, op cit,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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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으로 하는 것이 보통이며, 보험사고 및 지분구입사유로 피보험자인 사
원이나 주주의 사망 뿐 아니라 고용종료, 부분적 또는 영구적인 장애 등
을 조건으로 추가할 수도 있다. 폐쇄회사의 경우 주식의 실제 거래가액
이 형성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장부가에 기초한 주식가치 평가
방법 역시 지분구입약정에서 미리 정하여야 한다.76)
회사가 채권자에 대한 변제자력이 충분하지 않을 때 주주의 이
익을 위해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은 채권자들의 이익과 충돌할 수 있고, 내
국세법상 기업의 합리적인 필요 이상으로 법인의 소득을 축적하는 것에
해당해 추가 소득세 부과대상이 되는지 문제될 수 있으나, Prunier v.
C.I.R. 등 여러 판결에서 주주의 주식 매입을 위한 기업자금의 축적은 사
업의 합리적인 필요성으로 인정되었다.77)
3. 재원부 생명보험신탁과 무재원부 생명보험신탁
신탁재산의 상대적인 적합성 때문에 신탁을 자산유형에 따라 분
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신탁을 설정하려면 신탁에 포함되는 자산의 유
형에 맞게 수탁자의 권한과 의무를 설정해야 하기 때문이다.78)
미국에서 생명보험신탁은 위탁자나 다른 사람의 생명에 관한,
그들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증권을 그 신탁의 유일한 자산으로
하는 무재원부 신탁(unfunded trust, 보험증권 외에는 다른 기본재원이
없는 신탁)과 보험증권이 기본이되 유일한 것이 아닌 자산으로 포함하고
있는 재원부 신탁(funded trust, 기본재원이 있는 신탁)으로 구분된
다.79) 무재원부 생명보험신탁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보험계약이 있고,
76) Bogert/Bogert/Kove, op cit, §253, 지분구입약정은 피보험자의 상속재산 집행
인으로부터 미리 정한 조건으로 피보험자의 지분을 매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다. 다양한 유형이 있고 주법, 연방세법, 회사나 주주의 상황에 따라 장단점이
있다.
77) Prunier v. C.I.R., 248 F.2d 818, 57-2 U.S. Tax Cas. (CCH) 10015, 52
A.F.T.R. (P-H) 693, 73 A.L.R.2d 702 (1st Cir. 1957).
78) Robert L. Mennell, Sherri L. Burr/임채웅 역, 전게서, 270~271쪽
79) Robert L. Mennell, Sherri L. Burr/임채웅 역, 전게서, 27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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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인이 매년 하는 증여를 재원으로 삼는 것으로 위탁자가 보험계약자
가 될 수밖에 없다. 미국에서 대부분의 생명보험신탁은 무재원부 생명보
험신탁의 방식을 취한다.80)
반면 재원부 신탁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보험계약과 수입을 창출하
는 재산이 있는 경우로서 수탁자가 신탁재산으로 보험료를 지급한다. 생명
보험신탁계약에서 위탁자는 보험료 지급재원으로서 일정한 재산을 신탁재
산에 이전할 의무가 있고 수탁자는 관리·처분에 따른 수익으로서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조항이 포함된다. 그러므로 재원부 생명보험신
탁의 경우에는 보험금청구권이 신탁재산으로 귀속될 뿐만 아니라 그 전에
먼저 보험료 지급재원으로 일정한 재산이 신탁재산으로 귀속된다. 무재원부
생명보험신탁에서 보험계약자는 위탁자일 수밖에 없는 것과 달리 재원부
생명보험신탁에서는 수탁자가 보험계약자가 되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
험료도 직접 납입할 수도 있고 위탁자가 보험계약자이지만 보험료 지급을
수탁자가 대행하는 방식도 가능하다.81)

제3장 일본의 신탁제도와 보험금청구권 신탁
제1절 일본의 신탁제도
1. 일본의 신탁산업 전개
일본의 신탁법제는 미국의 발전된 근대적인 신탁제도를 계수한
것이다. 신탁법 및 신탁업법은 영미의 판례법상 규범을 기초로 하면서
구체적인 조문화에 있어서는 미국 캘리포니아 민법전(California Civil
Code, 1972년)과 인도 신탁법(Indian Trust Act, 1882년)을 참고로 하
였다. 일본의 사법체계는 채권과 물권을 엄격히 구별하는 독일법을 계수
80) George T. Bogert, Trusts, §236; 53 A.L.R.2d 1112, §2
81) George T. Bogert, Trusts, §236; 53 A.L.R.2d 11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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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기 때문에 기존 일본의 사법체계에서는 이질적인 존재로 여겨지고
있으며, 채권설로 법리구성을 하여 신탁을 설명하고 있다.82)
일본은 1900년대 초 산업발전을 위한 외자획득을 목적으로 담
보부사채신탁제도와 재단저당법을 제정하였는데, 이후 신탁의 개념 자체
조차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순조로운 경제발전으로 신탁붐이 일어났
다. 부동산중개, 고리대, 투자 등 여러 가지 영업활동이 모두 신탁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지며 신탁회사가 난립하게 되는 신탁의 남용 현상이 발
생한 것이다. 이에 신탁업계의 혼란 사태를 해결하고자 신탁업계의 규제
를 위해 대장성 주도로 1922년 신탁법(大正 11년 법률 제62호)과 신탁
업법(大正 11년 법률 제65호)을 동시에 제정하였다(1922. 4. 21. 공표,
1923. 1. 1. 동시 시행). 영미에서 사회적 요구에 의해 자생적으로 신탁
이 발달한 것과 달리 일본에서는 업자규제법으로 출발한 것이다.
그리고 세계 제2차 대전의 발발과 전후의 격심한 인플레 등을
겪으면서 경영적으로 약체였던 신탁회사를 은행과 합병시켜 그 경영기반
을 안정시킬 목적으로 입법된 1943년 ‘보통은행 등의 저축은행업무 또
는 신탁업무의 겸영 등에 관한 법률’(명칭 개정 끝에 2006년 ‘금융기관
의 신탁업무의 겸영 등에 관한 법률’로 명칭 개정되었다, 이하 ‘겸영법’
이라 한다)이 제정되었다. 겸영법은 은행 등 금융기관이 내각총리대신의
인가를 받아 신탁업무를 겸영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겸영법 제1조는
은행 그 밖의 금융기관(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에 한한다, ‘금융기관’이라
한다)은 내각총리대신의 인가를 받아 ‘신탁업법’ 제2조 제1항에서 규정
하는 신탁업 및 신탁계약대리업, 신탁수익권매매 등 업무, 재산의 관리
등 신탁업무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겸영법 시행령 제2조는 겸영법
제1조의 ‘금융기관’을 열거하고 있는데 은행, 금고, 조합 등 예금취급기
82) 박종찬, “미국신탁법에 관한 연구-특히 기본적 구조에 대한 비교법적 관점을
중심으로”, 강원법학, 2004, 1~2쪽, 위 논문에 따르면 보통 일본신탁법의 모법
이라고 알려진 캘리포니아주 민사법전은 프랑스법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D.D.Field에 의하여 기초되었던 1965년의 민사법전(Civil Code)을 채택하였기
때문인지 대륙법적인 채권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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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만이 신탁업무를 겸영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경영이 어려워진 신탁회사들이 1948년 일제히 은행에 흡수합병되
거나 은행업무와 신탁업무를 겸영하는 신탁은행으로 그 형태를 전환하였
다.83) 이로 인하여 전업 신탁회사는 소멸하고 신탁업법은 사실상 사문
화되었으며, 단순히 은행이 신탁업무를 겸영적으로 영위함에 필요한 면
허취득을 규제한 법률에 불과한 겸영법이 일본에서는 신탁법영역에서 실
무적인 핵심을 차지하게 되었다.84)
한편, 1951년 ‘대부신탁법’이 제정되면서 금전신탁을 정형적이고
소액화하게 되었다. 대부신탁은 집단신탁의 일종으로서 동일 약관에 의
하여 다수의 위탁자의 신탁재산인 금전을 하나로 모아 운용하는 것이다.
일본에서의 신탁은 대부신탁이고 장기금융기능을 영위한다는 인상을 정
착하게 되었다. 그러나 규제완화 흐름 속에서 은행도 장기금융을 흡수하
고, 신탁은행도 단기자금을 흡수하게 되었으며, 기업의 자금조달수단이
간접금융에서 직접금융으로 나아가면서 1990년대부터 대부신탁은 현저
히 감소하고 있다. 1970년대 후반부터는 특정운영금전신탁, 펀드, 증권
신탁, 토지신탁, 2000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자산유동
화 등도 활성화되고 있다. 이처럼 신탁의 고유한 기능인 재산관리기능보
다 신탁은행의 금융기능이 활용된 집단신탁이 활성화된 것은 영미에서는
볼 수 없는 현상이다.85)

83) 신탁은행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 고유업무 이외에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업무도
함께 취급하는 은행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신탁은행은 1940년대 한국신탁회사
가 한국신탁은행으로 개편 설립된 것이 처음이다. 한국신탁은행은 한국상공은
행과 합병하여 한국흥업은행이 되어, 한일은행으로 될 때까지 신탁업무를 겸영
하여 왔다. 1969년 한국신탁은행이 다시 설립되면서 한일은행의 신탁업무를 승
계하고 한일은행은 신탁업무 겸영을 중지하였다. 한국신탁은행은 1976년 6월
서울은행과 합병하여 서울신탁은행이 되었고, 1995년 상호를 서울은행으로 변
경하였다. 서울은행은 2002년 12월 하나은행으로 흡수합병되었다. 우리나라에
서는 결국 신탁은행 제도는 성공하지 못하였다.
84) 新井誠, 前揭書, 20~21쪽
85) 新井誠, 前揭書, 30~33쪽, 우리나라도 현재까지 특정금전신탁, 부동산신탁 위
주로 신탁이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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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본의 신탁법, 신탁업법 전면개정
일본은 2004. 11. 26. 신탁업법, 2006. 12. 8. 신탁법을 전면개
정하였다. 개정취지는 신탁법의 현대화로서 현대사회에 널리 정착하고
있는 신탁에 대하여 사회, 경제정세의 변화에 정확히 대응하는 관점에서
수탁자가 부담하는 충실의무위반 등의 내용을 적절한 요건 하에 완화하
여, 수익자가 다수인 신탁에 대응하는 의사결정 등의 규칙을 정하고 수
익권의 유가증권화를 인정하는 등 신탁법의 현대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
기 때문이었다.86) 구체적으로는 다가올 초고령화 사회를 더욱 살기 편
한 사회로 만들기 위해 고령자나 장애인의 생활을 지원하는 복지형 신탁
에 관해서 그 담당자로서 변호사, NPO 등의 참가를 취급하는 등을 포함
하여 폭넓은 관점에서 검토할 것이 중대 개정방향으로 채택되었다.87)
전면개정된 신탁업법은 종래 6가지로 제한하고 있던 수탁가능
재산 조항(일본 구 신탁업법 제4조)을 삭제하여 수탁가능재산의 범위를
신탁법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수탁가능재산의 제한을 없앴다. 일본 구 신
탁법 제1조는 신탁행위의

목적이 되는 신탁재산은 ‘재산권’이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어 금전으로 환산가능성, 이전 내지 처분가능성, 현존․특
정성 있는 재산에 해당한다면 무엇이라도 신탁재산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었고, 나아가 전면개정된 신탁법 제1조는 ‘재산’이라고 규정하여 소극
재산을 포함한 경우도 신탁재산이 될 수 있게 되었다.88)
그리고 겸영법에 따른 신탁겸영금융기관 체계를 유지하면서도

86) 新井誠, 前揭書, 33~34쪽
87) 중의원법무위원회의 ‘신탁법안 및 신탁법의 시행에 따른 관계 법률의 정비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부대결의. 다만, 新井誠, 前揭書, 26쪽에서는 신탁업법 개
정의 목적이 범위의 확대였음에도 불구하고, 수탁자가 기본적으로 주식회사로
한정되어 공익법인, 변호사법인, 사법서사법인 등이 개인신탁 등의 수탁자가
되지 못하는 것을 지적하면서 수탁자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비판한다.
88) 新井誠, 前揭書, 26쪽, 364~368쪽. 구 신탁법 제1조의 ‘재산권’의 해석으로는
신탁재산은 모두 적극재산이어야 한다는 견해가 통설적 견해이고, 개정 신탁법
제1조에서는 ‘재산’으로 개정하면서 제2조 제9항으로 신탁재산책임부담채무의
개념이 도입되었다. 다만, 新井誠 교수는 구 신탁법 하에서도 소극재산을 포함
한 경우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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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형 신탁회사, 관리형 신탁회사, 특정신탁업자 등 금융기관 이외의
참가를 가능하게 하고 이에 따르는 수익자보호를 위한 규칙을 정비하였
다. 다만, 신탁업법 개정의 다른 주요취지로서 금융기관 이외의 참가를
가능하게 하였으나 수탁자가 기본적으로 주식회사로 한정되어 공익법인,
변호사법인 등이 수탁자가 되지 못하는 제한된 확대에 그쳤다는 비판이
있다.89)
2006. 12. 8. 전면개정된 신탁법은 수탁자의 충실의무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신탁행위의 정함이나 수익자의 승인 등에 의하여 수탁
자가 신탁재산을 매입 하는 등 자기거래를 할 수 있게 하고, 신탁목적에
비추어 상당한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타인에게 신탁사무 처리를 위탁할
수 있게 하였다(수탁자의 의무에 관한 규정의 임의법규화). 그리고 수익
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수익자의 청구가 없어도 정기적으로 신탁
재산에 대한 일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신탁감독인 선임의 경우를
확대하였으며, 수익자가 복수의 신탁에서 수익자 전원일치가 아니라 다
수결에 의해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였다(수익자의 권리보호 강화). 신탁
선언을 인정하고, 신탁수익권에 대한 유가증권 발행을 인정하였으며, 한
정책임신탁, 목적신탁 등 새로운 신탁유형을 창설하였다(새로운 신탁유
형의 창설).90)
다만, 개정 신탁법이 현대 사회에 널리 정착하고 있는 신탁에
대하여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응하는 관점에서 수익자가 다수인 신탁에
대응하도록 충실의무, 분별관리의무 등 수탁자의 의무에 관한 규정을
임의법규화하여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해 경감하는 것이 가능해진데 반
하여 신탁업법에서는 종래대로 수탁자에게 의무가 부과되며, 자기신탁
등 새로운 신탁유형에 관하여 신탁설정이 진정하게 이루어진 것인지 확
인을 거치도록 하는 등 추가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제한이 있다는 비판도
있다.91)
89) 新井誠, 前揭書, 26쪽
90) 新井誠, 前揭書, 38~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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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3.말 기준으로 일본에는 총 50개의 신탁은행 및 신탁회
사가 영업 중이며, 일본의 신탁 수탁고는 1990년 190조엔에서 2017. 9.
기준으로는 1,078조엔으로 4배 이상 성장하였고, 이는 2017년 일본
GDP 546조엔의 약 2배에 이른다.92) 일본은 개인금융자산 중 60%를
60세 이상이 보유하고 있고, 고령자가구의 순금융자산이 2,266만엔에
이르기 때문에 생전에 상속 문제를 정리하고 유족간의 다툼을 미연에 방
지하며 유산상속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신탁이 활발히 이용되고 있다.

제2절 일본의 보험금청구권 신탁 활용
1. 일본에서 신탁활용의 필요성 제기
일본은 우리보다 훨씬 먼저 1970년에 고령화 사회로, 1994년에
고령 사회로 진입하였다. 2017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가 27.3%에 이르
고, 2050년이면 65세 이상 노인 비율이 40%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93) 그리고 2020년에는 고령세대 중 34.4%가 단독세대로 예측되고
있어 고령자의 독거비율도 증가하고, 와상환자, 치매, 허약고령자 등의
간호․지원을 필요로 하는 치매고령자의 합계는 2002년 150만명, 2015년
250만명, 2025년 323만명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94)
이에 일본은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와 관련하여 다양한 사회문제
들이 발생하고 있고 대응방안으로서 고령자의 재산관리 및 신상감호에 관
한 법적 지원체계를 정비․구축하는 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으
며, 신탁법과 신탁업법 전면개정시에도 상당한 내용을 반영하였다.
고령자의 재산관리 및 신상감호와 관련하여 신탁활용의 필요성
91) 新井誠, 前揭書, 40~41쪽
92) 일본신탁협회, 신탁통계편람(2017. 9.말 업데이트)
http://www.shintaku-kyokai.or.jp/data/data01binran.html (2018. 6. 6.)
93) 파이낸셜뉴스, “‘100세시대’ 일본의 변화”, 2018. 3. 1.
http://www.fnnews.com/news/201803011647084381 (2018. 6. 6. 접속)
94) 厚生労働省, 厚生労働白書,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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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여주는 사례로 도쿄도 스기나미구 노파실종사건을 들 수 있다. 스
기나미구에 거주하는 고령여성이 자산가로서 부동산과 다액의 예금을 가
지고 있었고 중증 지적장애를 가진 딸과 함께 살고 있었다. 이 고령여성
은 악덕업자 등에 의한 부동산처분의 강제에서 벗어나 죽을 때까지 부동
산을 보유하고, 자신의 사망 후에는 부동산을 딸에게 승계하며 딸의 사
망 후에는 신세를 졌던 스기나미구의 복지시설에 부동산을 승계시키고
싶어 했다. 그러나 결국 이 여성은 악덕업자에게 부동산을 편취당하고
살해당하고 말았다. 이러한 희망은 신탁을 이용하면 충분히 안정적으로
실현가능한 것이었다. 부동산을 신탁하면서 신탁목적으로 고령여성이 사
망할 때까지 부동산을 매도하지 않는 것을 정한다면 죽을 때까지 안전하
게 부동산을 지킬 수 있었다. 그리고 딸에게 부동산 관리능력이 없으므
로 수탁자로 하여금 부동산을 관리시키고 이익을 딸에게 지급한다면 가
산을 지키고 딸의 안정적인 생활도 보장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신탁
조건으로 딸이 사망한 후에는 복지시설에 부동산 원본을 지급하는 것으
로 설정한다면 고령여성의 소망을 모두 이룰 수 있었다.95) 이 사건으로
신탁법, 신탁업법 전면개정 당시 고령자, 장애인을 위한 복지형 신탁의
도입이 적극적으로 논의되었으나 입법에 본격적으로 반영되지는 못했다.96)
일본은 ‘임의후견계약에 관한 법률’등을 제정하여 우리나라보다
앞선 2000년 4월부터 성년후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또 ‘성년후견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통하여 법인후견인으로서 법정후견 및 임의후견의
업무를 하는 사회복지기구 등 단체를 육성하고 있다. 가족이 없거나 가
족이 있어도 멀리 살거나, 가족도 장애인이거나 치매, 질병, 장애가 있어
보호를 요하는 경우 이용자가 단체와 임의후견계약을 체결하고 신탁은행
과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형태로 자산관리나 신상보호 목적을 실현하고
있다. 본인을 제1수익자로, 본인의 사망 이후 가족을 제2수익자로 지정
하고 정기금은 통상의 생활지원이나 요양비로 충당하고 중요한 상황이
95) 新井誠, “高齢社会における信託と遺産継承”, 日本評論社, 2006
96) 新井誠, 前揭書, 5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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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했을 때는 후견인인 단체와 협의하여 임시비용을 지급하도록 한다면
고도의 안전성을 가진 자산관리 및 원활한 자산승계를 실현하는 것이
다.97)
그리고 일본에서 고령사회를 대비하는 신탁활용의 예로서 부동산
관리신탁, 신탁이용 부동산담보연금식융자, 노인홈(양로원)신탁98), 특정증여
신탁(특별장애자 부양신탁)99), 개인연금신탁․재산형성연금신탁, 유언신탁,
신탁은행에 대한 유언집행자 지정 등을 들 수 있다.100)
2. 보험회사의 보험금청구권신탁 인정
일본에서는 고령사회를 대비하는 신탁활용의 하나로서 보험금청
구권신탁이 도입되어 이용되기 시작하였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1900년대 이후에는 일본 신탁업법에
따른 신탁회사, 1945년 이후에는 겸영법에 따른 신탁은행 또는 은행만
이 신탁업무를 할 수 있었고, 오직 예금취급 금융기관만이 겸영을 할 수
있었다(일본 겸영법 제1조, 겸영법 시행령 제2조). 2004년 개정 신탁업
법은 겸영법에 따른 신탁겸영금융기관 체계를 유지하면서도 운용형 신탁
회사, 관리형 신탁회사, 특정신탁업자 등 금융기관 이외의 참가를 가능
하게 함에 따라, 현재는 겸영법에 따른 신탁은행, 은행과 신탁업법에 따
른 신탁회사가 모두 활발하게 영업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에서 보험
97) 新井誠, 前揭書, 516~518쪽
98) 유료노인홈의 입주일시금(또는 분양가격)의 조달을 위해 고령자가 신탁은행에 현
재 살고 있는 가옥의 매매중대, 부동산매도까지의 입주자금 융자 업무를 위탁하
고, 유료노인홈에 입주한 후에는 홈이 도산하는 경우 입주자의 권리보전에 대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설비신탁 내지 건물신탁을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新
井誠, 前揭書, 528~530쪽)
99) 1975년 상속세법의 일부개정에 의하여 창설된 「특별장애자에 대한 증여세의 비과
세」(상속세법 21조의4)에 기초한 제도이며, 장애인에 대한 특정증여신탁을 설정하
기 위한 증여에 대해서는 6,000만엔 한도로 비과세 혜택을 준다. 우리나라에서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장애인(특별부양)신탁을 체결하는 경우 5억원을 한도로
증여세 면제 혜택을 주고 있다. 실제로 일부 생명보험사에서 장애인신탁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나 요건이 까다로워 아직 활용률이 저조한 형편이다.
100) 新井誠, 前揭書, 519~5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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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겸영법상 예급취급 금융기관이 아니니 때문에 신탁업법 제67조에
따라 내각총리대신의 등록을 하고 타 신탁회사 또는 신탁업법 제17조
이하에 따라 자회사로 설립한 신탁회사와 제휴하여 신탁계약대리점을 영
위하는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2009년 일본 보험업법을 개정하면서 생명보험회사에 대
하여 일본보험업법 제97조 고유업무, 제98조 부수업무 이외에 고유업무
의 수행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겸영업무의 하나로 “그 지급하는 보험
금에 관하여 신탁 인수를 행하는 업무”, 즉 보험금 신탁업무를 행할 수 있
다고 명시하여 제한적으로 보험회사의 신탁업 겸영이 허용되었다(일본 보
험업법 제99조 제3항).101)
게다가 2004년 신탁업법 전면개정 전에는 신탁재산으로 한정적
열거조항만을 두고 있었으므로 보험금청구권신탁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
지지 못하였으나 신탁재산에 대한 신탁업법 규정을 삭제하여 신탁법상
가능한 신탁재산이라면 신탁업자도 신탁가능하게 되었으며, 위 일본 보
험업법 제99조 제3항으로 보험금청구권 신탁에 대한 명시적인 입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보험금청구권신탁이 도입되었다.
현재 3개 생명보험회사가 신탁대리점으로 등록하고 신탁회사와
제휴하여 2010년경부터 생명보험신탁 영업을 하고 있다.102) 보험회사들은
신탁회사를 자회사로 설립하거나 타 신탁회사와 제휴하여 신탁계약 대리
101) 일본 보험업법[법률 제98호, 2016.12.12. 최종 개정]
第九十九条 ３ 生命保険会社は、第九十七条及び前条の規定により行う業務のほ
か、第九十七条の業務の遂行を妨げない限度において、信託業法
の規定にかか
わらず、その支払う保険金について、信託の引受けを行う業務（以下「保険金信
託業務」という。）を行うことができる。
일본 보험업법 제99조 제3항에는 ‘그 지급하는 보험금’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데, 지급하는 보험급부를 말한다고 보면 단순한 금전을 신탁할 수 있다는 확인
적 의미에 불과하므로 ‘보험금청구권’을 말한다고 생각된다.
102) 푸르덴셜생명 주식회사는 2010년 7월부터 미쓰이스미토모신탁은행과 제휴하
여 생명보험신탁을 판매하다가 2015년 10월 100% 자회사인 푸르덴셜 신탁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생명보험신탁을 판매하고 있다. 다이이치 생명주식회사
는 2014년 1월부터 미즈호신탁은행과 제휴하여 생명보험신탁을 판매하고 있
다. 소니생명 주식회사는 2017. 2.부터 미쓰이스미토모신탁은행과 제휴하여
생명보험신탁을 판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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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일본 신탁업법 제67조)이 되어 해당 보험사의 생명보험 상품과 연계
된 신탁을 판매하고 수수료를 받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생명보험신탁
수수료 수입창출보다는 보험급 지급에 있어 고객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취지를 두고 있다고 한다. 보험사가 본체에서 직접 생명
보험신탁을 운영하지 않는 이유는 신탁운영에 따른 비용이 수익에 비해
높게 발생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일본에서는 고객이 자신을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
사와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동시에 자신을 위탁자로 하고 그 보험사
와 연계된 신탁회사를 수탁자로 하여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그 신탁회
사를 보험수익자로 변경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고객이 사망하면 보험
사가 신탁회사에 사망보험금을 교부하고 신탁회사는 이를 운영하면서 고
객의 친족 등 신탁계약의 수익자에게 세밀한 보험금지급방식을 설계하여
정기정액을 지급한다.

제4장 우리나라에서 보험금청구권신탁 가능성
제1절 보험금청구권신탁의 필요성 및 개념
1. 보험금청구권신탁의 필요성
가.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 및 치매환자, 장애인에 대한 돌봄 필요성
유엔(UN)이 정한 고령화 사회 분류기준에 따르면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7% 이상 14% 미만인 사회를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14% 이상 20% 미만인 사
회를 고령 사회(aged society),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20%
이상인 사회를 초고령 사회(super-aged society)라고 한다. 유엔(UN)
인구추계에 따르면,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2015년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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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OECD 국가들에 비해 낮은 수준이나, 2065년에는 42.5%로 가장 높
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총부양비는 2015년 36.2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나, 2065년에는 108.7명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 될 것
으로 예상된다.103) 우리나라는 2017년 8월말 기준으로 65세 이상 인구
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4.0%를 넘어섰다. 2000년에 고령
화 사회로 진입했고 2017년에 고령사회가 되었는데 이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프랑스가 115년, 미국이 73년, 일본이 24년 걸린 것과 대
비하여 노령화 속도가 매우 빠른 편이며, 2026년이면 초고령 사회에 도
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104)
이와 함께 치매 인구도 급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적으로 치매유병율105)은 60세 인구에서는 1%이고 이후 5세 증가할 때
마다 유병률이 2배씩 증가하며 65세 이상 인구에서는 약 10%의 유병률
을 갖고, 85세 이상 인구에서는 약 30%가 치매를 앓고 있다고 한다.
2008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중 치매환자가 8.4%로 42
만명에 이르고, 치매의 위험이 높은 경도인지장애는 65세 이상 노인 중
1/4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며, 2050년에는 65세 이상 노인 중 치매환
자가 13.2%로 212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106)
103)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15~2065년) 보도자료, 2016. 12. 8.자, 9쪽, 21쪽
[그림6] 연령계층별 인구 구조, [그림7] 연령계층별 인구 구성비

104) 행정안전부, ‘17년 8월말 주민등록 인구수 보도자료, 2017. 9. 4.자
105) 치매유병률은 67세 이상 전체 노인인구 중 치매환자의 비율을 의미한다.
106) 보건복지부, 2008년 치매유병율조사 보도자료, 2009. 4. 13.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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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우리나라의 추정장애인수는 2011년 261만명, 2014년
264만명이며, 이 중에서 지체, 뇌병변, 지적, 자폐, 정신, 뇌전증 등 재산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이 70.4% 이상으로 추정된다.107) 반면, 통
계청에 따르면

2015년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가구는 전체 가구의

32.3%에서 2045년 15.9%로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1인 가구는
2015년 전체가구 27.2%에서 2045년 36.3%로 전망되며, 급격한 노령화
로 1인 가구 중 60세 이상이 2015년 30%에서 2045년 54%로 절반을
차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108)
< 치매노인의 수 >
연도

(단위 : 천 명, %)

2008

2009

2010

2020

2030

2040

2050

65세 이상 인구 수

5,016

5,193

5,357

7,701

11,811

15,041

16,156

65세 이상 치매노인 수

421

445

469

750

1,135

1,685

2,127

치매 유병률(%)

8.4

8.6

8.8

9.7

9.6

11.2

13.2

107) 보건복지부, 장애유형별 추정장애인수,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 2014, 62쪽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추정장애인수는 2011년 261만명, 2014년 264만명이다.
이 중에서 지체, 뇌병변, 지적, 자폐, 정신, 뇌전증 등 재산관리에 어려움이 있
는 장애인이 70.4% 이상으로 추정된다.

108) 헬스경향, [이나영의 ‘고령사회 리포트’] ㊼ 전체1인가구의 ‘30%’ 노인 1인가구,
2018. 2. 5.(2018. 6. 6. 접속)
http://www.k-health.com/news/articleView.html?idxno=34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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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탁자 사망 뒤 유족의 생활보호 및 재산관리설계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그 개념이 정립되지 않았으나, 복지신탁이
란 재산관리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고령자, 장애인, 제한능력자 등을 수
익자로 지정하면서, 원칙적으로 집단적·정형적 처리에 익숙하지 않고, 장
래에도 수익자의 안정된 생활의 질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재산
관리가 수익자의 복지적 요구의 수요에 응하는 신탁을 말한다.109) 일본
에서는 장애인신탁, 치매신탁, 보험금청구권신탁, 후견신탁110) 등이 복
지신탁으로서 신탁의 활용가치를 주목받고 있다.111)
통상 생명보험에서 피보험자 사망시 다액의 보험금이 일시에 보
험수익자인 유족에게 지급된다. 이 경우 그 보험금을 유족이 합리적으로
관리, 소비하지 못한다면 보험금이 가지는 본래의 보장적 기능을 기대할
수 없다.112) 위탁자가 배우자, 자녀를 수익자로 하여 생명보험계약을 체
결하거나 재산을 증여, 상속하고자 하나 그 배우자나 자녀가 재산을 탕
진하는 경향이 있거나 장애, 치매가 있어 재산관리능력이 없는 경우, 또
는 친권자인 부모가 사망한 경우 이혼 등으로 친권을 상실한 다른 부모
나 친척들이 미성년자가 지급받은 사망보험금이나 상속받은 재산을 강탈
하거나 소비하는 사례는 낯설지 않다.
이처럼 유족이 유산을 탕진할 우려가 있거나 치매, 장애, 고령,
109) 오영표, 전게논문, 53쪽, 新井誠, 前揭書 516쪽
110) 후견은 제한능력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서 미성년자 등 보호를 요
하는 자의 재산을 관리하고 신상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1년 민법개
정으로 도입된 성년후견제도는 질병, 장애, 노령 등에서 비롯된 정신적 제약
으로 인하여 자기의 재산이나 신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결여되거나
부족한 사람의 의사결정이나 사무처리를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지원림,
민법강의 제13판, 2015, 2004쪽[6-107]).
후견신탁이란 후견제도에 맞춤형 재산관리기능이 있는 신탁업을 결합한 것으
로, 사무처리할 능력이 결여되거나 부족한 사람을 수익자로 하여 신탁재산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고 수탁자는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고 신탁계약의 내용에
따라 피후견인인 수익자에게 신탁의 원본 또는 이익을 교부하는 신탁을 말한
다(오영표, 전게논문, 53쪽).
111) 오영표, 전게논문, 45, 46쪽, 新井誠, 前揭書 516쪽
112) 최수정(b), 신탁제도를 통한 고령자의 보호와 지원, 집문당, 2010, 200쪽

- 36 -

미성년 등으로 재산관리능력이 없는 경우 보험금청구권을 신탁하면 수탁
자로 하여금 수익자에게 매달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함부로 처
분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이혼한 배우자나 상속인의 채권자가 보험금
청구권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강제집행하는 것도 방어할 수도
있다. 보험금청구권 등을 신탁할 경우 신탁재산의 독립성으로 인하여 위
탁자나 수익자가 파산하더라도 파산재단에 포함되지 않고, 피상속인의
채권자나 상속인의 채권자가 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강제집행하는 것을
방어할 수도 있다(신탁법 제22조).
신탁은 내용의 유연성을 가장 큰 특질로 하는바, 생명보험금이
일시금으로 지급되더라도 신탁을 통해 수익자 및 지급 방식의 다양화를
도모할 수 있다. 수탁자가 매달 일정한 금액을 교육이나 생활자금, 간병
비 등으로 지급하도록 하되, 여행이나 수술치료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 선관의무에 따라 재량을 발휘하여 필요 금액을 적절하게 지급
하도록 수 있다. 예를 들어, 위탁자 사후 사망보험금을 미성년자녀의 생
활비와 교육비로 매달 200만원씩 지급하도록 하고 여행이나 대학진학
등 사유가 있을 때 필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하며, 25세가 된 때
원본수익의 50%를, 30세가 된 때 나머지 50%의 원본수익을 지급하도
록 할 수 있다. 자녀 등이 성장하여 정상적으로 재산을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 원금을 보호하고 법정후견인에 의한 사망보험금 편취 및 유용을
방지함과 동시에 사정변경에 신축적으로 대응하여 자녀 등을 실질적으로
보호해줄 수 있고 법원의 감시로 안정적이고 공정한 집행을 담보할 수
있다.
신탁수익을 바로 배분하지 않고 원본에 합산하거나 새로운 재산
에 투자하도록 함으로써 신탁수익의 향수기간을 장래로 미룰 수도 있고,
일정기간 또는 상속인 사망시까지 그 상속인(제1수익자)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게 하고 이후에는 다른 상속인(제2수익자)에게 지급하거나
소유권을 귀속하게 하는 등 수익자연속신탁을 통하여 사후의 재산승계까
지 설계할 수 있다(신탁법 제60조 수익자연속신탁).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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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더불어 보험금이 신탁수익자에게 수익권의 형태로 귀속되
기 때문에 종래 다액이 보험금 지급을 노린 위법한 행위를 예방하는 부
수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114)
다. 위탁자의 치매 등 능력상실에 따른 생활보장 및 장기간병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가 매우 빠르고 이에 따라 치매노인의
수도 빠른 속도로 높아지고 있는 만큼,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자의 가장
큰 염려 중 하나인 생활보장 측면에서도 보험과 신탁을 함께 활용할 수
있다. 신탁을 설정하여 위탁자가 생전에는 자신을 자익신탁(自益信託)의
수익자로 하여 생존 중에는 신탁재산의 운용으로부터 발생한 수익으로
보험료를 지급하도록 하고 위탁자 자신이나 가족의 생활자금을 충당하
며, 자신의 사후에는 타익신탁(他益信託)으로 전환시켜 보험금을 유족에
게 수익권의 형태로 귀속시킴으로써 실질적으로 수익자의 생활보장을 도
모할 수도 있다.115)
우리나라는 종래 치매 등 질병을 앓는 노인을 가족이 보살펴야
한다는 윤리의식이 사회적으로 강하였으나 가족의 경우 전문적인 치료가
불가능한 자가 시설이 대부분이고 그 치료효과 또한 낮다는 점에서 전문
적인 치료요양시설에서 그러한 질병을 간호 관리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
다는 쪽으로 인식이 변하고 있다.116) 아직도 치매노인, 장애인의 보호문제
가 공공복지가 아니라 개인적인 문제로 가족 의존형으로 처리되고 있는
실정이지만, 핵가족화 및 1인 가구의 비중의 증가, 맞벌이, 원거리거주
등으로 실질적으로 장기적인 간병을 가족에게 기대하는 것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 노령화와 핵가족화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장기간병의 문제나 보호자가 사망한 후 건강상 문제, 치매, 장애가
있거나 생활능력 또는 재산관리능력이 부족한 유족의 보호 문제는 점점
113)
114)
115)
116)

최수정(a),
최수정(b),
최수정(b),
권효상(a),

전게서, 29쪽
전게서, 200쪽
전게서, 200쪽
전게논문, 1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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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심각한 사회문제로 현실화되고 있다.117)118) 따라서 현실적으로 전통
적인 방식의 간병구조는 변화가 불가피하여 우리나라에서도 공적‧사적
대비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장기간병보험(long term care insurance, LTC)은 신체적, 정신
적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장애가 있거나 인식불명상태의 사람들에게
일상생활의 보조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제비용 등을 보장하
는 보험상품이다. 운영주체가 민간공급자인지 국가인지에 따라 민영장기
보험과 공적장기간병보험으로 구분된다.119)
우리나라는 2008. 7.부터 ‘노인장기요양급여제도’라는 명칭으로
사회보험방식의 노인요양보호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 또
는 치매와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환을 앓는 65세 미만 자를 상대로 하
117) 일본은 2017년 6월을 기준으로 자택 내에서 간병을 하는 사람이 65세 이상인
경우가 54.7%로 나타나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노노간병’이 절반을 넘고, 75
세 이상인 경우가 전체의 30%를 넘어섰다고 한다(YTN, “일본 ‘노노간병’ 증
가, 자택 간병인 30%는 75세 이상”, 2017. 6. 27. (2018. 6. 6. 접속,
http://www.ytn.co.kr/_ln/0104_201706271519117224). 일본의 경우 장기간병
으로 인한 수면장애, 우울증, 스트레스 등으로 환자를 살해하는 간병살인 사례들
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노인이 된 자식이 늙은 부모를 돌보는 ‘노노간
병’ 뿐 아니라 조부모를 돌보기 위해 젊은 나이에 간병 생활에 시달리는 어린이
나 젊은이를 가리키는 ‘영 케어러’, ‘청년 케어러’도 늘고 있으며 학교생활이나
취업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나머지 자신의 꿈이나 목표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혼자서 가족 여러 명을 간병하는 ‘다중 간병인’의 비중도 꽤 높은 편이
다(마이니치신문 취재반, ‘간병살인’, 시그마북스 참고)
118) 채널A, [밀착취재]고령화의 무거운 그림자 ‘노노간병’ 2018. 1. 22.(2018. 6. 6. 접속)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0
76087에 따르면, 우리나라 역시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노노간병’이 현실화되
고 있다고 한다. 최근 60대 아들이 치매에 걸린 80대 노모를 폭행해 결국 숨
지게 하는 사고나 10년간 치매 부인을 돌보던 70대 남편이 자신도 치매에 걸
린 것 같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하루 서
너시간 간병 도우미를 집으로 보내주거나 낮시간 동안 보호센터에서 환자들을
맡는 장기요양보험제도를 10년 전부터 시행하고 있으나 이런 혜택을 받는 경
우는 전체 노인인구의 7.5% 정도에 불과하다.
119) 이상호, “노령화사회의 진전에 따른 민영장기간병보험 발전방안”, 대구보건대
학논문집, 2005, 266쪽에 따르면, 장기간병보험은 미국에서 ‘long term care
insurance', 일본에서는 ‘개호보험’으로 통칭되며, 우리나라에서는 ‘수발보험’
또는 ‘개호보험’으로 부르다가 1997년 7월 제3보험의 생․손보 겸업이 허용되
면서 ‘장기간병보험’으로 통일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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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힘든 정도에 따라 방문요양, 방문목욕 등의 재
가급여나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등을 제공
받는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그 대상과 보장
범위는 제한적이고 건강보험공단 자금운영의 악화로 점차 자기부담금의
비율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공적 사회부조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범위
를 사적 금융상품을 통하여 대비, 보완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전통적인 상해‧질병 보험 외에도
장기간병보험의 개발과 보험가입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질병‧
상해보험의 일종으로서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1~6등급
의 요양등급에 따라 보험금을 정기금형식으로 지급한다. 그러나 장기간
병의 의미는 보험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간병 서비스, 재정, 어디에 어떻
게 거주할 것인지, 재산관리, 법적 문제 등 무수하게 많은 부수적인 일
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모두 포함한다. 나이가 들수록 주요일상생
활활동(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IADLs) 지원과 간병이
필요해지고, 사고가 났거나 장애를 유발하는 만성 질환으로 장기간병이
필요할 수도 있으며, 노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당뇨, 고혈압 등 만성질환
이 있을 때도 장기간병이 필요하다. 그리고 가족과 함께 살 때보다 배우
자가 사망한 뒤 혼자 살 때 장기간병의 필요성은 더욱 커진다.
따라서 치매, 장애, 고령 등으로 인하여 능력을 상실한 경우를
대비하여 장기간병보험을 비롯한 상해‧질병보험, 연금 보험 등에 가입함
과 동시에 그 보험금청구권을 신탁한다면 재정이나 의료에 관한 전문적
인 관리경험기술을 보유한 수탁자가 이를 관리함으로써 재정적인 관리의
경험이나 상병의 치료경험 부족에 따른 전문성 결여를 보완하여120) 본
인 또는 가족의 간병, 생활지원, 재산관리 등에 대한 대비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장기간병보험금 집행과 관련해 수탁자가 전문
적인 관리지식을 가지고 처리하고 그 외 피보험자의 재산의 관리도 함께
하는 방식으로 장기간병 보험금청구권을 신탁재산 중 일부로 포함하는
120) 권효상(a), 전게논문, 1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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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이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다.121) 우리나라도 이를 대비하기 위한 금
융상품에 대한 선택권의 폭을 넓힐 필요가 있다.
라. 자산관리서비스 선진화
신탁의 유연성으로 인하여 다양한 유형의 자산들이 복합적으로
결합되고 재산권이 권리자·재산권·시간의 측면에서 다양한 형태로 전환
될 수 있다. 종래 신탁제도에 친한 영미뿐만 아니라 대륙법계 국가에서도
신탁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고, 신탁재산이 국경을 초월하는 국제적
인 신탁도 증가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신탁제도를 좀 더 유연하게
정비하고 신탁을 활성화하여 자산관리서비스를 선진화할 필요가 있다.
투자위험에 초점이 있는 금전신탁, 장수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연금신탁
에 능력상실 또는 사망 위험을 대비하기 위한 보험금청구권신탁을 결합
한다면 실질적인 맞춤형 종합자산관리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122)
2. 보험금청구권신탁과 민법상 후견제도와의 결합
더 나아가 보험금청구권신탁은 복지기구, 변호사 등 전문 후견
인에 대한 민법상 후견제도와 결합하거나 미성년자에 대한 후견제도의
더욱 안전하고 효율적인 보완장치가 될 수 있다.
종래 행위무능력제도는 한정치산자와 금치산자의 행위능력을 일
률적으로 박탈하여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잔존능력을 부인하며, 가족관
계등록부에 기재됨으로써 법률상 일정한 자격을 박탈당하는데 대한 사회
적 격리라는 평가가 있었고, 후견인의 범위가 한정되어 적절한 후견인이
선임될 수 없으며, 후견인을 감독하는 기관인 친족회가 유명무실한 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123)

121) 권효상(a), 전게논문, 121쪽
122) 진익, 전게논문, 3쪽
123) 윤진수/현소례, 2013년 개정 민법 해설, 법무부, 2013, 18~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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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3. 7. 민법개정(법률 제10429호, 2013. 7. 1. 시행)으로
의사능력이 부족한 성인의 행위능력을 제한하는 한정치산자, 금치산자제
도가 폐지되고 피후견인의 잔존능력을 활용하고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후견인이 재산관리, 일상생활 관련 신상보호를 지원하는 성년후견
제도(민법 제9조), 한정후견제도(민법 제12조), 특정후견제도(민법 제14
조의2), 임의후견제도(민법 제959조의14)가 도입되었다. 후견은 제한능
력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서 미성년자 등 보호를 요하는 자의
재산을 관리하고 신상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성년후견제도는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재산이나 신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의사결정이나 사무처리를 돕는 법적 지원
장치이다.124)
기존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의 후견인을 친족으로 한정한데 반
하여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하면서 친족 뿐 아니라 변호사나 사회복지사
등 전문가, 법인을 후견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였다(민
법 제930조). 그러나 제도 시행 4년이 지난 2017년 상반기를 기준으로
성년후견 신청건수는 11,055건이고 그 중 인용된 건수는 6726건인데,
선임된 성년후견인의 94.8%가 친족이며 변호사, 법무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후견인은 4%에 불과했다.125) 그러다보니 성년후견인이 장애인인 피
후견인의 보험금을 자신을 위하여 유용하는 사례를 종종 볼 수 있으나
감독의 어려움과 친족상도례 규정에 따라 처벌도 쉽지 않다.126)
124) 지원림, 전게서, 2004쪽[6-107]
125) 법률신문뉴스 “4년간 총 6726명 성년후견 개시… 하지만 친족후견인이 95%”
(2017. 10. 13.)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21890
(2018. 6. 6. 접속)
126) 최근, 하급심에서 친족인 성년후견인에게 횡령죄를 인정한 판결이 내려졌다
(제주지방법원 2017. 11. 8. 선고 2017고단284 판결). 피해자는 교통사고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뇌병변 1급 장애를 갖고 있었는데 유일한 혈족으로서
친형인 피고인이 성년후견인으로 임명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수령한 보험
금 대부분을 자신의 아파트를 구입비용으로 사용하였고 반환을 거부하였다.
법원은 친족이라 하더라도 후견인으로 임명된 경우 법률상 공적인 역할을 부
여 받았으므로 피후견인의 재산 및 신상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맞게 관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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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신탁법상 신탁은 연혁상 국가의 규제에서 벗어나 시회적․
경제적 수요에 상응하는 법률관계의 창출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발달한
만큼 유연성과 상황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특징으로 한다. 위탁자와 수탁
자는 신임관계를 바탕으로 자유롭게 신탁을 설계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장래의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127) 후견신탁이란 후견제도에
맞춤형 재산관리기능이 있는 신탁업을 결합한 것으로, 사무처리할 능력이
결여되거나 부족한 사람을 수익자로 하여 신탁재산을 수탁자에게 이전하
고 수탁자는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고 신탁계약의 내용에 따라 피후견인
인 수익자에게 신탁의 원본 또는 이익을 교부하는 신탁을 말한다.128) 성
년후견인의 경우 법인도 후견인으로 선임하는 것이 가능하므로(민법 제
930조 제3항) 보험금청구권신탁을 통하여 생활능력이 없는 상속인에 대
한 일종의 재산적 후견인의 역할을 담당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129)
고령자 등은 질병이나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
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게 될 때를 대비하여 후견계약을 체결
할 수도 있다(민법 제971조). 후견계약을 통해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의 일부나 전부를 위탁하고 대리권을 수여하고, 이와 함께 신
탁을 설정하여 적극적으로 재산을 관리한다면 신상과 재산을 보다 효율
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 의사능력 및 행위능력이 있을 때 후견계약 및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행위능력을 상실함으로써 임의후견이 개시되면
임의후감독인 및 법원의 감독 하에 후견계약상 임의후견인이 신탁재산을
교부받아 피후견인을 부양하고 그 재산을 관리하는 것이다.130) 후견계약

127)
128)
129)
130)

하고, 후견인이 한 피후견인의 재산관리상 불법행위 대해서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며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였다.
일본의 경우 성년후견인이 업무상 점유한 피후견인 소유 재물을 횡령한 경우
친족상도례 규정을 적용되지 않고, 친족관계가 있다는 점을 양형상 참작할 사
정으로 고려하는 것도 상당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日最高判 平成24年10月9日
平成24(あ)878 決定(刑集 第66巻10号981面).
최수정(b) 전게서, 86쪽
오영표, 전게논문, 53쪽
광장신탁법연구회, 주식신탁법 제2판, 박영사, 2016, 613쪽
최수정(b) 전게서, 2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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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의 일부나 전부를 밀접한 생
활을 하고 있는 가족친지나 복지단체에 위탁하고, 전문적인 자산관리능
력을 가진 신탁회사 등에 위탁자 자신을 생전의 1차 수익자로, 자신의
사후에 배우자나 자녀를 사후의 2차 수익자로 한 신탁을 설정하여 적극
적으로 재산을 관리하는 방법도 한다면 신상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산의
사후관리까지 설계까지 할 수 있다.
2013. 7. 1. 시행된 민법 개정 전에는 미성년자에 대하여 친권
자가 없거나 있어도 친권자가 법률행위 대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에 법정후견인을 두도록 하였는데, 유언에 의하여 지정된 후견인이 없는
경우 순서에 따라 최근친 연장자부터 후견인이 되도록 하였다(구 민법
제930조, 제931조). 특히 단독친권자인 부모 일방이 사망한 경우 이혼
등으로 친권을 상실한 나머지 부모 일방의 친권이 부활함으로써 자녀의
상속재산에 접근하는 등 문제가 많았다.
한 유명인의 죽음으로 인한 국민적 관심으로 후견인으로서 적정
한지 여부에 대한 고려 없이 최근친 연장자라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후견
인이 되면 미성년자의 복리를 해칠 우려가 크다는 비판이 커졌다. 개정
민법은 단독 친권자로 정하여진 부모의 일방이 사망하는 경우 가정법원이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하거나, 양육의사와 양육 동기, 미
성년자의 의사 등 미성년자의 복리를 고려하여 가장 적절한 미성년후견
인을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민법 제909조의2).131)
그런데 미성년 후견인은 성년후견인과 달리 복수로 선임될 수
없고, 법인을 선임할 수도 없다(민법 제930조). 법원이 미성년자의 재산을
보전하기 위해 친족이 아닌 제3자로 전문가 후견인을 선임하는 경우 미
성년자를 실제 양육하는 양육자는 법적인 지위가 없어서, 전문가 후견인은
재산관리는 적절하게 할 수 있으나 미성년자와는 동거하지 않아 신상 관
131) 뉴시스, 法 "어머니 있어도 할아버지가 키워야" '최진실법' 첫 적용, 2015. 6. 5.(2018.
6. 6. 접속)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0605_0013709830&c
ID=10813&pID=10800

- 44 -

리에 각자 어려움을 겪는다. 이러한 경우 나이 어린 미성년자의 복리와
재산 보전을 위해서는 동거하는 친족이 후견인이 되어 미성년자의 신상을
보호하고, 재산은 전문성을 갖춘 금융기관을 통하여 신탁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132) 향후 미성년후견인의 경우도 성년후견인과 같이 복수로
선임할 수도 있고 법인을 선임할 수도 있도록 입법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제2절 보험금청구권신탁의 개념 및 범위
1. 보험금청구권신탁의 개념
보험금청구권신탁이란 본인의 능력상실이나 사망을 대비하여 본
인 또는 유족의 생활안정을 위해 (생명보험 및 상해․질병보험계약의) 보
험금청구권을 신탁재산으로 하는 신탁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신탁은 수
탁자의 선관주의의무에 기한 재량행사를 통하여 위탁자의 의사를 실현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유연성을 특징으로 한다. 보험금청구권신탁을 통
하여 위탁자가 치매 등 질병이나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육체
적, 정신적 제약으로 스스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게 될 때 수탁
자가 보험금을 수취, 관리하면서 위탁자의 생활 및 신상을 보호하고 위
탁자 사망 후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며 재산을 보호하고 재산의 사후
관리까지 설계까지 달성할 수 있다. 보험금청구권을 단독으로 또는 다른
재산들과 함께 신탁할 수 있을 것이다.
보험금청구권신탁의 개념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하여 현실적으로 수령한 보험급부를 신탁하는 것과 달리 보험금청구
권을 자체를 신탁하는 이유와 효용이 무엇인지, 우리나라에서 보험금청
구권이 화체된 보험증권의 유통성이 인정되는지 아니면 보험금청구권을
신탁재산으로 하여야 하는지 검토한다. 이어서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급
132) 배인구, 법률신문 오피니언 “[판례해설] 미성년후견제도를 보완하는 신탁계약”
(2017. 4. 20.)
https://www.lawtimes.co.kr/Legal-Opinion/Legal-Opinion-View?serial=109577
(2018. 6. 6.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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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어떤 보험계약의 보험금청구권을 신탁하
는 것이 적절한지 신탁대상으로서의 보험금청구권의 범위를 검토한다.
2. 보험급부의 신탁과의 구분
보험급부의 신탁이란 보험사고의 발생 후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청구권을 행사하여 수령한 보험급부를 신탁재산으로 하고 제3자를 신탁
수익자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133) 보험금청구권을 신
탁재산으로 구성할 필요 없이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하여 수령한 보험급부
를 신탁함으로써 동일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지 않은가 의문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보험급부의 신탁은 단순한 금전의 신탁과 동일한 결과가 되
는바, 아래와 같이 효용성 측면에서 보험금청구권신탁의 실익이 있다.
가. 신탁설정의 불확실성
보험금청구권신탁이 성립되면, 보험사고가 발생한 이후에도 보
험급부는 신탁재산으로 귀속되어서 수탁자가 일정기간 관리․처분하게 된
다. 따라서 위탁자는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보험급부를 일단 신탁재
산으로 귀속시켜 투자․관리의 경험이나 능력이 부족한 배우자나 자녀가
지급받은 보험급부를 일시에 소비할 위험을 피할 수 있다. 반면, 보험급
부의 신탁에서는 보험사고 발생 후 수령한 보험급부를 신탁재산으로 하
는 신탁계약을 체결할지 여부, 또는 이미 신탁계약이 체결되어 있더라도
그것을 신탁재산으로 귀속시킬지 여부가 전적으로 보험수익자에게 달려
있다. 만약 보험수익자가 신탁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신탁재산으로 귀
속시키지 않으면 위탁자의 위와 같은 목적은 달성할 수 없게 된다. 보험
계약자가 보험수익자와의 약정을 통해 보험수익자로 하여금 신탁계약을
체결하거나 수탁자에게 보험급부를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게 하더라도 이
는 보험계약자에 대한 채권적인 의무에 불과하고 자동적으로 신탁계약이
체결되도록 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으며, 보험수익자가 보험계약자의 상
133) 한기정, 전게논문, 84쪽

- 46 -

속인이라면 보험수익자의 의무를 강제하는 것은 불가능해진다.134)
나. 보험급부의 구분 관리 가능
보험금청구권을 신탁하면 위탁자 및 유족의 다른 재산과 보험급
부를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이 가능하다. 보험급부의 신탁의 경우에는 피
보험자 본인이 보험수익자인 때는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급부가 다른 재
산과 함께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유족에게 상속되고, 피보험자의 유족이
보험수익자인 때는 보험급부가 유족의 고유재산으로 바로 귀속되므로 피
상속인 또는 유족의 채권자가 이에 대해 강제집행하는 것이 가능하다(보
험금청구권의 상속재산성 여부에 대하여는 제5장 제2절에서 상술함). 일
단 피보험자의 유족에게 보험급부가 귀속된 이후 보험급부에 대하여 신
탁을 설정하는 것은 사해신탁이 되어 취소될 수도 있다(신탁법 제8조).
사해신탁은 신탁설정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신탁설정 당
시 보험금청구권은 후술하는 바와 같이 조건부 또는 기한부 추상적 권리
이고 보험사고 발생 이전에는 구체적인 금전채권으로서 보험금청구권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보험금청구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한다고하여 피보험
자의 채권자를 해한다고 할 수 없다. 특히, 생명보험신탁의 경우에는 보
험사고 발생 후 보험급부가 바로 신탁재산으로 편입되므로 사해신탁이
문제되지 아니하고, 신탁재산의 독립성 원칙상 위탁자나 수익자의 채권
자가 강제집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신탁법 제22조).135)
3. 보험증권의 신탁 가부
영미에서는 보험증권을 유통증권(negotiable instrument)에 해
당한다고 보고 그 유통성을 인정하고 있다.136) 따라서 미국에서 생명보
134) 한기정, 전게논문, 84, 85쪽
135) 한기정, 전게논문, 85쪽
136) 영미법에서 유통증권이란 ‘증권의 배서 또는 단순한 교부에 의하여 증권상의
권리가 양도되며, 이의 결과 그 증권의 소유권 및 그 증권이 표창하는 권리가
선의의 양수인에게 항변이 절단되어 이전되는 무체재산’이다.(Richardson/Dudley,
Guide to Negotiable Instruments and Bills of Exchange Acts, 6th 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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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신탁은 사망보험계약의 사망보험금청구권이 화체된 유가증권인 생명보
험증권을 신탁재산으로 하는 신탁이라고 개념 정의된다.137) 미국에서 많
이 이루어지고 있는 보험계약전매(life settlement)의 경우에도 보험증권
을 전매회사에 매매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138)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보험증권을 신탁재산으로 할 수 있는지 보험증권의 법적 성질 및 유통성
이 인정되는지 검토한다.
보험증권(insurance policy)은 ‘보험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
명하기 위하여 계약의 내용을 기재하고 보험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
여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는 증권’이다.139)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
약과 보험자의 승낙에 의하여 성립하는 불요식의 낙성계약이다.140) 따라
서 보험증권 교부는 보험계약의 성립요건이 아니므로 보험증권은 설권증
권이 아니고, 보험계약이 성립한 후에 보험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
여 보험자가 작성하여 교부하는 ‘증거증권’이다.141)
보험증권은 증거증권으로서 보험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에 관하
여 사실상의 추정력을 가진다.142) 따라서 보험증권의 기재내용과 보험계
약의 내용이 다른 때는 그 사실을 입증하여 진실한 계약의 내용에 따라
당사자는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143)
1980, p15)
137) Bogert/Bogert/Kove, op cit, §264.15: “Life Insurance trusts, whether
revocable or irrevocable, are trusts that include policies of life insurance
among other assets."
138) 김해식, “미국 생명보험 정산거래의 현황과 시사점”, 보험연구원, 2009, 22쪽
139) 정찬형, 상법강의(하) 제20판, 박영사, 2018, 607쪽
140) 대법원 1997. 9. 5. 선고 95다47398 판결
141) 대법원 1988. 2. 9. 선고 86다카2933 결정.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
1019,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다64520 판결, 대법원 2012. 4. 26. 선
고 2010다10689, 10696 판결
박세민, 보험법 제4판, 박영사, 2017, 228쪽, 양승규, 보험법 제5판, 삼지원,
2004, 131쪽, 장덕조, 보험법 제3판, 법문사, 2016, 133쪽, 한기정, 보험법,
박영사, 2017, 256쪽
142) 박세민, 전게서, 228쪽, 장덕조, 전게서, 142쪽, 한기정, 전게서, 259쪽
143)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32852 판결도 “보험계약의 내용은 반드시 보
험증권만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보험계약체결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의
사와 계약체결의 전후 경위 등을 종합하여 그 내용을 인정할 수도 있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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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보험증권을 보험계약의 성질상 유가증권으로 인정
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유가증권(Wertpapier)이란 ‘사권을 표창하는 증
권’으로서 무형의 권리를 증권에 유체화하여 거래의 수단으로 함으로써
거래를 간편·확실하게 하고 유통성을 증대시킨다.144) 유가증권은 권리의
발생, 행사 또는 이전의 일부 또는 전부에 증권의 소지가 필요하다145)
유가증권 중 협의의 유가증권인 지시증권은 배서 또는 교부만으로도 표
창하는 권리를 이전할 수 있고(지시증권성) 형식적 요건을 갖춘 증권의
소지인은 정당한 권리자로 추정된다(권리추정적 효력, 자격수여적 효
력). 유가증권은 제시해야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즉 변제기한이 있
는 경우에도 그 기한이 도래한 후에 소지인이 증권을 제시하여 이행을
청구한 때로부터 채무자가 지체책임을 지고(제시증권성), 권리자가 유가
증권을 상환하지 않으면 채무자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없으며(상환증
권성), 증권상의 채무자가 형식적 자격을 가진 자에게 변제를 하면 그가
무권리자라 하더라도 채무자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면책된
다(면책증권성).146)
손해보험증권은 기명식에 한하지 않고 지시식 또는 무기명식으
로도 발행될 수 있는데(상법 제666조), 운송보험증권과 해상적하보험증
권의 경우 실제 지시식 또는 무기명식으로 발행되며 전전유통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고, 권리행사에 증권의 점유가 필요하므로 이 경우 유가증권
성이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우리나라의 통설이다.147) 그러나 인보험증권
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144) 정찬형, 전게서, 25쪽
145) 정찬형, 전게서, 5쪽에 따르면 유가증권의 종류에 따라 권리의 이전 및 행사
에 증권의 소지를 요하거나(화물상환증·창고증권·선하증권·무기명증권), 권리
의 이전에만 증권의 소지를 요하거나(기명주권) 또는 권리의 행사에만 증권의
소지를 요하는 것(기명증권)하므로 ‘권리의 발생·이전·행사의 일부’에 증권의
소지를 요한다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고 한다. 무기명증권과 지시증권을 협의
의 유가증권, 기명증권을 광의의 유가증권으로 볼 수 있다고 한다.
146) 정찬형, 전게서, 28쪽
147) 견해대립에 관하여는 정찬형, 611쪽 참조. 긍정설(石田滿, 商法Ⅳ(保險法).
1978)과 부정설(野津務, 保險契約法論, 1942)은 일본의 견해대립이며, 우리
나라에서는 일부긍정설이 통설이라고 한다.

- 49 -

의 경우 상법 제728조에서는 인보험증권의 필수적 기재사항으로서 피보
험자의 인적사항 및 보험수익자를 정한 때에는 그 인적사항을 기재하도
록 하고 있고(상법 제733조 제1, 2항),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할 때는 보험자에게 통지하여 아니하면 대항하지 못하며(상법
제734조 제1항), 특히 타인의 생명보험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으로 인하
여 생긴 권리를 피보험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나 보험수익자를
변경하는 경우 모두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상법 제731조
제1항, 제2항, 제734조 제2항). 따라서 인보험증권은 그 성질상 유통과
관련하여 지시식 또는 무기명식의 보험증권으로 발행될 수 없고,148) 비록
그러한 형식으로 발행되었다 하더라도 유가증권성을 인정할 수 없다.149)
우리법에서 보험금청구권은 보험계약 체결 사실을 증명하는 증
거증권일 뿐이고 유가증권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보험증
권은 양도성, 처분성이 없으므로 신탁재산으로 할 수 없고 보험금청구권
을 신탁재산으로 할 수 밖에 없다.
4. 신탁대상으로서 보험금청구권의 범위
가. 보험자의 지급책임의 내용 - 생명보험에서 금전급부와 현물급부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는 보험료의 지급을 약정하고 보험자는
보험사고의 발생을 조건으로 ‘보험금이나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유상‧쌍무계약이다(상법

제638조).150)151)

보험자의

보험금지

148) 정찬형, 전게서, 610쪽
149) 양승규, 전게서, 133, 134쪽, 장덕조, 전게서, 143쪽, 정찬형, 전게서, 610쪽,
山下友信, 保險法 第3版保證訂版, 2015, 269, 270面
150) 상법 제638조는 종전에 “일정한 보험금액 기타의 급여”라고 규정하였으나
2014. 3. 11. 법률 제12397호로 개정하면서 “일정한 보험금이나 그 밖의 급
여”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개정이유에는 이에 대한 설명이 없고 단순한 용어
의 정비로 보인다. 같은 때 상법 제727조 인보험의 경우 “보험계약의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액 기타의 급여”에서 “보험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
이나 그 밖의 급여”로, 제730조 생명보험의 경우에는 “약정한 보험금액”에서
“약정한 보험금”으로 개정되었고, 제737조 상해보험은 “보험금액 기타의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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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은 보험사고의 발생을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보험사고가 생기지 아니
하고 보험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구체적인 보험금액의 지급 없이 보험계
약관계가 종료된다. 따라서 보험자의 지급책임의 법적 성질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위험급부설(危險給付)과 금액급여설(金額給與說)이 대립한다. 위
험급부설은 보험자의 책임은 위험부담을 약속하고 담보하는 것이라는 견
해이고, 금액급여설은 보험자는 보험사고의 발생을 조건으로 대체로 금액
으로 지급하는 것을 주채무로 할 것을 약속한 것이라고 보는 견해로서
독일에서 지배적인 견해이다.152) 위험부담 자체는 보험자가 부담하는 주
채무가 아니라 보험계약의 목적이고 상법 규정의 문언과도 반하므로 금
액급여설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보험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보험금이나 그 밖의 급여’는 어떻게
정해지는가. 상법전은 보험목적에 따라 보험을 크게 손해보험과 인보험
으로 나누고 있는데, 손해보험은 보험사고로 인하여 생길 피보험자의 재
산상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고(상법 제665조), 인보험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관하여 보험사고가 생길 경우에 보험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
라 보험금액 기타의 급여를 하기로 하는 보험이다(상법 제727조).153)
그대로이며, 신설된 제739조의2 질병보험의 경우 “보험금이나 그 밖의 급여”
라고 규정하고 있다. 손해보험은 상법 제665조에서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한
다고 정하고 있다. 향후 상해보험의 경우도 용어를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151) 미국에서는 보험계약을 편무계약으로 보는데,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지급하
지 아니한 때는 보험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뿐 법적으로 그 지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한다고 한다(양승규, 전게서, 83쪽)
152) 양승규, 전게서, 82쪽
153) 손해보험은 보험자가 지급하는 보험금의 급부방식을 기준으로 하는 개념이고,
인보험이란 보험사고의 객체를 기준으로 하는 개념이므로 양자는 구분기준이
다르므로 보험을 손해보험과 인보험으로 구분하는 것은 타당한 것은 아니다
(박기억, 정액보험계약에 관한 소고, 법조, 2003, 120~121쪽, 양승규, 전게
서, 33쪽). 보험사고의 객체에 따라 보험을 구분하면 인보험에 대립되는 개념
은 물건보험 내지 재산보험이다. 인보험 중 상해, 질병보험 등에서는 보험사고
로 피보험자가 지출한 치료비 또는 휴업보상비 등을 지급하는 손해보험의 성
질을 띠고 있는 것이 있다. 보험금의 급부방법을 기준으로 손해보험계약에 대
립하는 것은 보험사고시 실손해액과 관계 없이 당사자간에 약정된 금액이 지
급되는 정액보험계약이 되어야 한다(양승규, 전게서, 33~34쪽, 정찬형, 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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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험은 생명이 보험목적인 생명보험과 신체가 보험목적인 상해보험,
질병보험으로 나누어지고 생명보험은 보험사고가 사망인 사망보험과 보
험사고가 생존인 생존보험으로 나뉜다.154)
손해보험은 피보험이익을 요하므로(상법 제668조155))156) 미리
정한 금액을 상한으로 보험사고 발생시에 실제로 발생한 손해액에 따라
비정액 보상방식만 가능하다. 보험금액(sum insured)은 보험자가 보험
을 인수하여 보험사고가 생긴 때 지급하기로 약정한 보험자의 보상한도
액을 말하고, 보험금(insurance benefit)은 보험자가 사고 발생으로 구체
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금액이다.157) 따라서 손해보험계약에서는 보험금
이 보험금액 보다 적거나 같다.
생명보험의 경우 “피보험자의 사망, 생존, 사망과 생존에 관한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하는데(상법 제730조)
서, 501~502쪽)
154) 한기정, 전게서, 692쪽
155) 상법 제668조(보험계약의 목적) 보험계약은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이익에
한하여 보험계약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156)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함으로써 피보험자가 손해를 입게 되는
경우에 그 목적에 피보험자가 가지는 경제적 이해관계. 물건보험에서 피보험
이익은 ‘보험계약의 목적’이라고 표현한다. 보험계약의 대상인 재화로서 ‘보험
의 목적’과 구분된다(상법 제666조 제1호, 제675조, 제678조, 제679조).(양승
규, 전게서, 195쪽)
157) 양승규, 전게서, 147쪽, 한기정, 전게서, 41쪽. 손해보험은 피보험자에게 발생
한 재산상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므로(상법 제665조) 이득금지의 원칙(실손
보상의 원칙, principle of indemnity)이 적용되어 피보험자는 보험목적에 대
해 일정한 경제적 이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를 피보험이익(insurable
interest)이라고 하고 상법에서는 ‘보험계약의 목적’(상법 제668조, 672조)이
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이익에 한하여 보험계약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상법 제668조). 피보험이익을 금전적으로 산정 또는 평
가한 액수를 보험가액이라고 하며, 보험가액은 법정 보상의 한도액이다.
보험금액은 보험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약정한 보험자의 보상한도액을 가리킨
다(대법원 2002. 5. 17. 선고 2000다30127 판결). 보험가액의 일부만을 보상
의 대상으로 하려면 보험금액이 필요하고, 보험료를 책정하는데 보험가액이
필요하다. 보험가액이 피보험이익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보험이나 중복보험이
될 수 있다. 보험가액을 한도로 사고의 발생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
여 보험자가 실제로 지급해야 하는 구체화된 금액이 보험금이다. 다만, 보험
금액은 보험자가 사고발생 후 지급해야 할 보험금의 액수라는 의미로도 사용
된다.(한기정, 전게서, 417, 433, 444, 4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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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사망, 생존을 금전적으로 환산할 수 없어 피보험이익을 산정할
수 없으므로158) 당사자가 미리 정한 정액보상만 가능하다.159) 따라서
보험자가 보험사고 발생시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이 보험금액이다.
상해보험은 “신체의 상해에 관한 보험사고가 생길 경우에 보험금액 기타
의 급여”를(상법 제737조), 질병보험은 “피보험자의 질병에 관한 보험사
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금이나 그 밖의 급여”를(상법 제739조의2) 지급
하는바, 정액, 비정액 방식 모두 가능하다. 정액보험에서 보험금액은 보
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자가 지급해야 하는 금액 자체이다.160)
보험자는

보험급부(보험급여)를

금전으로만

지급해야

하는가.

상법상 지급방법에 대한 제한은 없고 상법 제638조 보험통칙에서는 ‘일
정한 보험금이나 그 밖의 급여’를, 제727조 인보험 통칙에서는 ‘보험계
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이나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한다고 규정하
고 있으므로 반드시 금전으로 한정할 필요는 없고, 금전뿐만 아니라 현
물급여 또는 의료행위 등 그 밖의 급여도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
다.161)162) 판례는 보험업법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보험상품이란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 발생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
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으로 “‘그 밖의 급여’
158) 생명보험에서 피보험이익에 관하여는 제4장 제4절 3. 다. (1)에서 후술함
159) 생명보험을 변액보험(variable life insurance)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지급되
는 보험금은 보험자의 자산운용 성과에 따라 변동되므로 정액이 아닐 수 있으
나, 보험금액의 산정기준이 확정되어 있다면 손해액에 해당하는 금액이 아니
라는 점에서 정액보험인 것에는 변함이 없다. 보험금액이 물가지수에 연동되
게 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다.(山下友信, 前揭書, 483面)
160) 한기정, 전게서, 41쪽
161) 김은경, 보험계약법, 보험연수원, 2016, 355쪽, 박세민, 전게서, 255쪽, 양승
규, 전게서, 104쪽은 보험금 지급은 원칙적으로 금전으로 하지만 당사자 간에
현물 또는 기타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할 수 있다고 한다, 한기정, 480,
481쪽은 금전이나 현물 기타 급여도 가능하며 단지 계약의 당사자가 약정으
로 정하게 된다고 한다.
162) 보험자의 지급의무의 대상인 ‘보험금 및 그 밖의 급여’는 보험급여 또는 보험
급부로 부르는 것이 정확하다. 일본 보험법에서는 보험금 대신 ‘보험급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실무상 금전지급이 보통이므로 이하에서는 용
역 등 기타 급여에 대한 문제에서는 보험급여라 하고, 일반적으로는 보험금이
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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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포함되는 용역은 경제적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용역, 즉 위
험에 대한 보상으로서 원칙적으로 금전으로 급부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보험사 내지는 고객의 편의 등을 위하여 금전에 대한 대체적 의미에서
용역이 제공되는 경우만을 의미”란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도10457 판결).163) 화재보험표준약관 제12조에는 건축, 소리
또는 현물의 보상으로서 보험금의 지급에 대신할 수 있음을, 채무이행보
증보험표준약관과 제6조와 신용보험표준약관 제6조는 보험금 지급에 갈
음하여 현물의 보상이 가능함을 규정하고 있다. 현물지급이 금전지급보
다 도덕적 위험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164)
위와 같이 ‘그 밖의 급여’로서 현물급여가 가능할 것이나, 생명
보험의 경우에는 상법 제730조에서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한다고만 규
정하고 있으므로 현물급여가 가능할지 의문이 제기된다. 보험법에 보험
에 대한 정의조항을 둘 것인지, 둔다면 통일적인 정의조항을 둘 것인지
보험종류에 따라 여러 조항을 둘 것인지는 입법정책의 문제이다.
일본에서는 정액보험에 현물급여를 인정할 것인지 오랜 논란이
있었다. 종래 일본상법 제673조는 우리 상법처럼 생명보험자가 “일정한
금액”을 급부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2007년 8월 일본의 보험법 제정
을 위한 법제심의회 중간시안에서는 생명보험계약 및 상해질병정액보험
의 급부를 ‘일정한 금전의 지급(기타 일정한 급부)’으로서 ‘노무와 역무
(서비스 등)제공 등 금전 이외의 방법에 의한 정액의 급부’가 포함되었
다. 고령화 사회에 새로운 사회적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동이 불편
한 노인의 주거지에 찾아가 개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나 노인홈에 입
주할 입주권을 부여 하는 것 등을 현물급부로 하는 제공하는 것이 현실
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보험계약은 비전형계약이므로 상법에
163) 보험업법의 경우에는 보험업법 제2조 제1호에서 보험상품이란 위험보장을 목
적으로 우연한 사건 발생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
정하는 것이라고 명시적으로 기재하고 있고, 생명보험상품, 손해보험상품, 제3
보험상품의 정의에 동일하게 ‘금전 및 그 밖의 급여’가 명시되어 있다.
164) 김성태, 보험법강론, 법문사, 2001, 255~256쪽, 4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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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생명보험계약 등을 금전급부로 한정한다고 하여 시장에 현물급부 상
품이 나올 수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보험업법의 규제를 받지 아니하
는 현물급부형 생명보험상품의 판매를 막지 못해 보험계약자가 방치되는
폐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165)
그러나 금융심의회 금융분과회 제2심의회 보고서인 「보험법개
정에의 대응에 대하여」(2008. 1. 31)에 따르면166) 생명보험계약과 상
해질병정액보험계약에서의 현물급부는 이론상 명확히 부정되는 것은 아
니지만 보험계약자보호와 보험회사에 대한 감독 및 규제라는 관점에서
우려되는 바가 커서 현행 법제를 유지하기로 하였다. 일본에서 특정보험
사업자가 전 생애에 걸쳐 개호보장 등을 하는 현물급부형 상품을 판매하
였다가 보험계약자 보호를 못하는 사태가 생겨 결국 2008년 업무폐지명
령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고, 현물급부를 장래에 적절하게 이행되
어야 하는데 이를 담보할 수 없으며,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가 가격변동
의 리스크를 떠안게 되고, 일본 보험업법상 현물급부형상품에 대한 규제
가 정비되지 않은 점 등이 그 이유였다.167) 결국, 2008. 6. 6. 상법에서
분리 제정된 보험법(법률 제56호, 2010. 4. 1. 시행) 제2조 제1호는 생
명보험 및 상해질병정액보험계약에서는 금전의 지불에 한정된다고 명시
하고 있다.168)169) 따라서 일본에서 전형계약으로서의 생명보험계약 및
165)
166)
167)
168)

遠山聰, “正額保險における現物給付”, 「保險學雜誌」, 第607号, 2009, 23~25面.
法制審議會 保險法府會 第23會 議事錄, 19面 이하
遠山聰, 前揭論文, 25~26面.
일본 보험법 제2조 (정의) 이 법률에서 다음 각 호의 용어의 의의는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보험계약 : 보험계약, 공제계약 그 밖에 어떠한 명칭인지에 상관없이 당사
자의 일방이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것을 조건으로 하여 재산상의 급부(생명보
험계약 및 상해질병정액보험계약의 경우에는 금전의 지불에 한한다. 이하
「보험급부」라 한다)를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그 일정한
사유의 발생가능성에 따른 것으로서 보험료(공제부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를 지불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169) 萩本修 編著, 
保險法立案關係資料, 別冊商事法務 No.321, 2008, 4, 71面, 김
형기(a), "일본 보험법의 제정경위 및 주요 개정내용", 보험법연구 2권 2호,
2008, 5쪽.
한편, 일본 보험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생명보험계약 및 상해질병정액보험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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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질병정액보험계약의 의의 내에는 금전 이외의 급부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에 대한 논의는 많지 않다. 약정한 금액가치
를 가진 것이면 그것이 현물급부라도 하더라도 ‘약정한 보험금’에 반한
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상법 제730조 ‘약정한 보험액’이 금전에 한정되지
않고 현물급부도 포함가능하다고 하는 견해가 있다.170) 생각건대, 생명
보험계약과 상해질병정액보험계약에서의 현물급부가 이론상 불가능한 것
은 아니지만 상법 통칙과 인보험 통칙에서 ‘일정한 보험금이나 그 밖의
급여’와 생명보험의 ‘약정한 보험금’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만큼 ‘기
타의 급여’나 ‘그 밖의 급여’는 의료용역 등을 포함한 현물급여를 의미하
고, 현행 상법상 생명보험의 급부인 ‘약정한 보험금’은 금전급부만을 의
미한다고 보는 것이 상법의 문언에 맞는 해석일 것이다.
2008년 개정 독일보험계약법에서는 손해보험, 생명보험, 상해보
험, 질병보험으로 계약유형을 열거하고 있지만 그와 같은 계약의 급부내
용을 정의하고 있지는 않고 정액보험에서 현물급부가 불가능하다고 정면
에서 규정하지는 않다. 그러나 독일, 일본을 포함한 다른 나라들에서 정
액보험에 대하여 현물급부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곳은 없다.171) 우
리나라에서도 실무적으로 생명보험표준약관도 금전만을 보험금 지급방식
으로 전제하고 있다. 생명보험은 특히 장기보험이므로 장래에 현물급부
가 적절하게 이행되는 것을 담보할 수 없으며, 고객이 실질적으로 필요
로 하는 현물급부가 변화할 수도 있고,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가 가격변
동의 리스크를 떠안게 되므로 금전만을 지급방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
약에 대해 현물급부가 인정된다고 하는 해석도 있다. 이 견해는 일본 보험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은 전형계약으로서의 보험계약을 정의한 것이며, 전형계약
으로서 위치하지 않았다하여 현물급부를 보험급부의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 보
험계약으로서 일률적으로 금지된다고는 할 수 없다고 한다고 한다(김형기(b),
"일본 신보험법과 국내 상법과의 비교 고찰", 보험법연구 3권 2호, 2009, 152쪽)
170) 한기정, 전게논문, 96쪽은 개정 전 상법 제730조 ‘약정한 보험금액’이 금전에
한정되지 않고 현물급부도 포함가능하다고 하며, 보험급부가 금전인 경우와
현물급부인 경우 모두 신탁법상 신탁재산이 될 수 있다고 한다.
171) 遠山聰, 前揭論文, 25~26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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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생각된다.
나. 보험금청구권신탁의 대상 - 생명보험과 상해․질병보험의 금전급부
보험금청구권신탁의 대상은 보험계약의 특성과 보험금청구권신
탁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현실적인 수요 내지 필요성 등을 모두 고려해
야 한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보험금청구권신탁은 본인의 능력상실이
나 사망에 따른 본인 또는 유족의 재산관리, 생활안정을 위한 것인데,
손해보험은 피보험자에게 발생하는 보험목적물에 대한 실제의 재산적 손
해를 전보하기 위한 것이므로(상법 제665조) 손해보험의 보험금청구권
은 신탁의 대상으로 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사람은 자신의 노후생활의 안정을 꾀하거나 실업 또는 사망한
경우 가족의 생계를 위한 보장을 필요로 하는데, 생명보험은 국가의 사
회보장제도로 충족하지 못하는 국민의 사적 보장의 중심을 이룬다. 따라
서 생명보험계약 체결의 목적은 피보험자의 노후생활과 수입의 감소, 피
보험자가 일찍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의 생활을 보장하는데 있다.172) 생명
보험은 피보험자의 사망, 생존, 사망과 생존을 보험사고로 한다(상법 제
730조). 사망보험은 피보험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보험금을 지급하며,
피보험자의 사망의 시기를 묻지 아니하고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책임을 인
정하는 종신보험과 일정기간 안의 사망만을 보험사고로 하는 정기보험으
로 나뉜다. 생존보험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생존한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데 주로 생존연금보험이 활용된다. 생사혼합보험은 일
정기간까지 생존하면 생존보험금을, 사망하면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보험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고 만기보험금과 사망보험금에 차이를
두어 사고에 대한 보장성을 높이는 방식도 많이 이용된다.173) 피보험자
가 사망한 경우 그 사망보험금으로 유족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하여 사망
보험의 보험금청구권을 신탁하여 수탁자가 사망보험금을 관리, 운용하여
172) 양승규, 전게서, 443~444쪽
173) 양승규, 전게서, 446쪽

- 57 -

수익을 지급하도록 하는 방식의 보험금청구권신탁은 필요성은 매우 크고
미국과 일본에서도 가장 널리 활용되는 방식이다. 사망보험금청구권신탁
은 사후의 재산의 분배, 관리라는 측면에서도 그 필요성이 크다.174)
이뿐만 아니라 피보험자가 치매 등 질병, 상해로 인한 장애 등
으로 일시적으로나 장기적으로 재산관리능력을 상실하여 간병이나 생활
지원이 필요한데 가족이 없거나, 가족들도 치매, 장애 등으로 재산관리
능력이 없고 오히려 돌봄을 요하는 경우를 대비할 필요가 있다.175) 생존
보험금이나 상해보험금, 질병보험금을 신탁하면 피보험자 본인 또는 유
족의 재산관리, 생활안정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고령화
로 인하여 조기사망의 위험보다 장수리스크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으므로 치매보험이나 간병보험 등의 경우 신탁과 연계하면 활용도가
더욱 커질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치매나 중대질병, 장해로 인한 장기
간병보험이나 종신보험과 장기간병종신보험이 결합한 장기간병종신보험
의 가입이 증가하고 있다.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있어도 멀리 떨어져
있어 간병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고, 간병을 할 가족이 있더라도 이를
온종일 전담하여 수발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힘들기 때문에 장기
간병보험에 대한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장기간병보
험을 가입하고 보험금청구권을 신탁하여 본인이 치매나 중대질병, 장해
등으로 관리능력을 상실할 경우 수탁자가 적절한 의료기관, 요양기관선
택과 보험금의 관리 및 지급을 담보할 필요성도 함께 커질 것이다.
미국의 경우도 장기간병보험금(LTC)에 대해 수탁자가 전문관
리지식을 가지고 처리하고 이와 동시에 피보험자의 재산관리도 함께 하
174) 한기정, 전게논문, 81, 82쪽은 피보험자 사망으로 인한 경제적 수요를 제공하
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보고 사망보험계약상 사망보험금청구권을 신탁재산으
로 하는 생명보험신탁의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175) 권효상(a), 전게논문, 120쪽은 치매 등 질병을 앓는 노인을 가족이 보살펴야
한다는 윤리의식이 사회적으로 강하였으나 가족의 경우 전문적인 치료가 불가
능한 자가시설이 대부분이고 그 치료효과 또한 낮다는 점에서 전문적인 치료
요양시설에서 그러한 질병을 간호관리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는 쪽으로 인식
이 변하고 있어 전통적인 방식의 간병구조는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면서
장기간병보험의 신탁필요성을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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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방식으로 보험금청구권신탁이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생명보험신탁
은 생명보험의 보험금청구권(미국에서 생명보험증권)만을 신탁대상으로
할 수도 있고(무재원부 생명보험신탁), 다른 재산과 함께 신탁할 수도
있는데(재원부 생명보험신탁) 장기간병보험금청구권의 경우에는 독자적
인 신탁을 설정하기보다는 피보험자의 능력상실 및 사망에 대비하여 재
산을 신탁하면서 신탁재산의 일부로 포함시키는 경우가 대다수인 것으로
보인다.176) 신탁의 전문적인 관리능력을 가진 수탁자에 의한 재산관리
기능을 가진 다는 점을 고려하면 생명보험 중 생존보험(연금보험)도 보
험금청구권신탁의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는 없다고 보인다. 따라서 우리
나라도 사망보험금청구권만을 신탁재산으로 한정하기 보다는 성질에 반
하지 않는 한 여러 가지 보험계약의 보험금청구권에 대한 신탁가능성을
인정하고 그 중에서 실제 수요에 따라 신탁을 구성하고 신탁재산을 선택
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다만 질병, 상해보험 중 그때그때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는 손
해보험성격의 비정액보험금은 당장 필요한 치료비용을 충당하는 목적의
보험금이고 신속하게 수익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므로 이를 신탁의 대상으
로 하여 운용, 관리하는 것은 위 보험의 목적 실현에 부합하지도 효율적
이지도 않다. 그보다는 정액의 보험금이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분쟁, 신
탁법상 이해충돌 등의 문제를 발생시킬 우려가 적고, 수탁자가 이들 수
취하여 운영, 지급하여 신탁의 목적을 실현하는데 보다 적합할 것이다.
따라서 보험금청구권의 신탁대상으로 적절한 것은 생명보험과 상해, 질
병보험의 보험금청구권 중 정액보험의 보험금청구권이라고 보인다. 사망
보험금이나 치매간병보험금 등의 정액보험은 고령 화사회에 대비한 복지
신탁의 대상으로서 그 필요성이나 활용가능성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5. 소결론
보험금청구권신탁은 보험계약의 보험금청구권을 신탁재산으로 하
176) 권효상(a), 전게논문, 1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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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신탁이다.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하여 현실적으로 수령한 보험급부는
보험수익자의 고유재산으로 바로 귀속되어 버리므로 구분하여 관리할 수
없고 피상속인 또는 유족의 채권자의 강제집행에서 자유롭지 못하며, 사
망보험금의 경우에는 신탁 여부를 강제할 수 없으나 보험금청구권을 신
탁하게 되면 위탁자가 수익자의 다른 재산과 구분되어 독립성을 유지하
고 위탁자의 의도대로 사후의 재산설계가 가능하다. 보험금청구권을 신
탁하고자 하는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영미와 달리 보험증권이 유가증권이
아니므로 보험증권이 아니라 보험금청구권을 신탁재산으로 하여야 한다.
손해보험의 경우 피보험자의 재산상 손해를 전보하고자 하는 계
약이므로 보험금청구권을 신탁재산으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사망
보험은 피보험자 사망 후 유족의 생활안정 및 지원을 도모할 수 있으므
로 신탁의 대상으로 활용하기 적절하다. 생명보험 중 생존보험, 상해보
험, 질병보험은 피보험자의 능력상실시 피보험자 본인과 가족의 생활안
정을 도모할 수 있는 점에서 신탁의 대상으로 역시 신탁대상으로 적절하
다고 보인다. 특히 장기간병보험 등은 고령화, 핵가족 경향에 그 필요성
이 매우 크다고 보인다.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여러 가지 보험계약의
보험금청구권에 대한 신탁가능성을 인정하고 그 중에서 시장의 수요에
따라 금융상품을 구성,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제3절 보험금청구권신탁의 법적 구성
1. 영미 신탁과 우리나라 신탁의 차이점
먼저, 영미의 신탁이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륙법계 국가에 수용
되는 과정에서 양 법계의 근본적이 차이로 인하여 영미의 신탁과 우리나
라나 일본의 신탁 사이에는 소유권의 개념, 신탁방식, 수익권의 법적 성
질 등에 차이가 있다.177)
177) 안성포(b), 전게논문, 29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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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법계와 달리 영미법계에는 법률행위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
에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신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며,178) 전통적으로 신
탁이 계약과 구분되는 별개의 법현상으로 이해되어 왔다. 영미에서의 신
탁은 위탁자의 신탁설정의사와 신탁재산, 그리고 수익자를 요소로 하며,
위탁자의 일방적인 신탁설정의 의사표시와 신탁재산 이전에 의해 신탁이
성립한다.179) 미국 UTC §401(1)도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계약이 아
니라 재산의 이전(transfer)에 따라 신탁이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
다.180) 그리고 신탁을 설정하는 행위를 양도행위(conveyance)인 재산처
분(disposition of property)으로 보며 물권법의 영역으로 본다.181) 이에
따라 종래부터 신탁설정방법 중 하나로 신탁선언(declaration of trust)182)
이 인정되었다.
그리고 일단 신탁이 성립되면 수탁자와 수익자 사이의 신임관계
가 중심이 된다. 계약에서는 계약당사자가 중심이 되지만, 신탁에서는
위탁자가 자신의 의사로 신탁을 설정하면서 그에 구속되는 재산을 출연
함으로써 존재의의를 다하고 수탁자와 수익자의 관계가 중심이 되기 때
문이다.183) 수탁자는 수익자를 위하여 신임관계에 기하여 신탁재산을 관
리할 의무를 부담하며, 신임관계는 계약에 기하여 발생한 것이라기보다
178) 안성포(b), 전게논문, 300쪽
179) Pettit, op.cit. p.48, pp.102~104, 안성포(b), 전게논문, 300쪽, 최수정(a), 전
게서, 175쪽
180) UTC Section 401. Methods of Creating Trust. A trust may be created by :
(1) transfer of property to another person as trustee during the settlor's
lifetime or by will or other disposition taking effect upon the settlor's
death;
(2) declaration by the owner of property that the owner holds identifiable
property as trustee; or
(3) exercise of a power of appointment in favor of a trustee.
181) 이계정, 전게논문, 116쪽. Res 2nd는 "신탁의 성립은 계약이라기보다는 신탁
재산을 대상으로 한 수익권의 이전으로 파악해야 한다"고 설명한다(the
creation of a trust is conceived of as a conveyance of the beneficial
interest in the trust property rather than a cintact).(Res 2nd §197 cmt. b.)
182) Pettit, op.cit. pp.104~105, UTC §401
183) 최수정(a) 전게서, 17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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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위탁자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유권의 분할 관계에서 형성된 것이다.184)
물론 신탁은 유연성을 특징으로 하며 당사자의 합의를 통해 다
양한 유형의 신탁을 만들어낼 수 있고 신탁의 법률관계의 내부적인 면을
조정할 수 있으나, 장래에 신탁을 설정하기로 하는 약속은 '신탁을 설정
하기로 하는 계약(trust agreement)'으로서 신탁과 구별되는 계약법상
문제이다.185)
반면, 우리법에는 그러한 구분이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 신탁법
에서는 신탁의 설정행위(당사자 간에 신탁이라는 법률관계를 성립시키는
행위)를 신탁행위라고 부르고 있다.186) 그리고 신탁법 제3조는 신탁행
위로 단독행위인 신탁선언과 신탁유언, 계약인 신탁계약을 인정하고 있
다. 신탁계약이란 위탁자가 수탁자와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그에게 특정
의 재산을 이전하거나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
산을 관리, 처분 등을 하도록 하는 데 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를 말하
고, 합의가 이루어지면 신탁이 성립한다.187)
이후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것은 신탁계약
의 이행의 문제일 뿐이다. 신탁계약을 체결하면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신
탁재산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는 계약상 권리를 가지게 되고, 이러한 채
권이 바로 신탁재산이 되므로 수탁자가 물권을 취득하지 않았다고 하여
신탁재산이 없는 신탁이라거나 신탁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할 수는 없
다.188) 따라서 미국에서는 보험금청구권신탁의 성립요건은 위탁자의 신
탁설정의사와 신탁재산인 보험증권,189) 수익자, 그리고 보험증권의 이전
184) 이계정, 전게논문, 113~114쪽
185) 박종찬, 전게논문, 9~12쪽, 이계정, 전게논문, 115~116쪽
186) 안성포(b), 전게논문, 310쪽은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개념설정은 대륙법계에
속하는 우리나라에서 영미법에서 발전한 신탁의 설정방식을 민법상의 기본개
념인 법률행위로 포함시켜 설명하려는 시도라고 설명한다.
187) 최수정(a), 전게서, 174쪽
188) 최수정(a), 전게서, 176~177쪽
189) 미국에서는 보험증권의 법적 성질을 유가증권으로 보다 보험증권을 신탁재산
으로 하나 우리나라에서는 보험증권이 증거증권에 불과하므로 신탁재산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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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만190) 우리나라에서는 보험금청구권이전은 신탁의 성립요건이 아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신탁의 철회가능성 내지 철회가능신탁을 논하거
나191) 미국의 철회가능신탁과 우리나라 신탁행위에서 철회유보를 혼용
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있으나192) 미국의 철회가능신탁은 우리나라에서
는 개념상 불가하며, 이와 구분하여 우리나라에서 위탁자에 의한 일방적
인 의사표시에 의한 신탁종료 사유는 ‘해지권의 유보’라고 부르는 것이
타당하다.193) 우리나라에서 신탁선언, 유언은 단독행위이므로 위탁자의
의사표시 및 법률이 정하는 각 요건을, 신탁계약은 위탁자와 수탁자 사
이의 의사표시의 합치만으로 성립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일단 유효하게
신탁이 설정된 후 위탁자가 장래에 향하여 신탁계약을 종료시키는 행위
는 신탁선언 및 유언신탁의 경우에는 ‘신탁 내지 유언신탁의 종료’에, 신
탁계약의 경우는 ‘신탁의 해지’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신탁법상 신탁행위에서 해지권 유보는 가능
한가. 신탁법 제3조 제2항은 신탁선언의 경우에 해지권을 유보할 수 없
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신탁계약에서 위탁자가 해지권을 유보할 수 있음
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볼 수 있다.194) 법무부 신탁법 개정안 해설에서
도 신탁행위로 해지권을 유보하는 것은 해석상 당연히 인정되며, 유언대
용의 생전신탁 외에는 일반 사법상 법리로 해결이 가능하므로 명시적인
규정을 둘 필요가 없어 개정법에서 별도로 근거규정을 두지 않기로 하였
다고 밝히고 있다.195) 다만, 신탁법 제98조, 제99조에서는 여러 유형의

190)

191)
192)
193)
194)
195)

볼 수 없고 보험금청구권을 신탁재산으로 하는 것은 제4장 제2절 3항에서 상
술한 바와 같다.
Flack v. Prudential Ins. Co. of America, 42 Misc. 2d 512, 248 N.Y.S.2d
323 (Sup 1964) 판결은 피보험자가 신탁을 설정하기로 하는 1935. 9. 3.자
계약에 따라(under agreement) 생명보험증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해야 했으나,
이전하지 않았으므로 보험금에 대한 권리는 피보험자의 상속인들에게 있다고
인정했다.
최동식, 신탁법, 법문사, 2006, 65쪽
신탁법 개정안 해설, 법무부, 2012, 36쪽
최수정(a), 전게서, 184쪽
최수정(a), 전게서, 184쪽
신탁법 개정안 해설, 전게서, 36쪽에는 ‘철회권을 유보’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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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종료사유를 정하고 있는데, 위탁자가 신탁의 이익 전부를 누리는
경우 위탁자가 언제든지 신탁을 종료할 수 있다고(신탁법 제99조 제2
항) 정하고 있는 외에 위탁자가 별도로 해지권을 유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위탁자에게 해지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따
라서 위탁자가 별도로 해지권을 유보한 경우에 신탁을 해지 내지 종료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196)
2. 미국의 보험금청구권신탁 법적 구성
미국에서 생명보험신탁은 매우 보편적이고,197)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198) 먼저, 위탁자가 아직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위탁자
는 자신을 장래의 수탁자가 될 은행 또는 신탁회사와 신탁을 설정하기로
하는 계약(trust agreement)을 체결하고, 보험회사에 대하여 수탁자와의
계약내용을 제시하면서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고 수탁자를 보험수익자로
하는 보험증권을 발급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보통이다. 신탁재산을 분
명히 특정하고 나중에 보험금 지급시 오인의 소지가 없도록 위탁자, 날
짜, 신탁을 설정하기로 하는 계약의 구분번호나 식별정보 등을 제시한
다. 보험증권에는 보통 신탁조건을 명시하지 않지만 원하는 경우에는 기
재하기도 한다.199)200) 보험증권에 수익자로 수탁자가 기재됨으로 인하
여 신탁이 성립하며, 신탁설정에 대한 형식적인 문구는 필요하지 않
다.201)

196)
197)
198)
199)
200)
201)

기재되어 있으나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해지권을 유보’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중기, 신탁법, 삼우사, 2007, 647쪽, 최수정(a), 전게서, 184, 185쪽
53 A.L.R.2d 1112, §2, 생명보험신탁이 매우 활발히 이루어지는데 반하여 소
송으로 연결되는 경우는 비교적 적다고 한다.
Res 2nd §84, comment b., Res 3rd § 40, comment b.
증권에 기재된 내용대로 신탁이 형성되지만, 반드시 형식적으로 엄격한 용어
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Finch v. Miller, 178 Ga. 37, 172 S.E. 25, 1933).
George T. Bogert, Trusts, §236
The trust may be created by the words of the policy, no formal language
being necessary. Finch v. Miller, 178 Ga. 37, 172 S.E. 25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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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위탁자가 수탁자 아닌 다른 사람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였고 보험의 수익자를 변경할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면, 위탁자는
보험증권의 수익자를 수탁자로 변경함으로써 신탁을 설정할 수 있다. 설
령, 보험계약에서 수익자를 변경할 권리를 가지고 있더라도 나중에 철회
불능신탁을 설정하면 보험의 수익자를 변경하는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된다.202) 보험증권상 급부가 피보험자의 상속재산에 지급될 수 있는
것이라면 피보험자가 유언으로 수탁자에게 유증할 수도 있다. 보험신탁
을 설정하려는 의사는 명백하기만 하다면 서면이나 구두로 가능하다.203)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증권에 신탁을 설정하는데 동의함으로써 신탁이
설정될 수도 있고,204) 보험수익자가 보험증권을 수탁자에게 양도함으로
써 신탁을 설정할 수도 있다.205) 보험증권을 양도하는 방식보다는 수탁
자를 수익자로 지정하는 방식이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된다.206)
위탁자가 보험료 지급재원을 신탁하고 수탁자가 보험에 가입하
는 것도 가능하다.207) 즉, 기존의 생전신탁 또는 유언신탁의 수탁자가
신탁증서나 신탁의 운용조항의 조건에 따라 생명보험에 가입하여 보험증
202) Mahony v. Crocker, 58 Cal. App. 2d 196, 136 P.2d 810 (1st Dist. 1943).
203) Where a policy is payable to the estate of the insured, the insured can
by his will make it part of his residuary trust, without expressly
mentioning the insurance. In re Seaton's Estate, 154 Fla. 446, 18 So. 2d
20 (1944).
Insured held policies payable to his administrators, executors or assigns
and bequeathed all his property to a trustee to hold in trust without
specifically mentioning the policies. It was held, that the policies passed
to the trustee. Pacific Mut. Life Ins. Co. v. Jones, 100 F. Supp. 466
(N.D. Fla. 1951).
204) Burgess v. Murray, 194 F.2d 131 (5th Cir. 1952), Quinlan v. Quinlan,
293 Ky. 565, 169 S.W.2d 617 (1943), 174 Misc. 1094, 22 N.Y.S.2d 236
(Sur. Ct. 1940), quoting text, § 142.
A trust of an insurance policy is shown where the insured secures the
agreement of the beneficiary of the policy to hold the proceeds in trust
for another, before the policy is issued. Childers v. Breese, 1949 OK
201, 202 Okla. 377, 213 P.2d 565 (1949).
205) George T. Bogert, Trusts, §236; 53 A.L.R.2d 1112, §2
206) 53 A.L.R.2d 1112, §2
207) 53 A.L.R.2d 11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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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을 신탁재산으로 포함시킬 수도 있다.208)209)
이때, 신탁의 수익자는 궁극적으로 생명보험으로부터 이익을 향
수하는 사람이므로 생명보험에 관하여 피보험이익이 있어야 한다.210) 영
미에서는 타인의 생명보험에 관하여 피보험이익을 요하므로 피보험자의
가족 등 피보험자의 생사에 이익을 가지는 사람만이 수익자가 될 수 있
기 때문이다. 수탁자가 보험금을 수령하게 되면 이를 관리, 운영하면서
선관주의의무 및 신탁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장기금 등의 형식으로 신
탁수익자들에게 지급한다. 이때 재량신탁이나 낭비자신탁 조항을 추가하
여 신탁수익자의 채권자로부터 집행당하는 것을 막을 수도 있다.
위와 같이 위탁자가 보험계약자가 될 수도 있고 수탁자가 보험
계약자가 될 수도 있는데 보험계약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보험료 지급재
원이 달라지고, 보험계약자가 수탁자인 경우 수탁자의 자기거래(selfdealing) 내지 이해충돌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보험계약자가 누
구인지는 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211)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미국에서 생명보험신탁은 위탁자나 다른
사람의 생명에 관한, 그들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증권을 그 신
탁의 유일한 자산으로 하는 무재원부 신탁(unfunded trust)과 보험증권
이 기본이되 유일한 것이 아닌 자산으로 포함하고 있는 재원부 신탁
(funded trust)으로 구분된다. 재원부 생명보험신탁은 위탁자가 보험금
208) George T. Bogert, Trusts, §236.
A life insurance policy may become trust property by virtue of the
purchase of a policy by the trustee of an existing living or testamentary
trust as an investment, where, under the trust instrument or the terms of
many trust investment statutes, such a practice is permitted.
209) Cal. Prob. Code Ann. § 16047(e); Fla. Stat. Ann. § 518.01 (funds
received from Veterans Affairs); Nev. Rev. Stat. Ann. § 163.275(1)(b);
20 Pa. Cons. Stat. Ann. § 7316 (trustee may retain insurance); Va. Code
Ann. § 64.2-105(B)(19) (trustee's power may be incorporated by
reference to the statute).
210) Chawla ex rel. Giesinger v. Transamerica Occidental Life Ins. Co., 2005
WL 405405 (E.D. Va. 2005)
211) 한기정, 전게논문, 9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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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 뿐만 아니라 보험료 지급재원으로서 일정한 재산을 신탁하고 수
탁자는 관리․처분에 따른 수익으로 보험료를 지급한다. 재원부 생명보험
신탁에서 위탁자는 보험료 지급재원으로서 일정한 재산을 신탁재산에 이
전할 의무가 있고 수탁자는 관리․처분에 따른 수익으로서 보험료를 지급
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조항이 포함된다. 그러므로 재원부 생명보험신탁
의 경우에는 보험증권이 신탁재산으로 귀속될 뿐만 아니라 그 전에 먼저
보험료 지급재원으로 일정한 재산이 신탁재산으로 귀속된다.
무재원부 생명보험신탁은 위탁자가 직접 보험료를 납입하는 것
으로 미국에서 대부분의 생명보험신탁은 무재원부 철회가능 생명보험신탁
(unfunded revocable trust)의 방식을 취한다고 한다.212) 무재원부이고
철회가능한 신탁 경우에는 수탁자는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나 보험료가
제대로 납부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수익자에게 보험료 연체 사실을 알려
야 할 의무가 없으나, 재원부 생명보험신탁인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하
고 보험의 효력이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할 의무가 있다.213) 무재원부 생
명보험신탁에서는 위탁자가 보험계약자가 될 수밖에 없고, 재원부 생명
보험신탁에서는 수탁자가 보험계약자가 되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
료도 직접 납입할 수도 있고 위탁자가 보험계약자이지만 보험료 지급을
수탁자가 대행하는 것도 가능하다.214)
장기간병보험과 같은 상해․질병보험 또는 생명보험과 혼합된 형
태의 보험도 위와 유사한 형태로 신탁이 이루어지며, 다만 생명보험신탁과
달리 보험증권이 신탁재산의 일부가 되는 재원부 신탁만이 이루어진
다.215)
미국의 경우 애초에 이러한 신탁은 조세와 관련된 이유로 설계
되었으므로 기본재원이 있는지 여부 및 철회가능 여부가 중요하다. 세법
212) George T. Bogert, Trusts, §236; 53 A.L.R.2d 1112, §2, Robert L.
Mennell, Sherri L. Burr/임채웅 역, 전게서, 270~271쪽
213) George T. Bogert, Trusts, §237
214) 53 A.L.R.2d 1112, §2
215) 권효상(a), 전게논문, 121쪽

- 67 -

규정들이 신탁과 관련된 거래에 관한 과세가능성, 생명보험료의 지급과
생명보험신탁의 수입과 공제를 세부적으로 규율한다.216)
3. 일본의 보험금청구권신탁 법적 구성
일본의 경우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신탁의 고유한 기능인 재산
관리기능보다 신탁은행의 금융기능이 활용된 집단신탁이 활성화되어 상
사신탁의 비율이 압도적이고 신탁업법에서 신탁재산의 종류를 한정하고
있었으며, 겸영법에서 예금을 취급하는 금융기관만이 신탁업무를 할 수 있
도록 제한하고 있었기에 보험회사의 신탁업무나 보험금청구권신탁은 이루
어지지 못했다. 2004년 신탁업법 전면개정 이후 신탁재산의 범위를 없앴
고, 일본 보험업법의 개정으로 생명보험회사가 자신이 지급하는 보험금에
관하여 신탁 인수를 행하는 업무, 즉 보험금 신탁업무를 행할 수 있다고
명시함으로써 2010년경부터 생명보험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신탁이 이루
어지고 있는데, 아직은 신탁의 형태나 이용이 제한적이다.
일본에서 보험금청구권신탁은 위탁자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사와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동시에 자신을 위탁자로 하고 그 보
험사와 연계된 신탁회사를 수탁자로 하여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그 신
탁회사를 보험수익자로 변경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위탁자가 사망하
면 보험사가 신탁회사에 사망보험금을 교부하고 신탁회사는 이를 운영하
면서 위탁자의 친족 등 신탁계약의 수익자에게 세밀한 보험금지급방식을
설계하여 정기정액을 지급한다.217)
현재 일본의 보험금청구권신탁은 보험금이 일정한 일반사망보험
216) Robert L. Mennell, Sherri L. Burr/임채웅 역, 전게서, 270~271쪽
217) 현재 일본에서 판매되고 있는 생명보험 신탁상품들은 그 내용이 유사하다. 생
명보험 신탁의 내용에 관하여는 아래 홈페이지와 미즈호 신탁은행 생명보험
신탁 상품설명서, 2016 참조
다이이치생명 주식회사 http://www.dai-ichi-life.co.jp/information/feeling.html
(2018. 6. 6. 방문)
일본 푸르덴셜생명 주식회사 http://www.prudential.co.jp/insurance/lineup/shintaku/
(2018. 6. 6.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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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을 대상으로 하며, 다만 사망보험금만 수익자를 신탁회사로 하고, 다른
의료특약 등 보험금은 일반 보험계약에서처럼 피보험자 본인이나 가족
등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여 그 지정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받도록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한다. 그리고 보험금이 일정한 일반사망보험금을 대상
으로 하고 계약시 사망보험금이 수익자별로 1,000만엔 등 일정금액 이
상인 경우에 한하며 보험계약대출 등으로 지급해야 할 보험금액이 500
만엔 등 지정된 금액 이하가 되는 경우 신탁이 소멸하도록 하고 있다.
신탁수익자는 위탁자의 배우자 또는 2촌 이내의 혈족이나 사회
복지법인, 학교법인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한 소정의 요건을 충족하는 단
체만을 수익자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수익자가 사망할 경우를 대비
하여 수익자를 연속으로 지정할 수 있고(제2수익자 지정가능), 수익자
또는 제2수익자가 사망한 경우 잔여신탁재산의 귀속권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잔여재산 귀속권리자 지정가능). 그리고 수익자 또는 제2수익자를
위하여 신탁재산의 일부 지출, 수취조건의 변경 및 해지에 동의할 수 있
는 재산교부지시권을 특정인에게 수여할 수도 있도록 하고 있다(지시권
자 지정가능).218)
일본의 경우 우리보다 먼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여 고령화, 핵
가족화에 대한 대비책으로서 복지신탁으로서 생명보험신탁, 후견신탁 등
의 연구, 활용을 하고 있고 앞으로 그 수요나 형태도 더욱 다양해 질 것
으로 예상된다.219)
4. 위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 체결 필요
위탁자가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가 된다면 보험계약은 자기의
보험계약이 되고, 수탁자가 보험계약자인 경우에는 위탁자를 피보험자로
218) 다이이치생명 홈페이지 http://www.dai-ichi-life.co.jp/information/feeling.html
(2018. 6. 6. 방문)
일본 푸르덴셜생명 홈페이지 http://www.prudential.co.jp/insurance/lineup/shintaku/
(2018. 6. 6. 방문)
219) 新井誠, 前揭書, 515쪽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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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든 제3자를 피보험자로 하든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불일치하므로
타인의 보험계약이 된다. 피보험자를 위탁자 아닌 다른 사람으로 하는
보험계약의 보험금청구권을 신탁하는 것이 가능한지, 특히 타인의 사망
을 보험사고로 하는 경우 피보험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위탁자를 피보
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한다.
타인의 생명보험에서 영미는 이익주의를 취하여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사망에 대한 피보험이익을 가질 것을 요하는데 반하여 우리
나라의 경우는 동의주의를 취하고 있음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타
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시에 피보험자
의 서면에220)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상법 제731조 제1항). 보험계약
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를 피보험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피
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상법 제731조 제2항). 보험
계약자가 계약체결 후에 보험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할 때도 피보험자
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상법 제734조 제2항, 제731조 제1항).221) 위와
같은 규정들은 상해보험과 질병보험에도 준용된다(상법 제739조, 제739
조의3). 이는 당사자 사이의 특약으로도 배제할 수 없는 강행법규이다
(상법 제663조).222)
220) 2017. 10. 31. 상법 개정(2018. 11. 1.시행)으로 피보험자 동의의사표시의 방
법인 서면의 범위에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제2
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본인 확인 및 위조·변조 방지에 대한 신뢰성을 갖춘 전자문서”를 포함하도
록 하였다. 전자금융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는 사회적인 현상을 반영한 것이다.
221)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양승규, 전게서, 453쪽). 피보험자의
동의를 요하는 것은 피보험자 아닌 자가 보험금을 노리고 피보험자를 살해할
위험성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상법 제734조 제2
항은 제731조 제2항이 아니라 제1항을 준용하고 있고, 피보험자의 인격적 이
익의 보호라는 관점에서 사람의 생사를 타인이 마음대로 보험에 붙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피보험자의 동의를 요하는 것이며,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생기는 경우에 실제로 보험금을 취득하는 것은 피보험자 본인이 아니라 그 상
속인이고 상속인도 피보험자의 입장에서는 타인이므로 피보험자의 동의를 요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노일석(a), "일본보험법과 우리 상법개정", 보험법
연구 3권 2호, 2009, 115쪽).
222) 대법원 1989. 11. 28. 선고 88다카33367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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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생명보험에서 피보험자의 동의는 보험계약을 성립시키려
는 의사표시가 아니라 피보험자가 자기의 생명이나 신체에 관하여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동의를 하는 의사의 표시로 준법률행위이다. 상대
방 있는 일방적 의사표시이므로 보험계약자나 보험자 어느 쪽에 하던 상
관없다.223) 상법 제731조 제1항에서 ‘보험계약 체결시에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계약 성립 전까지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보험계약은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224)
의사표시에 사기, 강박 등 하자가 있으면 그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민법 제110조). 피보험자가 청약서에 서명날인 함으로써 동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의사표시의 상대방은 보험계약자와 보험자 모두이
므로 어느 일방의 사기, 강박에 의하여 동의를 한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종래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는 계약 성립 전에는 철회할 수 있지
만, 일단 서면으로 동의하여 계약의 효력이 생긴 후에는 임의로 철회할
수 없고, 보험수익자와 보험계약자의 동의가 있으면 철회가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학설의 일반적인 견해이다.225) 판례도 원칙적으로 피보험자가
동의를 철회할 수 없지만, 회사가 이사로 재직 중인 사람을 피보험자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이사가 회사를 퇴직한 경우 서면 동의
할 때 기초로 한 사정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예외적으로 피보
험자가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고 인정하였다(대법원 2013. 11. 14. 선
고 2011다101520 판결).226)
223)
224)
225)
226)

양승규, 전게서, 453쪽, 노일석(a), 전게논문, 115쪽
양승규, 전게서, 454쪽
양승규, 전게서, 455쪽, 박세민, 전게서, 834쪽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다101520 판결은 “상법 제731조 , 제734조
제2항 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얻어 타
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보험계약의 효력이 생
긴 경우, 피보험자의 동의 철회에 관하여 보험약관에 아무런 규정이 없고 계
약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합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보험자가 서면동의를
할 때 기초로 한 사정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
수익자의 동의나 승낙 여부에 관계없이 피보험자는 그 동의를 철회할 수 있

- 71 -

그러나 2011. 1. 19. 개정된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6조 제2
항227)은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서면에
의한 동의를 한 피보험자는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 중에는 언제든
지 서면동의를 장래를 향해 철회할 수 있으며, 서면동의 철회로 계약이
해지되어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권을 신설하
였다. 동의는 타인의 사망보험계약 등에 내재하는 위험의 감경을 위한
것이므로 그러한 잠재적 위험이 현재화되는 등 피보험자가 동의를 철회
할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철회를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에서
도입되었다. 도박보험 방지 못지않게 도덕적 위험의 방지도 중요하며,
실제로 피보험자와 수익자간의 불화, 이혼 등 사정의 변경에 따라 동의
의 철회를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228) 따라서 개정된 생명보
험 표준약관에 따른 보험계약은 보험계약 성립 이후에도 피보험자가 서
면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수탁자가 보험계약자이고 위탁자가 피보험자가 되는 경우에는

다.그리고 피보험자가 서면동의를 할 때 기초로 한 사정에 중대한 변경이 있
는지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서면동의를 하게
된 동기나 경위, 보험계약이나 서면동의를 통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보험계약
체결을 전후로 한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와 피보험자 사이의 관계, 보험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치려고 하는 등으로 피보험자
의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 대한 신뢰가 깨졌는지 등의 제반 사정을 종
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甲주식회사
가 임직원으로 재직하던 乙등이 재직 중 보험사고를 당할 경우 유가족에게 지
급할 위로금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乙등을 피보험자로 한 보험계약을 체결하
고 乙등이 보험계약 체결에 동의한 사안에서,乙등이 甲회사에서 퇴직함으로써
보험계약의 전제가 되는 사정에 중대한 변경이 생겨 乙등은 보험계약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였다.
227) 현재 생명보험표준약관(2018. 3. 2. 개정) 제29조 제2항
228) 이현열, "개정 표준약관 개관", 보험법연구 4권 1호, 2010, 144~145쪽
일본의 경우에도 피보험자가 동의를 철회할 수는 없다고 보지만, 일본 보험법
제정 당시 제58조, 제87조로 피보험자가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보험계약자
에 대하여 보험계약의 해제를 청구하고 그러한 청구를 받은 보험계약자는 당
해사망보험계약이나 상해질병정액보험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노
일석(a), 전게논문, 1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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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자가 피보험자로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위탁
자가 신탁계약을 해지할 권한도 있으므로 동의 철회를 막을 필요성이나
실익이 없다. 다만, 위탁자가 피보험자로서 동의를 철회하면 자동으로
그 보험금청구권에 대한 신탁계약이 해지된다는 조항을 신탁계약에 명시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위탁자 아닌 제3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금청구권을 신탁한 뒤 피보험자인 제3자가 임
의로 보험계약체결의 동의를 철회하게 된다면 신탁계약의 안정성을 해하
게 된다. 그리고 보험금청구권신탁은 위탁자가 자신의 능력상실 또는 사
망 이후 본인이나 가족의 생활안정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위탁자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는 것이 취지에 적합하므로 위탁자 자신을 피보험
자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
5. 보험계약자와 수익자에 따른 유형별 고찰
미국과 일본의 보험금청구권신탁의 구조를 참조하여 우리 법에
서 보험금청구권신탁이 어떠한 구조로 가능한지 검토하면,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를 위탁자와 수탁자 중 누구로 할 것인지에 따라 네 가지 유
형이 가능하다.229)
가. (1)유형 - 위탁자가 보험계약자이자 보험수익자인 경우
위탁자가 보험계약자이자 보험수익자가 되는 방식이다.230) 위탁
자가 자신을 피보험자 겸 보험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이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위탁자로서 위 보험금청구권을 신탁재산으로 제
3자를 신탁수익자로 하여 수탁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한다.231) 위탁자는
신탁계약에 따라 자신의 보험금청구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할 의무가 있
고, 이에 따라 보험금청구권을 수탁자에게 양도한다(상법 제731조, 제

229) 한기정, 전게논문, 92~94쪽
230) George T. Bogert, Trusts, §236, 53 A.L.R.2d 1112, §2
231) 한기정, 전게논문, 9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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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9조).232)
(1)유형의

보험금청구권신탁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신탁법

및

자본시장법상 신탁재산으로서 적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이전의 보험금청구권을 양도할 수 있는지, 보험사고 발생 여부
등이 불확정적인 상태에서 신탁재산이 될 수 있는지, 자본시장법 제103
조 제1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신탁재산에 해당하는지 문제된다. 그리고
수탁자가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하여 보험급부를 수령한 경우 그 보험급부
도 신탁재산에 자동으로 귀속되는지 문제된다.
나. (2)유형 - 위탁자가 보험계약자이고 수탁자가 보험수익자인 경우
위탁자가 보험계약자이고 수탁자가 보험수익자가 되는 방식이다.233)
위탁자가 보험금청구권을 신탁재산으로 하기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
고, 이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자신을 피보험자로, 수탁자를 수익자
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미 체결된 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를
수탁자로 지정 또는 변경한다(상법 제733조 제1항, 제739조).234)
미국에서 보험금청구권신탁은 다양한 방식이 사용되고 있으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보험증권을 양도하는 방식보다는 수탁자를 수익
자로 지정․변경하는 방식이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된다.235) 일본은 현재
는 수탁자를 수익자로 지정하는 방식만 활용되고 있다.
(1)유형과 마찬가지로 보험금청구권을 신탁재산으로 할 수 있
는지, 수탁자가 수령한 보험급부가 신탁재산에 자동으로 귀속되는지 문
제된다. 그리고 (2)유형에서는 보험금청구권이 위탁자를 거치지 않고 보
험수익자인 수탁자에게 곧바로 귀속되므로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청구권자
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탁자가 될 수 있는지, 자신의 소유가 아닌 재산
에 대해서 신탁을 설정할 수 있는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보험수익자
232)
233)
234)
235)

George T. Bogert, Trusts, §236, 53 A.L.R.2d 1112, §2
George T. Bogert, Trusts, §236, 53 A.L.R.2d 1112, §2
한기정, 전게논문, 92, 93쪽
53 A.L.R.2d 11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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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지정 또는 변경을 신탁법 제2조의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
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한 것으로 볼 수 있
는지 신탁재산으로서 보험금청구권 귀속방법이 문제된다.
다. (3)유형 - 수탁자가 보험계약자이자 보험수익자인 경우
수탁자가 보험계약자이자 보험수익자가 되는 방식이다. 미국의
재원부 생명보험신탁에서와 같이 위탁자가 보험료를 납부할 재원을 신탁
재산으로 하여 수탁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수탁자가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재산의 운용방법으로서 위탁자를 피보험자로 하고 수탁자를 보
험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된다.236) 처음부터 보험료를 지급
할 재원을 최초의 신탁재산으로 신탁하며, 수탁자가 보험료 지급재원으
로 신탁받은 재산을 관리․처분하여 그 수익으로 보험료를 지급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신탁재산이 금전인 경우에 자본시장법은 금전의
운용방법을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등의 매수, 은행 등에의 예치,
금전채권 매수, 대출, 금전채권이나 실물자산, 무체재산권의 매수, 부동산의
매수 또는 개발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자본시장법 제105조 제1항). 우
리법에서는 보험증권의 유가증권성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보험증권은 자본
시장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증권에 해당하지 않고, 신
탁재산의 안전성·수익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현행 자본시장법 하에서는 위탁자가 보험료를
납부할 재원을 신탁재산으로 하여 수탁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수탁
자가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재산의 운용방법으로서 위탁자를 피보험자로
하고 수탁자를 보험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은 가능하지
않다. 그러나 신탁재산의 운용방법으로서 보험계약을 제외시킬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다. 입법의 불비로서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237)

236) George T. Bogert, Trusts, §236, 53 A.L.R.2d 1112, §2, 한기정, 전게논문,
93~94쪽
237) 김상훈, 전게논문, 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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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만약, 수탁자가 보험계약자로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데 그 상대방인 보험자가 수탁자와 동일인인 경우, 즉 보험회사가
신탁회사를 겸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고유재산
과 거래하는 것이 되어 자기거래(self-dealing) 및 이해상충(conflict of
interests)의 문제가 발생한다(자본시장법 제108조 제6호).
라. (4)유형 - 수탁자가 보험계약자이고 위탁자가 보험수익자인 경우
수탁자가 보험계약자가 되고, 위탁자는 보험수익자가 되는 방식
이다. 수탁자가 보험수익자를 위탁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위탁
자가 보험금청구권을 수탁자에게 양도함으로써 신탁재산으로 귀속시키는
것이다.238)
법논리적으로는 가능하지만, 보험수익자로 위탁자를 지정하였다
가 다시 보험금청구권을 양도하는 것은 불필요한 절차를 반복하는 것이
므로 비효율적이이며, 미국에서도 사용되지 않는 방식이다. 그리고 (3)
유형과 마찬가지로 수탁자가 보험계약자로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
는데 그 상대방인 보험자가 수탁자와 동일인인 경우에는 신탁재산의 운
용방법(자본시장법 제105조 제1항)과 자기거래 및 이해상충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자본시장법 제108조 제5호).
마. 소결론
미국과 일본의 예를 참조하여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를 위탁
자와 수탁자 중 누구로 할 것인지에 따라 유형화하면 보험금청구권신탁
은 (1)유형 - 위탁자가 보험계약자이자 보험수익자인 경우, (2)유형 위탁자가 보험계약자이고 수탁자가 보험수익자인 경우, (3)유형 - 수탁
자가 보험계약자이자 보험수익자인 경우, (4)유형 - 수탁자가 보험계약
자이고 위탁자가 보험수익자인 경우가 가능하다.
(4)유형은 법리적으로는 가능하지만 보험수익자로 위탁자를 지
238) 한기정, 전게논문, 9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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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였다가 다시 보험금청구권을 양도하는 것은 불필요한 절차를 반복하
는 것이므로 비효율적이고, (3)유형은 자본시장법은 신탁재산이 금전인
경우에 금전의 운용방법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고 보험계약체결은 제
외하고 있어 현행법 하에서는 불가하며, 미국에서도 실제 보험료지급재
원 전액을 처음부터 신탁하는 재원부 생명보험신탁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다. 보험금청구권신탁이 활발히 이용되고 있는 미국에서 (1)유형
과 (2)유형, 특히 (2)유형이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으며, 일본에도 (2)
유형의 형태로 보험금청구권신탁이 이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신탁법과
자본시장법하에서는 (1)유형과 (2)유형이 고려 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이하에서는 이와 관련된 쟁점들을 검토한다.

제4절 보험금청구권의 신탁재산성
1. 문제제기
보험금청구권신탁은 보험금청구권을 신탁재산으로 하는 신탁계
약을 말한다. 신탁재산이 되기 위해서는 특정가능하고 양도가능해야 하
는데 보험금청구권이 양도가능한 권리인지, 보험금청구권은 보험사고의
불확실성, 보험해지가능성 등으로 아직 구체적으로 발생하지 아니한 조
건부, 기한부 권리이며 추상적인 권리이므로 신탁재산성이 저해되는 것
은 아닌지 문제된다. 그리고 신탁법과 달리 자본시장법에서는 신탁재산
의 종류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보험금청구권이 자본시장법에
서 열거하는 신탁재산에 해당하는지, 보험금청구권을 신탁재산으로 한
신탁이 설정될 경우 실제로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수탁자가 수익자로서
보험급부를 수령하는 경우 그 보험급부도 곧바로 신탁재산에 귀속되는지
문제된다.
2. 신탁재산 적격
신탁은 수탁자가 보유하는 신탁재산에 관한 법률관계라고도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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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239) 신탁재산은 신탁의 성립요건은 아니나 수탁자에 대한 의무
를 부과하게 위한 전제가 되고 위탁자의 채권자로부터 강제집행을 방지
하기 위하여 위탁자의 고유재산과 분리․특정되어야 한다.240)
미국에서는

채권․물권,

유형․무형,

법적(legal)․형평법적

(equitable)을 묻지 않고 이전될 수 있는 것으로서 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신탁재산으로 인정된다.241) 영국에서도 채권․물권, 유형․무형, 법적․형평
법적을 묻지 않고 식별될 수 있는(identifiable) 것이라면 신탁재산으로
인정된다.242)
신탁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하는 것(신탁법 제2조)이므로 신탁재산은 특정되어야
하고, 특정된 신탁재산은 이전 또는 처분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신탁
재산은 위탁자가 처분하는 하나 또는 다수의 재산을 포함하는데, 신탁법
은 특별히 목적재산으로서의 신탁재산(trust fund)과 신탁재산에 속한
개별 재산(property)을 구분하지 않고, 개별 신탁재산의 종류에 대하여
도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243) 따라서 확정(특정)가능하고 양도
가능한 재산이라면 그 내용에 제한 없이 신탁재산이 될 수 있다.244)
가. 확정가능성(Certainty of subject matter)
신탁재산은 신탁의 필수적 요소로서 설정행위의 처분성에 비추
239) Scott/Fratcher, the Law of Trusts, 4th ed., Vol.Ⅰ, Little Brown and
company, 1987, p.52
240) 신탁법개정안해설, 전게서, 제32쪽
241) Res 3rd §40, 41, Robert L. Mennell, Sherri L. Burr/임채웅 역, 전게서, 219
UTC §103 (11) "Property" means anything that may be the subject of
ownership, whether real or personal, legal or equitable, or any interest
therein.
242) Penner, p.191, Pettit, p51
243) 최수정(a), 전게서, 235쪽
244) Penner, p.191, Pettit, p51, Jesse Dukeminier & Robert H.Sitkoff,
pp.413~414, Robert L. Mennell, Sherri L. Burr/임채웅 역, 전게서, 219쪽,
Any interest that is -may be put in trust. What is necessary is a
specifically identified interest in prop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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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그 범위를 확정할 수 있어야 한다. 신탁재산의 내용은 이후 얼마든지
변동가능하지만, 신탁설정 시에는 위탁자의 재산으로부터 분리하여 수탁
자에게 이전될 대상이 확정되지 않으면 안 된다.245) 신탁재산은 위탁자
의 재산으로부터 분리되어 수탁자에게 이전되어야 하는데, 수탁자로 하
여금 이전될 신탁재산을 확보하게 하고, 이전 후에 보관․관리․처분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대상이 되는 신탁재산이 특정되어야 한다. 만
약, 특정되지 않으면 위탁자 재산의 어느 부분이 신탁재산으로 집행할
부분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위탁자의 재산인 상태로 잔존하게 된다.246)
신탁상

정함이

개념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conceptual

uncertainty), 그 정함에 따른 재산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evidential
uncertainty),

그

소재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whereabouts

uncertainty)가 문제된다.247) 만약, 신탁계약을 체결한 위탁자가 생존하
고 있다면 그 의사를 재확인하여 신탁재산을 확정하면 되지만, 이미 사
망한 경우에는 의사를 재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때문에 신탁상의 정
함이 애매한 경우에는 신탁재산의 확정은 그 의사해석에 의할 수밖에 없
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당사자가 사용한 문언 자체보다 당사자의 의도
나 당시의 제반 상황, 거래관행 등을 고려하여 재산을 확정하여야 한다.
둘째, 다수의 재산에서 신탁재산이 될 특정의 물건 또는 권리를 가려내
기 위해서는 위탁자의 의사에 비추어 구체적인 사실이나 증거들을 파악
해야 한다. 셋째, 현재 재산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다는 사실만으로 곧
신탁이 설정될 수 없다거나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나중에 소재가 파
악되면 당해 재산을 관리, 처분하고 그 이익을 귀속시킬 수 있으면 신탁
은 유효하다. 그러나 위탁자의 의사에 비추어 수탁자의 주의의무에 따라
신탁재산을 확정할 수 있는 방법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을
확정할 수 없다면 신탁은 효력이 없다.248)
245)

최수정(a), 전게서, 241쪽, Pettit, p52 절대적이거나 산술적인
(certainty)이 아니라 확정가능성(workability)으로 족하다고 한다.
246) 이중기, 전게서, 96쪽
247) Penner, p.191~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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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성

신탁재산의 확정가능성은 위탁자에 의해서뿐만 아니라 제3자에
의해서도 충족될 수 있다. 위탁자는 신탁행위로 신탁재산을 지정하는 것
이 통례이나, 수탁자나 수익자로 하여금 위탁자의 재산 중 일부를 신탁
재산으로 지정할 수 있는 권한, 즉 신탁재산지정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도 신탁재산을 특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신탁법에서도 신탁재산지정권을
유보한 재량신탁 규정을 신설하였다(신탁법 제3조 제4항).
나. 양도가능성(transferable)
수탁자에게 이전되거나 위탁자의 처분행위에 의해 신탁재산이
형성되므로 신탁재산은 수탁자에게 이전될 수 있는 재산이어야 한다.
즉, 신탁재산은 양도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모든 권리는 원칙적으로 양
도성을 가지나, 재산이 성질상 또는 법률규정에 의해 양도가 제한된 것
은 신탁재산으로 할 수 없다(민법 제449조).249)
부작위채권과 채권자가 바뀌면 하여야 할 이행의 내용이 달라지
는 채권,250) 채권자가 변경되면 권리의 행사에 커다란 차이가 생기는 채
권,251) 특정채권자와의 사이에 결제가 되어야 하는 채권252), 특정채권에
종된 채권,253) 등은 그 재산의 성질상 양도성을 인정할 수 없다.254) 법
률이 양도를 금지하고 있는 경우 중 소송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양도
는 신탁법 제7조가 유추적용되어 무효라 할 것이나,255) 다만, 연금청구
권(공무원연금권 제32조, 군인연금법 제7조, 국민연금법 제54조), 재해
보상청구권(근로기준법 제89조) 등은 법률에 의해 양도가 금지되나 그
248)
249)
250)
251)

252)
253)
254)
255)

최수정(a), 전게서, 241~242쪽
최수정(a), 전게서, 242쪽
예를 들어, 계약에 기한 부양청구권
예를 들어, 사용차주의 채권(민법 제610조 제2항), 임차인의 채권(민법 제
629조 제1항), 위임인의 채권(민법 제682조 제1항),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
등기청구권(대법원 2005. 3. 10. 판결 2004다67653, 67660 판결)
예를 들어, 상호계산에 산입된 채권(상법 제72조 이하)
예를 들어, 보증채권(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다21509 판결)
지원림, 전게서, 1266쪽[4-305]
대법원 2002. 12. 6. 2000다421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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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는 연금수급권자인 위탁자 본인이나 가족의 생활보장 및 부양을 위
하여 양도를 금지하는 것이므로 위탁자나 그 가족만을 수익자로 하는 신
탁의 경우에는 금지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채권에 대한 양도금지특약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
므로(민법 제449조 제2항 단서) 위탁자가 채무자와의 사이에 그 채권을
양도하지 않기로 합의하더라도 수탁자가 이에 대하여 선의, 무중과실이
라면 채권을 신탁재산으로 취득할 수 있을 것이다.256)
위탁자는 신탁설정시에 현존하는 특정 재산을 수탁자에게 이전
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민법은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나 기한
부 권리도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음
을 명시하고 있다(민법 제149조, 제154조).257) 조건부 권리나 기한부
권리도 처분이 가능하므로 신탁재산으로 할 수 있다.
장래채권의 경우에도 신탁 가능한지 견해가 대립되는데, 신탁재산
이 될 수 있는 재산은 현존하고, 이전 가능해야 하므로 장래채권은 신탁
재산이 될 수 없다는 견해가 있다.258) 그러나 채권을 양도하기 위해서는
특정되어 있거나 특정 가능한 것이어야 하는바, 채권의 동일성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거나 특정될 수 있다면 장래의 채권의 양도도 가능
하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259) 판례도 원칙적으로 장래 채권의 양도를 부
정하지만 “장래 매매계약의 해제시 발생할 원상회복채권과 같이 채권양
도 당시 특정할 수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가능성을 상당한 정도로
기대할 수 있다면” 그 양도성을 긍정한다(대법원 1997. 7. 25. 선고 95
256) 판례는 제3자의 중대한 과실을 악의와 마찬가지로 보아 양도금지특약에 대하
여 선의이지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한다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5336, 5343 판결).
257) 민법 제149조(조건부권리의 처분 등)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
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
제154조(기한부권리와 준용규정) 제148조와 제149조의 규정은 기한 있는 법
률행위에 준용한다.
258) 홍유석, 신탁법, 법문사, 1999, 79, 80쪽
259) 지원림, 전게서, 1269쪽([4-305]), Res 3rd §40, 41, Robert L. Mennell,
Sherri L. Burr/임채웅 역, 전게서, 219~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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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21624 판결 등). 신탁설정 당시 이전하고자 하는 신탁재산을 특정할 수
있으면 신탁재산이 아직 현존하지 않는 경우에도 신탁을 설정할 수 있
고, 수탁자가 위탁자나 유언집행인에게 그 청구를 강제집행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된 재산이라면 신탁을 설정할 수 있다고 본다.260)261)
3. 보험금청구권의 양도성
가. 보험금청구권 양도 가능여부에 대한 논의
신탁적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확정(특정)가능하고 양도가능한
재산이어야 하므로 보험금청구권의 신탁적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보험
금청구권의 확정성(특정성)과 양도가능성이 인정되어야 한다.262) 보험사
고가 발생하기 전의 보험금청구권을 양도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견
해가 대립한다.
보험금청구권의 양도성을 부정하는 견해는 보험금사고 발생 전
에는 보험금청구권은 미발생의 추상적․잠재적 권리에 불과하고, 특정인의
신체나 사망을 담보로 보험수익자의 지위를 전전유통시키는 것은 보험의
선의성에 반하며 도덕적 해이를 일으켜 보험사기를 양산할 수 있다고 하
260) 이중기, 전게서, 100쪽, 최수정(a), 전게서, 242쪽
261) Robert L. Mennell, Sherri L. Burr/임채웅 역, 전게서, 219~221쪽에 따르면,
Brainard v. Commissioner(1937) 사건에서 “주식시장에서의 거래에서 장래
얻을 모든 이익”을 신탁하고자 한 경우 아직 재산이 아닌 대상물(not yet
property)은 신탁의 목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신탁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Speelman v. Pascal(1961) 사건에서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영화 ‘마이페어레이디’에 대한 공연 및 영화화 권리(the stage and
movie rights)로부터 나오는 이익 중 5%”를 신탁하고자 한 경우에는 장래의
이익 양도와 같은 것은 충분한 신탁재산이 된다고 하였다. Brainard v.
Commissioner(1937) 사건의 경우 신탁 당시 특정하거나 확정할 수 없는 장래의
막연한 기대나 희망에 불과하기 때문에 신탁이 무효가 된 것으로 생각된다.
262)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보험금청구권을 신탁하기 위해서는 보험금청구권을
수탁자에게 양도하는 방법과 보험수익자를 수탁자로 지정․변경하는 방법, 수탁
자에게 보험의 재원을 신탁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보험에 가입하게 하는 방법
이 가능한데 권리귀속방법으로서 어느 형식을 택하던지 불문하고 우선적으로
보험금청구권의 양도성이 인정되어야 보험금청구권을 신탁재산으로 하는 신탁
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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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보험금청구권의 양도가 불가하고 본다.263)
부분적으로 긍정하는 견해는 보험사고 발생 이후에는 보험수익
자의 보험금청구권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양도 등은 당연히 허용
되며, 보험사고 발생 이전에는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수익자 변경권이 있
는지 여부가 기준이 된다고 본다.264)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수익자 변경권
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수익자가 지정되었더라도 보험사고 발생 전까지
보험수익자의 보험금청구권 취득 여부는 확정적이지 않으므로 보험수익
자의 권리가 확정되기 전에는 보험사고 발생 이전에 보험수익자가 일방
적으로 보험금청구권을 양도할 수 없다고 본다.265) 이를 허용하면 보험
계약자의 보험수익자 변경권이 무력화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반대로, 보
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면서 변경권을 포기하여 보험수익자 변
경권이 없는 경우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청구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였
으므로 보험금청구권 양도가 가능하다고 본다.266)
나. 조건부채권으로서 양도가능한지 여부
263) 김성태, 전게서, 261~262, 844쪽, 장덕조, 전게서, 458쪽
264)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 변경권 유보 여부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
우에,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의 변경을 유보하였거나 보험수익자가 보험사
고 발생 전에 사망한 경우를 제외하면(상법 제733조 제2항, 제3항) 이미 지
정된 보험수익자의 동의를 얻어야만 변경할 수 있다 견해가 있다(양승규, 전
게서, 459쪽). 그러나 민법 제541조에서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일단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여 제3자의 권리가 생긴 후에는 임의로 이를 변경소멸시키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다르게 우리 상법 제733조 제1항에서는 보험계
약자가 원칙적으로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권리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고, 2008
년 개정전 일본상법 제675조 제2항에서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 또
는 변경하는 권리를 유보하고 있는 경우를 예외로 전제하고 있는 것과는 점과
비교하면 보험계약자가 특별히 유보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지정·변경
권을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이상 지정·변경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김성태, 전게서, 845쪽, 한기정, 전게서, 729쪽, 상세한 논의는
양희석, “보험금청구권과 상속관련 법적 문제”, 보험법학회 제11권 2호, 2017,
223~224쪽). 실무상으로 국내 보험사들에서 판매하고 있는 보험의 청약서에는
보험수익자 지정변경권을 유보하거나 포기한다는 기재란은 두고 있지 않다.
265) 김은경, 전게서, 682쪽, 박세민, 보험법, 4판, 2017, 934쪽, 정찬형, 835쪽, 이
기수/최병규/김인현, 전게서, 350쪽, 한기정, 전게서, 728쪽
266) 한기정, 전게서, 7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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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수익자의 보험금청구권이 조건부 권리인지, 단순한 기대권
인지 여부에 따라 보험수익자의 보험금청구권에 대한 양도, 질권설정,
압류, 파산재단에의 편입, 상속 등 가능 여부, 침해가능성, 보험계약자의
채권자나 파산관재인이 보험수익자의 지정을 취소 또는 부인할 수 있는
지 여부가 달라진다.267)
(1) 기대권설
보험사고 발생 이전 보험수익자의 지위는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구체적인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한다는 기대권에 불과하다는 견해가 있
다.268) 보험사고 발생 이전에는 보험계약자가 언제라도 보험계약을 해지
하거나 보험수익자 지정을 철회하고 새로운 보험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보
험료미납에 의해 보험계약이 실효되면 보험수익자의

보험금청구권이 소

멸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처럼 보험사고 발생 이전 보험수익자의 지위
가 기대권에 불과하다면 양도가 불가하다.269)
(2) 조건부 권리설
보험수익자는 지정과 동시에 조건부 권리를 취득한다고 본다.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은 민법 제539조의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질을
가진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우리 상법 제639조 제2항은 민법 제
539조 제2항과 달리 보험수익자는 수익자로 지정된 때부터 당연히 그
이익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수익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보험금청구권
을 취득한다는 것이 우리나라의 통설,270)271) 판례이다.272) 비록 보험계
267) 大森忠夫, “保險金受取人の法的地位”, 生命保險契約法の諸問題, 有裵閣, 1958,
4-5面,, 홍진희․김판기(a), 전게논문, 97쪽
268) 山下友信, 前揭書, 541面, 大森忠夫, 前揭論文, 34面.
269) 홍진희․김판기(a), 전게논문, 98쪽
270) 민법 제539조(제삼자를 위한 계약) ①계약에 의하여 당사자 일방이 제삼자에
게 이행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그 제삼자는 채무자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제삼자의 권리는 그 제삼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계약의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한 때에 생긴다.
상법 제639조(타인을 위한 보험) ①보험계약자는 위임을 받거나 위임을 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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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자나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고,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
자를 변경할 수도 있으므로 보험수익자의 지위가 확정적인 것은 아니지
만 단순한 기대권(expectancy)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고 보험사고 발
생을 조건으로 추상적인 조건부 채권을 취득하며 보험사고 발생시 구체
적인 채권이 된다고 본다.273) 보험금청구권을 조건부 권리로 보면서 보
험계약 관계가 유효하게 존속하고,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상 이익을 보
험수익자에게 주는 지정행위가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274)
이에 따르면 보험수익자가 지정 즉시 보험사고를 조건으로 하는
추상적인 권리를 취득하고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수익자 변경권이 없는 경
우에는 보험수익자가 그 추상적 권리인 보험금청구권을 처분할 수 있으
나, 보험수익자 변경권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사고 발생 이전에 보험수익
자가 보험금청구권을 양도할 수 없다고 보는 견해가 다수이다.275)
보험수익자는 즉시 지정변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추상적인 수
익권을 취득하고 단지 보험사고 발생시에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
을 뿐이며, 보험수익자 변경권이 없는 경우는 물론이고 변경권이 있는
경우라도 보험사고 발생 전에 이러한 조건부 권리를 양도, 입질할 수 있
고 다만 변경권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의 처분권에 의해 제한을 받
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큰 의미가 없다는 견해도 있다.276)

271)
272)
273)
274)
275)
276)

아니하고 특정 또는 불특정의 타인을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생략)
②제1항의 경우에는 그 타인은 당연히 그 계약의 이익을 받는다.(생략)
박세민, 전게서, 934쪽, 양승규, 전게서, 457쪽, 정찬형, 전게서, 835쪽, 한기정,
전게서, 727쪽, 홍진희․김판기(a), 전게논문, 99-100쪽
대법원 1981. 10. 6. 선고 80다2699 판결, 대법원 1982. 1. 12. 선고 80다
2967 판결 등
양승규, 전게서, 457쪽
홍진희․김판기(a), 전게논문, 100쪽, 大森忠夫, 前揭論文, 14面.
김은경, 전게서, 682쪽, 박세민, 전게서, 934쪽, 정찬형, 전게서, 835쪽, 이기
수/최병규/김인현, 전게서, 350쪽, 한기정, 전게서, 728쪽
정진옥(a),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계약상의 권리귀속관계", 상사법논총(下),
형설출판사, 1996, 24, 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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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판례의 태도
판례는 보험금청구권을 조건부 권리로서 양도성을 인정하고 있
다. 대법원 2001. 6. 15. 선고 99다72453 판결은 보험수익자가 수출어
음보험금청구권을 양도하였는데 보험사고가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것이어
서 보험자가 양수인에게 이를 대항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례에서 “보험
금청구권은 보험자의 면책사유 없는 보험사고에 의하여 피보험자에게 손
해가 발생한 경우에 비로소 권리로서 구체화되는 정지조건부 권리이고,
그 조건부 권리도 보험사고가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하
여 조건 불성취로 확정되어 소멸하는 것이라 할 것인데, 위와 같은 보험
금청구권의 양도에 대한 채무자의 승낙은 별도로 면책사유가 있으면 보
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취지를 명시하지 않아도 당연히 그것을 전제
로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더구나 보험사고 발생 전의 보험금청구권
양도를 승인함에 있어서 보험자가 위 항변사유가 상당한 정도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존재하지도 아니하
는 면책사유 항변을 유보하고 이의하여야 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보
험자는 비록 위 보험금청구권 양도 승인시에 면책사유에 대한 이의를 유
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보험계약상의 면책사유를 주장할 수 있다”라고
하여 보험금청구권이 정지조건부 권리로서 보험사고 발생 전에 보험금청
구권 양도가 가능하고 판시하고 있다.
그리고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다13887 판결은 보험수
익자가 보험금청구권과 보험료환급금청구권 전부에 질권을 설정한 사례
에서 “보험금청구권은 보험자의 면책사유 없는 보험사고에 의하여 피보
험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비로소 권리로서 구체화되는 정지조건부
권리이고, 그 조건부 권리도 보험사고가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하여 조건 불성취로 확정되어 소멸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
와 같은 보험금청구권의 양도 또는 질권설정에 대한 채무자의 승낙은 별
도로 면책사유가 있으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취지를 명시하지
않아도 당연히 그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아야”한다고 판시하여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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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발생 전에 보험금청구권양도 뿐만 아니라 질권설정도 가능하다고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때 “보험자가 비록 위 보험금청구권 양도 승낙
시나 질권설정 승낙시에 면책사유에 대한 이의를 보류하지 않았다 하더
라도 보험계약상의 면책사유를 양수인 또는 질권자에게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면책사유의 경우에는 보험자가 채권양도 또는 질권설정
승낙시에 면책사유 발생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단언할 수 없는
것이지만, 보험료 미납이라는 사유는 승낙시에 이미 발생할 수 있는 가
능성이 있다는 점을 보험자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보험료 미납을 이유로 한 해지 항변은 보험자가 이의를 보류하
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질권설정을 승낙한 경우에는 양수인 또는 질권자
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다.”고 한다.
보험금청구권의 양도성을 인정한 위 판결들은 손해보험계약의 보
험금청구권에 관한 것이고 인보험의 보험금청구권을 양도한 사안에 대한
판결은 찾을 수 없다. 조건부 권리로서 보험금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손
해보험이나 인보험이나 동일하므로 손해보험의 보험금청구권 양도성이
인정된다면 인보험의 경우에도 보험금청구권의 양도성을 인정할 수 있다
고 보인다. 다만, 인보험의 경우 실제로 보험금청구권 양도가 문제되는
경우는 별로 없는데, 보험금청구권 양도가 필요한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와 동일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의 지정‧변경의 방법을 택하고,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와 다른 경우에도 보험계약자가 언제라도 보험
수익자 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보험수익자가 보험계약자 동의
없이 보험금청구권을 양도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
된다.
(4) 외국의 경우
독일의 경우 보험수익자의 철회불능 지정이 있는 경우에만 보험
금청구권 양도가 가능하므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
할 수도 있으나,277) 이는 법규정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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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보험계약법 제159조는 취소할 수 있는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자는 보
험금청구권을 보험사고 발생시에 취득하고, 취소할 수 없는 보험수익자
로 지정된 자는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때에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
다.278) 따라서 독일에서는 철회가능한 지정의 경우에 보험수익자는 보험
사고의 발생 이전에는 권리를 취득할 것이라는 단순한 취득기대를 가지
는데 불과하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보험사고발생 이전에는 보험수익
자의 보험금청구권 처분가능성이 없고, 다만 보험수익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는 기대적 지위를 향후 자신에게 귀속될
보험금청구권을 양도하는 방법으로는 처분할 수 있다고 본다.279) 그러나
우리 상법 제639조 제2항은 타인을 위한 보험을 체결하는 경우 그 타인
은 당연히 이익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수익자 지정·변경에 관한 상
법 제733조에서도 보험수익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구
분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스위스의 경우 보험계약자가 보험증권상에 철회권의 포기를 명
기하고 이 보험증권을 보험수익자에게 교부한 때는 보험수익자는 철회불
능의 수익권을 가진다.280) 통설, 판례는 철회가능한 지정이 있는 경우에
도 보험수익자는 지정과 동시에 단순한 기대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계약자에 의한 지정철회를 해제조건으로 하고, 보험수익자가 보험사
고시점에 생존해 있을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청구권을 지정 즉시 취득
277) 김철봉, “보험금청구권신탁/특별부양신탁을 중심으로”, 신탁포럼 월례발표집,
금융투자협회, 2013, 406, 407쪽
278) 독일 보험계약법 제159조(수익자 지정) ①의문이 있는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
험자의 동의 없이 제3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하고 또 그와 같이 지정된 제3자
에 대신하여 다른 자를 정할 수 있는 권한을 유보한 것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②취소할 수 있는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제3자는 보험자의 급부에 대한 권리
를 보험사고의 발생시에 취득한다.
③취소할 수 없는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제3자는 보험자의 급부에 대한 권리
를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때에 취득한다.
(독일보험계약법의 해석은 노일석(b), “보험수익자의 지정변경”, 금융법연구
제7권 제2호, 2010, 197~198쪽 참조)
279) 정진옥(a), 전게논문, 6, 7쪽
280) 스위스 보험계약법 제77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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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고 본다. 다만, 이론적으로는 보험사고발생 이전에 위 조건부 권리
를 양도, 입질할 수 있으나, 생명보험계약상 청구권을 처분할 때는 보험
증권의 교부를 해야 하므로281) 실제적으로는 처분할 수 없다고 한
다.282)
일본 보험법의 경우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제3자를 위한 생명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수익자는 수익의 의사표시 없이도 당연히 생명보험
계약의 이익을 누린다고 규정하고 보험수익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구분하지 않는다.283) 일본의 경우 통설적 견해는 보험사고
발생 전보다도 먼저 보험계약의 효력발생 시점에 있어서 보험금 수취인
은 조건부 보험금 청구권을 취득한다고 해석하고 있고, 일본 판례도 조
건부 권리로서 양도나 압류의 대상이 되고 파산재단에 속한다고 하여 통
설적 견해와 같은 판단을 하고 있다.284) 최고재판소 1965년 2월 2일 판
결(民集 19巻1号1面)285)에서는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사망보험금 청
구권에 대해서, “보험금 수취인으로서 그 청구권 발생 당시의 상속인인
개인을 특별히 지정한 경우에 이 청구권은 보험계약의 효력발생과 동시
에 상속인의 고유재산이 되고, 피보험자(겸 보험계약자)의 유산으로부터
이탈하고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판시하고, 이어서 “제3자를 위
한 생명보험계약의 사망보험금 수취인은 해당 계약의 성립에 의해, 해당
계약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것을 정지 조건으로 하
는 사망보험금 청구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281) 스위스 보험계약법 제73조
282) 정진옥(a), 전게논문, 11, 12쪽
283) 日本 保險法 第四十二条(第3者のための生命保険契約)、保険金受取人が生命保
険契約の当事者以外の者であるときは、当該保険金受取人は当然受けて生命保険
契約の利益を享受する。
일본 보험법 제42조(제3자를 위한 생명보험계약) 보험수익자가 생명보험계약
의 당사자 이외의 자인 때에는 당해 보험수익자는 당연히 당해 생명보험계약
의 이익을 누린다.
284) 山下友信, 前揭書, 541쪽, 大森忠夫, 前揭論文, 14面. 이지연, “파산수속에 따른
생명보험계약의 사망보험금 청구권의 귀속문제”, 월간생명보험, 2018. 1, 45쪽
285) 최고재판소 1961년(オ)제1028호 1965년2월2일 제3소법정 판결(民集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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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재판소 2016년 4월

28일 판결(民集 70巻4号1099面)286)

도 “이 청구권은 피보험자의 사망 전이라도 상기 사망보험금 수취인이
처분하거나, 일반채권자가 압류를 하거나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해석되
어, 일정한 재산적 가치를 지닌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따라서 파산
수속 개시 전에 성립한 제3자를 위한 생명보험계약에 따라 파산자인 사
망보험금 수취인이 소유하는 사망보험금 청구권은, 파산법 제34조 제2
항에서 말하는 ‘파산자가 파산 수속을 시작하기 전에 생긴 원인에 따라
행하는 장래의 청구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상기 사망보험금 수취인의
파산재단에 속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여 보험금청구권
을 조건부 권리로서 양도, 압류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287)
미국의 경우 1911년 연방대법원의 Grigsby v. Russel 판결288)
에서 보험사고 발생 전의 추상적 보험금청구권의 양도가능성을 인정한
이후 보험금청구권의 양도가 전면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위 판결은 아직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나 발생할 것이 확실시되는 사망보험금청구권의 재
산권성을 인정하였고, 그로부터 사망보험금청구권을 타인에게 매도하는
행위도 가능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5) 사견
상법 제639조 제2항에서 명시적으로 보험수익자는 지정과 동시
에 보험계약의 이익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막연한 기대권
이라고 볼 수는 없다. 생명보험의 종신보험의 경우 피보험자의 사망이라
286) 최고재판소 제1소법정 平成 28년 4월 28일 판결(民集 70巻4号1099面, 裁判
所時報1651)
287) 東京高決 2012년 9월 12일(金融法務事情 1963호 100쪽)과 札幌地判 2012년
3월 29일(判例時報 2152호 58쪽)은 “추상적 보험금 청구권은 차압이나 처분
이 가능한 재산이며, 파산 수속 개시 결정이 파산자의 재산에 대한 포괄적 차
압이란 성질을 가진다는 것을 고려하면, 그 효과가 추상적 보험금 청구권에
미치지 않는다고 해석할 이유는 없다.”고 하여, 추상적 보험금 청구권은 장래
의 청구권으로서 처분, 압류가 가능하다고 판시한 경우이다.
288) 222 U.S. 149(1911), 김이수, “우리법상 생명보험 매매의 필요성 및 양도방
식의 적절성에 관한 고찰”, 홍익법학 제13권 제3호, 2012, 605쪽

- 90 -

는 보험사고 발생은 확정되어 있고 기간만 알 수 없으므로 기한이 불확
정한 채권이고, 정기보험의 경우 보험기간 내에 피보험자가 사망할지 여
부는 확정되지 않은 사실이므로 조건부 채권에 해당하며, 상해, 질병보
험이나 손해보험의 경우 보험사고 발생 역시 불분명하므로 조건부 채권
에 해당한다.289) 보험금청구권은 보험사고 발생을 조건 또는 기한으로
하는 추상적인 채권이고 보험사고 발생시 구체적인 채권이 된다. 일반적
으로 계약의 이행이 완료되기 전에 무효, 취소, 해제, 해지될 수 있다고
해서 계약이행청구권을 조건부 권리라고 하지는 않는 것처럼, 보험계약
이 장기계약이기 때문에 일반 계약보다 더 위와 같은 사정의 변경 또는
보험계약자의 수익자 변경권 행사로 보험수익자의 지위가 불확정적이라
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유의 불발생 및 보험계약‧보험수익자 지정 유
지를 보험금청구권의 발생 조건이라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보험수익자의 지위가 불안정한 것과 권리성은 양립할 수 있기 때문이
다.290) 따라서 보험금청구권은 약관이 정하는 보험사고 발생을 조건 내
지 기한으로 하는 조건부 권리 또는 기한부 권리라고 할 것이다.291)
참고로, 민법에서 채권을 양도하기 위해서는 특정되어 있거나
특정 가능한 것이어야 하고, 채권의 동일성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특
정되거나 특정될 수 있다면 장래의 채권도 양도 가능하다.292) 판례는 사
회통념상 다른 채권과 구별하여 그 동일성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되
어 있다면 그 채권은 특정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양도채권의 종류나 금
액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어야 하는 아니라고 한다(대법원 1998.
5. 29. 선고 96다51110 판결). 그리고 장래의 채권 또는 조건부 채권이
라도 사회통념상 양도 목적 채권을 다른 채권과 구별하여 그 동일성을
289) 한기정, 전게논문, 99쪽도 종신보험과 정기보험을 각각 기한부 채권과 조건부
채권으로 구분하여 보고 있다.
290) 山下友信, 前揭書, 509-510面.
291) 보험금청구권은 조건부 또는 기한부 채권이지만 종신보험을 제외한 보험들은
모두 보험사고를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보험이므로 앞으로 간단히 조건부 권
리라고 한다.
292) 지원림, 전게서, 1269쪽([4-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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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할 수 있을 정도이면 그 채권은 특정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채권양도 당시 양도 목적 채권의 채권액이 확정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하
더라도 채무의 이행기까지 이를 확정할 수 있는 기준이 설정되어 있다면
그 채권의 양도는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여 채권의 양도성을
넓게 인정하고 있다(대법원 1997. 7. 25. 선고 95다21624 판결).
상법 제731조에서는 타인의 생명보험의 경우 보험계약으로 인하
여 생긴 권리를 피보험자 아닌 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보험계약 체결
시와 마찬가지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간접적으로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를 양도할 수 있음을 규정하
고 있다.293)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보
험금청구권이다.
그리고 민사집행법 제246조는 보험사고 발생 전의 보험금청구권
이 압류 가능함을 전제로 보험금청구권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보장성보험
의 보험금청구권의 그 압류범위를 일부 제한하고 있다.294) 이를 반대해
석하면 민사집행법이 정하는 압류금지의 범위를 초과하는 보험금청구권
은 압류가 가능하다.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청구권이 구체적으로
발생한 뒤에야 보험금청구권을 압류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실효성이 떨
어지므로 실무상으로 보험수익자의 채권자에 의한 보험금청구권 압류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때,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으로서 보험수익
자를 법정상속인 등으로 추상적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보험사고발생시를
기준으로 보험수익자가 확정되므로295) 보험사고 전에는 압류가 되지 않
293) 상법 제731조(타인의 생명의 보험) ①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
약에는 보험계약 체결시에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를 피보험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에도 제1항과 같다.
294)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 ①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7.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
험금(해약환급 및 만기환급금을 포함한다). 다만, 압류금지의 범위는 생계유
지, 치료 및 장애 회복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295) 상세한 논의는 양희석, 전게논문, 225쪽 참조. 대법원 2006. 11. 9.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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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보험수익자를 특정인으로 구체적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보험사고 전
에도 압류가 가능하다. 실무상으로도 위와 같이 경우를 나누어 이와 같
이 운용되고 있다. 당사자의 의사에 의한 양도 가능여부와 타인에 의한
강제집행 가능 여부 사이에 차이가 있다고 보기 힘들다.
부분적 긍정설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수익자 변경권이 있는 경
우에는 보험계약자의 보험수익자 변경권이 무력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보험사고 발생 이전에 보험수익자가 일방적으로 보험금청구권을 양도할
수 없다고 본다. 그러나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청구권을 양도하거나 보험
수익자의 채권자가 보험금청구권을 압류하여도 이로 인하여 보험계약자
의 수익자 변경권이 제한을 받는 것은 아니므로(상법 제733조 제1항)
보험금청구권은 수익자 변경권의 제한을 받거나 압류된 상태로 동일성을
유지한 채 양수인에게 이전되며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변경하면 위
양도나 압류 등은 효력을 잃을 뿐이라고 보인다.296) 위탁자는 신탁계약
도 해지할 수 있으므로 위탁자 겸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변경하는
것을 금지할 실익도 없을 것이다.
생명보험은 정액보험이고 상해, 질병보험은 정액일 수도 있고
비정액일 수도 있으나 양도 당시에는 금액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다른 채권과 구별하여 그 동일성을 인식할 수 있다. 보험금청
구권은 보험사고 발생을 조건 또는 기한으로 하며 특정성 있는 조건부‧
기한부채권에 해당하며, 상법 제731조에서 보험금청구권의 양도성을 간
접적으로 인정하고 있고, 민사집행법 제246조가 보험금청구권의 압류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보험사고 발생 전 보험금청구권을 양도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 보험
금청구권을 양도하기 위해서는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2005다55817 판결, 日最高判1965. 2. 2.(民集19-1, 1)
296) 정진옥(b),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에 관한 입법론적 검토”, 법학논총 제23권
제2호, 2011, 608쪽, 한기정, 전게서, 728쪽 각주55)는 보험사고 발생 이전
에 보험수익자 결정권은 보험계약자에게 귀속시킨다는 틀에 반하지 않고, 보
험수익자 지위의 변동가능성이 원칙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양수인 보호는 크게
고려할 문제가 아니므로 위와 같은 해석도 가능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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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제한이 있을 뿐이며(상법 제731조 제2항, 제1항), 보험금청구권 양
도 이후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변경하면 양도는 효력을 잃는다.
다. 보험금청구권 양도가 피보험이익 및 보험의 선의성에 반하여 불가
한지 여부(생명보험 정산거래와의 비교)
인보험에서 특정인의 사망이나 상해, 질병을 담보로 하는 보험
금청구권 수익자의 지위나 보험금청구권을 자유롭게 양도, 유통할 수 있
다면 피보험자의 고통으로 이와 무관한 타인이 보험금을 수취하게 될 수
있어 보험의 선의성, 윤리성에 반하고 보험금을 노린 범죄행위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보험금청구권 양도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있다.297)
(1) 이익주의와 동의주의
보험계약은 우연한 사고의 발생에 대비하여 경제적인 생활의 안
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선의성, 윤리성을 특징으로 하며 사행(射
倖)계약으로서 도박(wagering contracts) 등과 구별이 필요하다.298) 보
험의 목적에 대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함으로써 피보험자가 손해를 입게
되는 경우에 그 목적에 피보험자가 가지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피보험이익
(insurable interests)이라 하며, 손해보험의 경우 피보험이익을 필수적
요건으로 한다.299)
인보험의 경우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을 무제한으로
인정할 때는 도박의 목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고, 고의로 피보험자의
생명을 해할 우려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다. 이러한 타인
의 생명보험의 유효성에 관하여 영미는 피보험이익의 관념을 인정하여
타인의 생사에 관하여 어떠한 이익을 가지는 자만이 그 보험계약을 체결
할 수 있다는 이익주의를 취하고(利益主義),300) 독일, 프랑스, 스위스,
297)
298)
299)
300)

김성태, 전게서, 261~262, 장덕조, 전게서, 458쪽
양승규, 전게서, 193쪽
양승규, 전게서, 194~196쪽.
영국에서는 1774년 제정된 영국 생명보험법에서 피보험이익이 없는 보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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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인 타인의 동의를 요한다는 동의주의를 취하고 있다(同意主義).301)
우리 상법은 피보험이익을 ‘보험계약의 목적’이라고 하고 손해
보험에 관하여 보험계약은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이익에 한하여 보험
계약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한정하고 있고(상법 제668조) 생명보험
에서는 피보험이익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우리나라에서는 손해
보험에 관하여만 피보험이익을 요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며, 인보
험은 보험의 목적이 사람이고 보험사고는 사람의 생명·신체에 관하여 생
기는 것이어서 금전적인 평가가 있을 수 없고 초과보험·중복보험·일부보
험이 인정될 수 없으므로 손해보험과 달리 피보험이익의 관념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이다.302)
우리 상법은 상법 제731조에서 타인의 생명보험에 관하여 동의
주의를 취하고 있고, 상해보험과 질병보험의 경우 생명보험에 관한 규정
을 준용(상법 제739조, 제739조의3)하고 있다. 판례는 “상법 제731조
제1항은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 도박보험의
위험성과 피보험자 살해의 위험성 및 공서양속 침해의 위험성을 배제하
기 위하여 마련된 강행규정이고, 보험계약 체결시에 피보험자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도록 규정한 것은 그 동의의 시기와 방식을 명확
히 함으로써 분쟁의 소지를 없애려는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피보험자인
자에게는 보험증권의 발행을 금지했다. 미국도 영국의 영향으로 피보험이익을
요한다. ‘Warnock v. Davis'(1981), 'Grigsby v. Russel'(1911) 판결은 보험
계약자가 다른 사람을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피보
험이익이 필수조건이라고 보고 “피보험이익이란 피보험자가 생명을 유지함으
로써 합리적으로 혜택을 기대할 수 있는 관계, 즉 피보험자와의 혈연이나 결
혼 등으로 맺어진 관계에서 생겨나는 이익을 말한다. 피보험이익을 위반한 보
험증권은 공서양속(public policy)에 반한다”고 한다. 그러나 미국이나 영국에
서 보험계약을 유지하는 데는 피보험이익이 필요하지 않다는 판례들이 다수
존재한다.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할 때는 피보험이익이 필요하지만, 유지하는
데는 피보험이익이 존재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김해식, 전게논문, 69쪽)
301) 양승규, 전게서, 451-452쪽, 독일 보험법 제159조 제2항, 프랑스 보험법 L.
132-2조, 스위스 보험법 제74조. 한편, 미국 뉴욕주의 경우 동의주의와 이익
주의를 둘다 채택하고 있다(뉴욕주 보험법 제146조)
302) 양승규, 전게서, 193쪽,

- 95 -

타인의 동의는 각 보험계약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서면에 의하여 이루어
져야 하며, 포괄적인 동의 또는 묵시적이거나 추정적 동의만으로는 부족
하다”고 판시하고 보험계약 체결시에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가 없는 보험
계약은 무효이며 사후에 이를 보완할 수도 없다고 한다(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3다24451 판결).303)
다만, 우리나라도 입법론적으로는 인보험에서도 피보험자의 사
망, 상해 또는 질병 등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경제적인 부담이 늘어나고
그로 인해 경제적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이를 피보험이익이라고 볼 수
있고, 인보험도 손해보험과 마찬가지로 사행계약의 방지를 위하여 피보
험이익을 인정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피보험자와의 사이에
혈연관계, 부양관계 그 밖의 실제적인 경제적 이해관계를 요건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도 있다.304)
(2) 생명보험 정산거래와의 비교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미국에서는 보험사고 발생 전의 추상
적 보험금청구권에 대해서 재산권성 및 양도성을 전면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1980년대부터 보험계약자가 보유하고 있는 생명보험증권
을 판매하는 “정산거래” (life settlements)가 이용되고 있다.305) 보험계
약자는 더 이상 원치 않거나 재정적으로 곤란한 경우 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고 보험회사는 사전에 정해진 방식에 따라 해약환급금
(cash surrender value 또는 non-forfeiture value)을 지급한다. 정산거
래는 계약의 해지는 보험계약자가 보험증권을 발행한 회사에게 해당 보
303) 대법원 1996. 11. 22. 96다37084 판결,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3다
62125 등
304) 양승규, 전게서, 439, 440쪽, 김대웅, "생명보험에서의 피보험이익에 관한 연구",
보험법연구 제11권 제1호, 보험법학회, 2017, 154쪽
305) life settlements는 우리나라에서 전매거래 또는 정산거래로 번역된다. 전매거
래는 생명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판매한 생명보험증권을 보험회사가 아닌
제3자가 다시 매수한다는 의미에서 증권의 유통에 주목하고, 정산거래는 생명
보험증권의 가치를 정확하게 계산했다는 의미에서 증권의 가격에 주목하는 용
어이다.(김해식, 전게논문, 22~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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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증권을

되파는

과정이며

해약환급금이

생명보험의

유통시장

가격

(secondary market price)이라고도 보는 경제적인 관점에서 접근한다.
보험회사가 수요를 독점하고 보험계약자에게 일방적인 가격을 제시하는
기존 유통시장의 해약환급금 대신 정산거래에서는 정산시점에서 피보험
자의 건강상태와 기대여명을 반영한 보험증권의 공정가치(fair value)에
근접한 가격을 제시한다.306)
보험증권을 매입한 투자자는 생명보험계약의 계약자지위 및 이
에 따른 보험료 납부의무와 수익자 지위 및 보험금 수령권을 모두 승계
하고 피보험자가 사망하기 전까지 보험료를 보험회사에 계속 납부하여
보험계약을 유지하다가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여 투자금을 회수하게 된다. 보험계약자의 건강상태 등 사생활 침
해와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비판도 있으나, 보험계약자는 해약
환급금보다 높은 가격으로 보험증권을 팔아 의료비나 생활비를 조달할
수 있게 되고 그에 따라 사회 전체의 후생도 증가한다는 것이다.307) 정
산거래 초기에는 기대여명이 2년이 채 안 되는 시한부 에이즈 중증환자
들이 보유한 계약이 대부분이었는데 의학기술의 발달로 그 비중은 감소
하고 오히려 2000년대 들어 노후의 현금소유에 충당하려는 65세 이상
고령 인구 계층으로 확대되었다.308)
미국에서는 대다수 주에서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부실거래 및
투자사기에 초점을 맞추어 정산거래에 대한 규제를 마련하고 있고, 보험
회사들은 보험상품의 보완을 통해 정산거래에 대응하고 있다. 생존기간
이 얼마 남지 않은 시한부 중증환자들의 보험계약에 대하여 사망보험금
중 일부를 생전에 미리 지급하여 치료비 등에 쓸 수 있도록 하는 보험금
선지급특약(ADB: accelerated death benefits)이나 종신보험 등에 연금
306) 김해식, 전게논문, 24~25, 27~28쪽
307) 김해식, 전게논문, 27~28, 32쪽
308) 김해식, 전게 논문, 37~38쪽, 초기에는 저승 노잣돈이라는 의미에서 ‘viatical
settlements'라고 불렸으나 최근에는 ’life settlements'라는 용어가 보편적으
로 쓰이고, 혹은 ‘senior settlements'라는 표현도 쓴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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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특약 등을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2000년대 들어서는 보험회사들이
정산거래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는데, 직접 정산거래를 영위하거나 정산
거래와

주택연금을

혼합한

‘해약환급금초과

약관대출’(ECL:

extra

-contractual loans) 상품도 판매한다고 한다.309)
일본에서는 2004. 4. 최초의 생명보험전매회사가 설립되었고
2004. 12. 간암 판정을 받은 보험계약자가 위 회사에 최초로 생명보험
계약을 매매하였는데,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일본 역시 보험증권의 유
가증권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변경의 형
태로 이루어졌다. 보험약관에서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변경에는 보
험자의 동의를 요하고 있어서 보험계약자는 변경 동의를 요청하였는데,
보험회사는 생명보험은 유족의 소득 보장을 위한 것이므로 제3자의 소
유가 될 수 없고, 피보험자가 조기 사망할 경우 정산거래회사가 이득을
보는 구조는 살인사건 등을 초래할 위험이 있으며, 보험증권이 부당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될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동의를 거부하였다. 보험
계약자가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인명이 매매의 대상이 되는 것과
같은 사태나 사회일반의 생명보험제도에 대한 신뢰를 손상시킬 위험이
있으므로 보험계약상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승계하는 것에 대한 동의
여부는 보험회사의 재량이고 보험회사가 살인 등 범죄 위험, 부당한 저
가판매 위험 등을 이유로 동의를 거부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
니라고 판결했다.310) 일본의 학설은 견해대립이 있으나 다수의 견해는
위 판결을 지지하고 보험계약자의 지위변경에 있어서 보험자의 동의 내
지 승낙을 요한다고 보고, 실무적으로 도덕적 위험 방지를 위하여 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간의 혈연관계 등이 아닌 경우 합리적
이유가 없는 한 보험계약자의 지위 변경 신청을 거부하고 있다고 한다.311)
309) 김해식, 전게 논문, 58~60쪽
310) 김문재, “생명보험계약자의 지위의 양도-대상판결 東京高判 平成17(ネ)5613
號, 平 18. 3. 22, 민17部 判決-”, 상사판례연구 제21호 제4권, 2008
平成 18年 10月 12日, 第1064號 第1小法廷(判例時報 第1928號(2005), 133
面) 상고불수리 결정이 내려졌다.
311) 이승환, “생명보험전매에 관한 일본판례에 대한 고찰 -보험자의 동의를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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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도 2009년경 정산거래를 활성화할 목적으로 보험
증권의 주요내용 변경에 대한 보험회사의 거부권 행사를 제한하는 상법
개정안이 발의된 적이 있고 도입을 주장하는 몇몇 연구가 있었다. 우리
상법상 보험계약자의 지위양도에 관해서는 규정이 없으나 상법 제733조
제1항은 보험수익자 지정․변경을 보험계약자의 권리로 인정하고 있고,
상법 제663조는 보험편의 규정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수익
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종전 생명보험 표준
약관312)은 일본과 마찬가지로 계약내용 중 하나로서 ‘계약자 및 보험금
을 받는 자(보험수익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하
고 있었으나, 보험계약자의 보험수익자 지정․변경권을 부당하게 제한한다
는 비판을 고려하여 2010. 1. 29.에 개정된 생명보험 표준약관은313) 계
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계약자를 변경할 수 있고, 보험수익자의 변
경은 회사의 승낙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다만 대항하기 위해서는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보험수익자 변경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동의만
있으면 변경이 가능하며 보험사의 동의는 요하지 않는다. 그리고 표준약
관은 계약자 변경의 경우 보험자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
나, 이를 무제한의 재량이라고 볼 수는 없다. 변경할 수 있는 계약내용
으로 보험종목, 보험기간, 보험가입기간 등이 열거되어 있는 점을 고려
하면, 보험계약자가 임의로 이를 변경하는 것을 허용하면 새로운 보험상

으로-”, YGBL 제3권 제2호, 2011, 77~80쪽, 山下友信, 보험법, 504,
590面。
312)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5조 제1항
313)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20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보험종목
2. 보험기간
3. 보험료의 납입주기, 납입방법 및 납입기간
4. 보험가입금액 5. 계약자
6. 기타 계약의 내용
② 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회사의 승낙이 필요
하지 않습니다. 다만, 변경된 보험수익자가 회사에 권리를 대항하기 위해서는
계약자가 보험수익자가 변경되었음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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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구조를 만드는 결과가 되고 동일한 위험집단이라는 보험의 동일성을
해할 수 있으므로, 해당 보험상품이 보험종목, 가입기간, 보험기간 등이
변경가능한 경우에만 이를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자 하는 것이고 요
건에 해당한다면 보험회사로서는 보험계약자의 요청을 거부할 수 없다.
따라서 보험계약자의 지위의 양도도 이로 인하여 보험계약자가 예기치
못한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거나 양도의 합의가 공서양속 등에 반하는
등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점을 보험회사가 주장,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에 한해서만 보험자가 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314)
다만, 일단 보험계약이 체결된 뒤에는 보험회사는 누가 보험계약자 지위
를 가지던지 보험료를 지급받기만 하면 되고, 보험료지급채무는 강제할
수 없는 간접채무에 불과하므로 보험계약자가 변경된다고 해서 보험회사
가 예기치 못한 손해를 입을 우려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보험계약자 지위의 양도와 보험수익자 지위 양도(내지
보험수익자 변경)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생명보험전매거래가 우리나라
에서도 가능하다고 보인다. 다만, 이미 시한부 환자에 대하여 보험금선
지급특약,315) 종신보험의 연금전환특약, 보험료 납부유예제도 등을 제공
하고 있어서 정산거래가 도입되더라도 그 활용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
다.316)
(3) 사견
법문상으로 상법 제731조 제2항도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를 피보험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314) 김문재, 전게논문, 303~304쪽, 西原慎治, "生命保険契約者の地位の譲渡-東京
地裁平成十七年一一月一七日判決を契機として-"神戸学院法学35巻4号,
2006,
57-58面。
315) 보험금선지급특약은 암 등으로 사망이 확실시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경우
사망보험금의 50%를 먼저 지급하여 질병치료 또는 생활유지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약이다.
316) 김석영․김해식, “생명보험 정산거래와 한국 보험시장에서의 가용성”, 보험금융
연구 제21권 제3호, 2010, 6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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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바,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 중 대표
적인 것이 보험금청구권이므로 보험금청구권이 양도 가능함을 전제로 하
고 있다고 보인다. 사행계약인 보험계약에서 도덕적 위험(moral hazard)
을 감소시키기 위한 장치는 필요하지만, 이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는 보험계약상 권리의 재산적 가치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을 허용할 필요
가 있으며, 상법이 정하는 것을 초월하여 보험계약상의 지위나 보험금청
구권 양도를 금지하는 것은 상법 제663조의 보험계약자 등에 대한 불이
익 변경금지원칙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
미국의 경우에는 생명보험계약체결 당시에는 피보험이익을 요하
지만 추상적 보험금청구권을 양도하고자 할 때는 피보험이익을 요하지도
않으며 단지 권리 양수인이 고의적으로 보험사고를 유발한 경우 보험자
를 면책시키는 장치를 둘 뿐이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에는 상법 제731
조 제2항에 따라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보험금청구권 양도의 효
력이 인정되며, 권리 양수인이 고의적으로 보험사고를 유발한 경우 보험
자를 면책되므로 미국에 비해 추상적 보험금청구권 양도의 도덕적 위험
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있고 도덕적 위험의 문제점은 어느 정도 해결될
것이다.317)
더구나, 보험금청구권신탁은 피보험자의 생명․신체를 담보로 하는
보험금청구권을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와 무관한 제3자에게 전전유통하
는 것이 아니라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유족 등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
지는 사람을 신탁수익자로 하고 그 수익자를 위하여 보험금을 수취하여
관리, 지급함을 목적으로 하므로 보험의 선의성에 반하거나 보험사기를
양산할 우려는 없다고 보인다.
라. 소결론
보험금청구권은 보험사고 발생을 조건 또는 기한으로 하는 추상적
인 채권이고 보험사고 발생시 구체적인 채권이 된다. 보험수익자는 수익
317) 한기정, 전게서, 7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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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로 지정된 때부터 수익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보험사고를 조건 내지 기
한으로 하는 조건부‧기한부 권리인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하며, 보험금청구
권은 양도 당시에는 금액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다른 채
권과 구별하여 그 동일성을 인식할 수 있으므로 조건부‧기한부 권리로서
양도 가능하다.
상법 제731조 제2항도 보험금청구권 양도가 가능함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보험금청구권의 양도를 인정하더라도 타인의 생명보험인 경
우에는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받아야 양도 가능하므로 보험의
선의성을 해할 우려는 적다고 보인다. 게다가, 보험금청구권신탁은 피보
험자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보험금청구권을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와 무
관한 제3자에게 전전유통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계약자가 지정한 신탁수
익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므로 보험의 선의성에 반하거나 보험사기를
양산할 우려는 없다고 보인다.
4. 보험금청구권의 확정가능성 및 불확실성 문제
신탁재산이 되기 위해서는 특정가능하고 양도가능해야 한다. 보
험금청구권은 보험사고 발생을 조건 또는 기한으로 하는 확정성 있는 조
건부‧기한부 채권으로서 현존하는 채권이며 양도성이 인정된다. 다만, 보
험금청구권은 보험사고의 불확실성, 보험해지가능성 때문에 신탁재산성
이 저해되지 않는지 문제된다.318)
가. 철회가능 생명보험신탁에 관한 미국의 논의
미국에서는 보험사고가 불확정적이라는 이유로 보험금청구권의
신탁재산성을 문제 삼는 판례나 이론은 찾을 수 없다. 다만, 위탁자가
생명보험신탁을 해지함으로써 보험금청구권이 신탁재산으로부터 배제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상 약관대출을 받음으로써
보험금청구권이 축소되거나, 보험수익자를 변경함으로써 보험금청구권이
318) 한기정, 전게논문, 99쪽, 김이수, 전게논문, 6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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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재산에서 배제되는 등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신탁재산으로서의 불
확실성이 커서 신탁재산으로 할 수 있는지 논의가 있다.319)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미국에서 신탁은 철회가능 신탁과 철
회불가능 신탁으로 구분할 수 있고 생명보험신탁 역시 철회가능 생명보
험신탁과 철회불가능 생명보험신탁으로 구분할 수 있다. 미국에서 철회
가능 생명보험신탁은 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는 권리(the

right to

change the beneficiary of the policy), 위탁자가 생명보험신탁을 해지
할 수 있는 권리(the right to revoke the trust) 및 보험계약을 해지하
고 해지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the right to take the surrender
value of the policy), 보험계약상 약관대출을 받을 수 있는 권리(the
right to pledge the policy as security for loans)를 유보하고 있는 생
명보험신탁을 말하고, 철회불가능생명보험신탁은 위탁자가 그러한 권리
들을 유보하지 않은 생명보험신탁을 말한다.320) 위탁자는 신탁을 철회가
능한 것으로 또는 철회불가능한 것으로 설정할 수 있는데, 그러한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 UTC 제602조(a)는 신탁은 철회될 수 없다고 신탁조
항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신탁자는 당해 신탁을 철회
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321)322)
철회불가능 생명보험신탁의 경우에는 비록 보험료 납입 지체의
가능성은 있더라도 신탁재산성에 전혀 의문이 제기되고 있지 않다.323)
철회가능 생명보험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보험계약자의 의사에 따
라 신탁의 목적물이 배제, 축소 또는 소멸될 수 있어 수탁자의 신탁재산
이 불확실한 면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보험금청구권이 현존하는 권리
319) 한기정, 전게논문, 100쪽
320) Bogert/Bogert/Kove, op cit, §235
321) UTC §602. REVOCATION OR AMENDMENT OF REVOCABLE TRUST
(a) Unless the terms of a trust expressly provide that trust is
irrevocable, the settlor may revoke or amend the trust. This subsection
does not apply to a trust created under an instrument executed before
[the sffective date of this [Code]].
322) Robert L. Mennell, Sherri L. Burr/임채웅 역, 전게서, 267쪽
323) Bogert/Bogert/Kove, op cit,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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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 right)에 해당하지 않고 단지 기대권(expectancy)에 불과하므
로

신탁재산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일부

판례들이

있다.324)

Mayfield v. Fidelity & Casualty Co. of New York 사건에서는 보험계
약자가 동의 없이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 보험수익자의 이익
은 단지 기대(expectancy)에 불과할 뿐이고, 신탁수익자의 재산이 되는
신탁목적으로서 재산권(property right)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
다.325)
그러나 대다수의 지배적인 판결은 생명보험신탁에 대한 수탁자
의 권리를 현재의 유효한 권리로 인정한고 신탁재산성을 긍정한다.326)
Fahrney v. Wilson 사건에서 보험계약자가 동의 없이 보험수익자를 변
경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보험수익자의 이익은 단순한 기대
를 넘어서는 권리라고 판시하였고,327) Gurnett v. Mutual Life Ins. Co.
of New York 사건에서는 생명보험에서 수익자로의 지정은 피보험자 생
존 동안 철회하지 않는다면 피보험자 사망시 수익자의 권리가 확정되는
미완의 권리(inchoate gift)로서, 생명보험증권은 재산이며 신탁의 대상
재산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328) 그리고 몇몇 주들은 생명보험신탁
에 대한 법률들에서 명시적으로 철회가능 생명보험증권의 신탁재산성을
인정하고 있다.329)
324) Bogert/Bogert/Kove, op cit, §235 및 그 각주6 참조
325) 61 P.2d 83 (1936) Interest of beneficiary where insured has power to
change beneficiary without consent is an expectancy and not a property
right for purposes of a settlement of the beneficiary's property.
326) Bogert/Bogert/Kove, op cit, §235 및 그 각주7 참조
327) 180 Cal.App.2d 694 (1960) An interest under a life insurance policy is
an adequate trust res since it is more than a mere expectancy, even
though the insured has the power to change the beneficiary.
328) 191 N.E. 250 (1934) A life insurance policy is property and may
constitute the subject-matter of a trust …. The designation of a
beneficiary in a policy of life insurance creates an inchoate gift of the
proceeds of the policy, which, if not revoked by the insured in his
lifetime, vests in the beneficiary at the time of the former's death.
Res 2nd § 84, Comment b, Res 3rd § 40, comment b
329) Bogert/Bogert/Kove, op cit, §235 및 그 각주8 참조, N.Y. Est. Power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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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미국에서는 철회가능생명보험신탁의 경우에도 보험금청
구권의 신탁재산 적격을 인정하고 있다. 확정가능하고 양도가능한 재산
이라면 그 내용에 제한 없이 신탁재산이 될 수 있으므로 보험금청구권이
다소 불확실한 측면이 있다는 것만으로 신탁재산이 될 수 없다고 한다면,
이는 신탁재산의 범위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보는 것으로 신탁제도의 효
용을 감소시키고 활용을 제한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330)
나. 일본의 경우 보험계약의 불확실성과 신탁의 종료사유
일본에서도 보험금청구권이 불확실성의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보
험금청구권신탁을 인정하고 있으며 보험금계약이 종료하거나 보험금청구
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등을 신탁의 종료사유에 반영하고 있다. 즉, 일
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보험금청구권신탁의 종료사유는 크게 신탁계약에
발생한 사유와 보험계약에 발생한 사유로 구분할 수 있다.331)
우선, 신탁계약에 발생한 사유로 신탁이 종료되는 경우는 위탁자
가 생존하는 중에는 위탁자가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허용하고, 다만
이때 보험수익자를 수탁자 이외 다른 제3자로 변경하도록 하고 있다. 그
리고 약정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수탁자도 사임하거나 신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신탁의 수익자가 사망하고 제2수익자가 존재하
지 아니하는 경우, 사망보험금이 보험계약대출금 공제 등에 따라 500만
엔 등 일정금액을 하회하게 되는 경우에는 신탁계약이 종료되도록 하고
있다.
반대로, 보험계약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신탁이 종료되는 경우
로는 위탁자가 보험계약의 수익자를 수탁자 이외의 제3자로 변경하거나,
Trusts Law § 13-3.3; Wis. Stat. Ann. § 701.07.
330) 한기정, 전게논문, 101쪽
331) 미즈호 신탁은행 생명보험신탁 상품설명서, 2016 참조
다이이치생명 주식회사 http://www.dai-ichi-life.co.jp/information/feeling.html
(2018. 6. 6. 방문)
일본 푸르덴셜생명 주식회사 http://www.prudential.co.jp/insurance/lineup/shintaku/
(2018. 6. 6.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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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이 해지, 무효, 취소, 해제, 보험료 미납으로 실효, 기간만기 등
어떠한 사유로든지 종료되는 경우, 보험금청구권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
거나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신탁이 종료되도록 하고 있다.
다. 보험금청구권의 불확실성으로 신탁재산 적격이 인정될 수 없는지 여부
보험금청구권은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이전에는 추상적 권리이고
보험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구체적 권리로 변화하며, 그 구체화 여부가
불확실한 측면이 있다. 정기생명보험, 상해보험, 질병보험에서 보험기간
내에 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거나 질병이 발생할지 여부는 불
명확하다. 그리고 보험계약자가 보험료 납입을 중단하거나,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수도 있고, 약정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332)
일단 우리나라에서 해지불가 또는 보험수익자변경불가 특약의
보험계약 체결이 가능한지 문제될 수 있다. 상법상 보험계약자는 보험사
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보험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고(상법 제649조),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권리가 있다(상법 제733조
제1항). 이들 권리는 보험계약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에게 불
이익한 내용으로 변경할 수 없는(상법 제663조) 편면적 강행규정이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 변경권을 포기
할 수 있다. 보험약관대출의 경우에는 상법상 권리가 아니라 약관으로
정한 경우에만 계약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이므로(생명보험 표준약관 제
33조) 계약의 전체적인 내용을 고려할 때 보험계약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보험약관대출 신청권을 포기하는 것도 가능하다.
보험계약해지권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계약의 전체적인 내용
을 고려할 때 보험계약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포
기가 가능하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333) 보험계약해지불가 특약의 의미는
332) 한기정, 전게논문, 99쪽, 김이수, 전게논문, 2012, 620쪽
333) 한기정, 전게논문, 10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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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적이라고 보인다. 연금보험 등 일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한 사망보험
등 일반적인 보험계약은 일시납이 아니라 정기납이고 보험계약자의 보험
료납입채무는 강제집행할 수 없는 간접채무이므로 미국에서의 재원부 생
명보험신탁처럼 보험금청구권과 함께 보험료가 될 신탁재산도 함께 신탁
하는 경우가 아닌 한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보험계약이
실효되는 것은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위와 같이 보험계약에 해지불가 또는 보험수익자변경불가 특약
을 부가하지 않은 통상의 보험계약이라도 아래와 같이 신탁재산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유연성은 신탁의 가장 큰 특징이다. 앞에 설명한 바
와 같이, 제3차 신탁법 리스테이트먼트 §40조는 불법이거나 공서양속에
반하지만 않으면 수탁자가 어떤 유형의 재산에 대한 어떠한 권리라도 신
탁재산으로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상물이 독립된 상태이고 양
도가능한 상태로 존재하기만 하면, 부동산 또는 동산, 유형 또는 무형
등 어떠한 유형의 재산이라도 신탁재산이 될 수 있다.334) 우리나라 신탁
법에서도 신탁재산에 대하여 ‘영업이나 자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하는
특정의 재산’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제2조) 아무런 제한이 없다.
수탁자가 신탁업자인 경우에는 자본시장법이 수탁할 수 있는 재산을 열
거하고 ‘금전, 증권, 금전채권, 동산, 부동산, 지상권, 전세권, 부동산임차
권,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그 밖의 부동산 관련 권리 및 무체재
산권’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그 권리나 재산이 확정적일 것을 요하지 않
는다. 따라서 보험금청구권의 경우에도 비록 조건부, 기한부 권리이고,
보험수익자 변경, 보험료 지급연체, 보험계약해지, 보험약관대출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청구권의 발생여부가 유동적이라고 하더라도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확정가능성, 양도성이 인정되는 이상 신탁재산이 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리고 제3절 1항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신탁법상 신
탁설정의 방법은 신탁선언, 신탁계약, 유언신탁이 가능하고 보험금청구
334) Robert L. Mennell, Sherri L. Burr/임채웅 역, 전게서, 219쪽, 2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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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신탁은 신탁계약의 형태로 이루어질 것인데, 신탁계약에서 해지권을
유보하는 것이 가능한 것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다. 신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이상 그 전제가 되는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수익자를 변경
할 수도 있다는 점,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보험계약이
실효되는 점은 보험금청구권신탁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인다.
5. 자본시장법상 제한
가. 우리나라의 신탁법과 신탁업규제
우리나라는 1961. 12. 30. 조선민사령에 의해 국내에 적용된 일
본의 신탁법과 신탁업법을 폐지하면서 신탁법과 신탁업법을 새로이 제정
하였다. 신탁법은 신탁에 관한 사법적 법률관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
고(제1조), 신탁업법은 금융업자로서 신탁업자의 진입, 영업행위 등을
규제하기 위한 규제법이다.
1961년 제정된 구 신탁법(1961. 12. 30. 제정, 법률 제900호)
은 일본 신탁법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서 50년 이상 그대
로 유지되다가 2006년 전면개정된 일본 신탁법을 반영하여 2011. 7.
25. 전면개정되었다(법률 제10924호, 2012. 7. 26. 시행). 2011. 7. 25.
신탁법 전면개정 당시 우리나라도 수탁가능재산의 범위를 확대하고, 수
익자의 권리를 보호, 강화하였으며, 신탁선언, 수익증권발행신탁, 한정책
임신탁, 목적신탁 등 새로운 신탁유형을 창설하였다.335) 이후 공익신탁
에 대하여 따로 ‘공익신탁법’을 제정하여 이에 관련된 사항을 분리하면
서 신탁법이 개정(2014. 3. 18. 개정, 법률 제12420호, 2015. 3. 19. 시
행)된 외에는 내용의 변화가 없다.
한편, 1961. 12. 31. 제정된 신탁업법은 2007. 8. 3. 제정된 자
본시장법(법률 제8635호, 2009. 2. 4. 시행)에 흡수되어 금융투자업자로
335) 신탁법개정 당시 미국의 UTC, 신탁법 리스테이트먼트를 폭넓게 참조하였다
(신탁법 개정안 해설, 전게서, 11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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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신탁업자를 규율하고 있다. 즉, 기존에는 은행분야 ‘은행법’, 증권분
야 ‘증권거래법’, 보험분야 ‘보험업법’ 등이 독자적으로 제정되었고 금융
규제도 분야별로 이루어졌다. 2000년대 들어 세계적으로 동일한 기능을
가진 상품의 상호 판매와 파생상품의 등장으로 인한 은행, 증권, 보험
사이의 전통적인 업종 구분이 모호해지고,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
는 금융기관들이 집단화하는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각 업종에 대한 개별
규제법을 통합하여 금융상품이나 거래가 가지는 기능과 위험을 중심으로
규제를 개편하게 되었다. 입법논의 과정 중 금융 전 분야의 규제를 통합
하는 입법 대신 일단 증권과 파생상품이 거래되는 자본시장에 대한 규제
만을 통합하기로 하여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간접투자자산운용업
법’, ‘신탁업법’ 등을 통합하여 금융투자에 관한 규제 법률로서 ‘자본시장
법’이 제정되었다.336) 이에 따라 신탁업 역시 금융투자상품으로서 취급
되고 신탁업자는 다른 금융투자업자들과 동일한 진입규제, 영업행위규제
등을 적용받게 되었으며, 신탁재산의 범위 등 구 신탁업법상의 규정들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나. 자본시장법상 신탁업 정의와 수탁재산의 제한
자본시장법상 신탁업이란 ‘신탁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자
본시장법 제6조 제8항). 신탁을 영업을 한다는 것은 신탁의 인수를 영업
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신탁은 신탁법상의 신탁으로서(자본시장법 제9
조 제24항) 신탁업은 신탁 자체가 아니라 신탁의 인수를 영업으로 하는
것이다.337)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상품을 기초로 금융투자업을 구성하고 있
는데 신탁업은 다른 방식으로 정의하고 있다.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
품"이란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현재 또는 장래의 특정
336) 김건식‧정순섭, 자본시장법 제3판, 두성사, 2013, 34~37쪽
337) 김건식‧정순섭, 전게서, 144쪽은 인수란 말을 뺀 것은 투자매매업의 일부인 금
융투자상품의 ‘인수’와의 혼동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짐작되나 그 타당성은 의
문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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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特定) 시점에 금전,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지급하기로 약정
함으로써 취득하는 권리로서, 그 권리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전 등의 총액이 그 권리로부터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 등의 총액을 초과하게 될 위험, 즉 투자성이 있는 것을 말하
며,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와 관리형 신탁의 수익권은 제외된다
(자본시장법 제3조 제1항). 금융투자상품은 증권과 장내․장외파생상품으
로 구분하고, 증권은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
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으로 구분한다(자본시장법 제3조 제2항). 투자매
매업, 투자중개업, 투자자문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등은 모두 위 금
융투자상품에 대한 매매, 위탁매매, 자문, 일임을 그 내용으로 한다(자본
시장법 제6조). 반면 신탁업은 신탁법상 신탁을 영업으로 하는 것이라고
하여 구 신탁업법상의 개념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자본시장법 제6조 제
8항, 제9조 제24항338)).
그러나 수탁자가 신탁업자인 경우 수탁할 수 있는 재산은 신탁
법과 달리 “1. 금전, 2. 증권, 3. 금전채권, 4. 동산, 5. 부동산, 6. 지상
권, 전세권, 부동산임차권,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 그 밖의 부동
산 관련 권리 및 7. 무체재산권(지식재산권 포함)”으로 한정된다(자본시
장법 제103조 제1항). 1961년 제정된 신탁업법에서는 신탁재산이 “1.
금전, 2. 유가증권, 3. 금전채권, 4. 동산, 5. 토지와 그 정착물, 6. 지상
권, 전세권 및 토지의 임차권”으로 제한되었고, 2005년 신탁업법 개정을
통해 “7. 무체재산권(지적재산권 포함)”이 추가되었으며 2009년 자본시
장법에 흡수되면서 6호를 현행과 같이 개정하여 부동산 관련 권리를 포
괄하여

신탁재산으로

규정하였다(구

신탁업법

제10조).

자본시장법은

1961년 제정된 신탁업법의 신탁재산 범위에서 별로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신탁업자는 하나의 신탁계약에 의하여 위탁자로부터 위 재산 중 둘 이상의
재산을 종합하여 수탁할 수 있는데(자본시장법 제103조 제2항). 이를
338) 자본시장법 제6조 제8항 이 법에서 "신탁업"이란 신탁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제9조 제24항 이 법에서 "신탁"이란 「신탁법」 제2조의 신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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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하여 다른 재산을 수탁한 신탁업자는 징역 1년 이하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자본시장법 제446조 제18호).
다. 일본 신탁업법의 수탁재산 제한 폐지
이와 같이 신탁업자가 수탁할 수 있는 신탁재산을 제한하는 것
은 구 신탁업법이 1922년 일본의 신탁업법을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이
다.339) 일본 신탁업법 제정당시 신탁회사를 자칭하는 악질적 고리대금업
자들이 난립하고 있었기에 이러한

상황을 정리하고 신탁회사의 건전성

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전예방적인 규제 도입이 필요성이 높았다. 신탁회
사가 능력 이상의 것을 인수하게 되면 관리자체가 부실해지고 수익자의
이익을 해하며 나아가 신용마저 상실하여 다른 수익자에 대한 임무마저
수행하지 못할 우려가 있었다. 그리고 신탁회사가 투기성·위험성이 있는
신탁을 인수하는 경우 경영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었다. 수탁가능한
재산을 신탁법처럼 재산권 일반으로 하게 되면 어떤 위험이 발생할지 예
측할 수 없기 때문에 사전 예방적 관점에서 인수할 수 있는 재산을 통상
안전하고 확실하게 관리·처분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된 재산에 한정하여
신탁회사로 하여금 전형적인 신탁업에 전념하도록 한 것이었다.340)
그러나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금융산업의 발전과 안정화로 인
하여 종전과 같은 위험성보다는 신탁업의 활용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일본 신탁업법은 2004년 개정시 지적재산권 등에 대한 신탁요구 증대를
목적으로 수탁가능재산의 범위제한규정(일본 구 신탁업법 제4조)을 폐
지하고 신탁법에 따라 요건을 갖춘 재산이면 모두 신탁재산이 될 수 있
도록 포괄주의로 변경하였다.
일본 구 신탁법 제1조는 신탁행위의

목적이 되는 신탁재산은

‘재산권’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금전으로 환산가능성, 이전 내지

339) 한국증권법학회, 자본시장법 주석서Ⅰ(개정판), 박영사, 2015, 440쪽
340) 神田秀樹·阿部泰久·小足一寿, “新信託業法のすべて”, 金融財政事情硏究會, 2005,
33面., 한국증권법학회, 전게서, 4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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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가능성, 현존․특정성 있는 재산에 해당한다면 무엇이라도 신탁재산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었고, 나아가 전면개정된 신탁법 제1조는 ‘재산’이
라고 규정하여 소극재산을 포함한 경우도 신탁재산이 될 수 있게 되었
다.341) 따라서 일본 신탁법에서 요구하는 신탁재산의 요건은 첫째, 금전
으로 환산할 수 있어야 한다. 인격권 등의 신분권과 공장재단 자체 또는
주식과 분리되어 독립된 금전적 가치가 없는 의결권 등의 신탁은 인정되
지 않지만, 무체재산권과 같이 물리적인 형상이 없는 것이라고 해도 금
전으로 환산될 수 있으면 신탁이 가능하다. 둘째, 개정 전과 마찬가지로
적극재산이어야 한다. 다만 소극재산과 관련하여 신탁재산책임부담의무
의 개념을 도입하여(일본 신탁법 제2조 제9항) 채무에 대하여도 신탁행
위에서 정한다면 신탁설정과 동시에 승계하는 것이 인정된다. 셋째, 이
전 내지 처분의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재산의 양도와 처분뿐만 아니라
담보권의 설정도 포함된다(일본 신탁법 제3조 제1호). 넷째, 재산권이
특정·현존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신탁행위와 동시에 신탁재산이 이전하
므로 그때 신탁재산은 적어도 특정되고 현존하여야 한다. 집합동산이나
장래채권에 대해서도 현존성이나 특정성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342)
앞에서 상술한 바와 같이 일본에서는 보험업법을 개정하면서 생
명보험회사가 고유업무나 부수업무 외 겸영업무의 하나로 “그 지급하는
보험금에 관하여 신탁 인수를 행하는 업무”, 즉 보험금청구권신탁업무를
행할 수 있다고 명시하여 보험금청구권의 신탁이 가능함을 확인하고 있다
(일본 보험업법 제99조 제3항).
라. 자본시장법상 개선 필요성 및 보험금청구권의 신탁가부
우리나라는 산업구조의 변화에 의해 특허권 등의 지적재산권과
341) 新井誠, 前揭書, 26쪽, 364~368쪽.
최수정(c), 일본 신신탁법, 진원사, 2007, 14쪽은 2006년 개정 이전의 일본
구 신탁법 제1조가 ‘신탁재산’으로 재산권을 규정한 것과 달리 일본 개정 신
탁법 제1조가 ‘재산’이라고 규정함으로써 ‘권’에 해당할 정도로 성숙한 것은
아니어도 된다고 한다.
342) 新井誠, 前揭書, 326~3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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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새로운 재산권에 대한 신탁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2005년 구 신
탁업법 개정시 수탁가능재산의 범위에 무체재산권을 포함시켰으나 여전
히 신탁업자가 수탁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는 한정적이다. 신탁의 가장
큰 특징이자 장점이 유연성인데 신탁재산을 한정하는 것은 신탁의 활용
에 큰 제약이 된다. 신탁업의 다양화·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수탁
재산의 제한과 같은 사전예방적인 규제보다는 행위규제, 감독조치와 같은
사후규제를 강화하여 수탁가능재산의 범위 제한을 철폐하고 포괄주의로
전환하여 재산권 일반을 수탁 가능한 재산으로 하는 입법이 필요하다.343)
그리고 현재 자본시장법 제103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문언 그대
로 한정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개방적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보험금청구권이 자본시장법상 신탁업자가 수탁할 수
있는 재산인가. 보험금청구권은 자본시장법 제103조 제1항의 신탁가능한
재산으로 열거되어 있지는 않으므로 신탁이 불가하다는 견해도 있다.344)
그러나 보험계약은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채
권계약으로서 보험료와 보험금은 대가관계를 이루는 유상계약이고 쌍무
계약이다.345) 보험금청구권은 채권의 일종이므로 보험금청구권이 금전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즉 보험급부를 금전으로 약정한 경우는 금
전채권에 해당한다.346) 자본시장법 제103조 제1항 제3호의 금전채권신
탁은 신탁재산으로 수탁하여 이를 관리 추심하고 신탁 만기시 추심대전
등을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신탁으로서, “금전채권”은 양도가능하고, 제3
자에 대하여 채권회수가 보장되는 채권347)이어야 한다고 설명되고 있
343)
344)
345)
346)
347)

한국증권법학회, 전게서, 440쪽, 임재연, 자본시장법, 박영사, 2018, 291쪽
진익, 전게논문, 9쪽
양승규, 전게서, 82쪽
山下友信, 前揭書, 541面
채권이란 채권관계의 당사자 일방(채권자)가 상대방(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개개의 급부청구권을 말한다. 법질서는 채권자에게 국가의 도움을 받아 채무
자에 대한 채권을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부여하므로, 완전한 채권은 소구
가능성과 강제집행가능성을 가진다(민법 제389조, 민사소송법 제248조 이하,
민사집행법 제61조 이하). 불완전한 채권으로는 소구가능성이 없는 자연채무
(자연채권), 강제집행가능성이 없는 책임 없는 채무가 있다(지원림, 전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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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348) 현재 신탁재산으로서 대출채권, 신용카드채권, 리스채권, 할부채
권, 건설공사대금채권 등이 활용되고 있다.349)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이전의 보험금청구권은 추상적 권리이고
조건부, 기한부의 장래채권이기는 하나 양도가능하고 보험회사에 대한
강제집행가능성, 소구가능성 있는 채권으로 추심이 보장되는 채권이므로
자본시장법 제103조 제1항 제3호의 “금전채권”에 해당한다.350) 금융위
원회도 위 “금전채권”은 확정적인 권리일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므로
보험금청구권도 신탁재산인 금전채권에 해당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하
였다(2010. 5. 12.자 유권해석).
다만, 보험금청구권이 금전 이외의 것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달리 보아야 한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상법 제638조 보험
통칙, 제737조 상해보험, 제739조의2 질병보험에서는 보험사고가 발생
할 경우 보험자가 “보험금이나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
으므로 금전 뿐 아니라 의료 등 용역도 그 밖의 급여로서 지급될 수 있
다. 장기간병보험의 경우 질병치료수술, 간병 등의 현물급여가 지급될
수도 있는데 그것이 금전으로 산정 가능한 것이라면 자본시장법 제103
조 제1항의 “금전채권”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배제
되지는 않는다는 견해가 있다.351) 그러나 보험금청구권이 금전 이외의
것의 인도를 목적으로 한다면, 특히 질병치료수술, 간병 등의 현물급여
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시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이나 소구를 하기는
불가하므로 자본시장법 제103조 제1항의 “금전채권”이나 다른 신탁가능
재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힘들다고 보인다. 다만 금융상품의 종류나 내용
에 대한 규제는 완화하되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건전성 규제 또는 행

348)
349)
350)
351)

803, 813쪽[4-10, 23])
한국증권법학회, 전게서, 442쪽
한국증권법학회, 전게서, 442쪽
한기정, 전게논문, 96쪽, 권효상(a), 전게논문, 118, 119쪽
권효상(a), 전게논문, 1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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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규제는 강화하는 금융규제의 추세를 감안할 때 신탁재산의 제한을 완
화할 필요가 있다.352)
6. 물상대위, 수탁자가 수령한 보험급부의 신탁재산 귀속여부
신탁재산은 위탁자의 처분권능을 전제로 확정가능하고 양도가능
한 재산이 그 대상이 된다.353) 그리고 위탁자가 이전한 재산의 관리, 처
분, 운용, 개발, 멸실, 훼손 그 밖의 사유로 수탁자가 얻은 재산도 신탁
재산에 포함된다(신탁법 제27조). 구 신탁법 제19조는 물상대위성이라
는 표제하에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물상대위는 담보물권의
고유한 성질로서 담보목적물이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하여 그
교환가치가 금전 등으로 구체화한 경우 그 금전 등에 담보권의 효력이
미치는 것을 말하고, 그 금전 등 지급 또는 인도전에 압류하여야 한다
(민법 제342조, 제370조). 신탁재산의 범위는 위탁자나 수탁자의 고유
재산과 구분되어 독립성을 가지는 신탁재산의 경계를 말하는 것이며, 원
래의 신탁재산의 가치가 체화된 대위물 외에 수탁자의 지위에서 증여 받
거나 취득하게 되는 것들도 신탁재산에 포함된다.354) 구 신탁법 제19조
는 신탁재산의 형태가 변하더라도 당초 신탁재산에 속하는 것은 물론 수
탁자가 신탁재산의 권리주체라는 지위에서 얻게 되는 모든 재산도 신탁
재산이 된다는 것을 밝힌 것이다.355)
따라서 위탁자가 신탁설정시에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설정해준
재산을 수탁자가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목적의 달성을 위
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재산은 신탁재산에 속한다.
신탁재산인 금전으로 매수한 부동산, 신탁재산의 매매대금, 신탁재산을
법률상 원인 없이 점유한 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물론이며, 수
352) 한기정, 전게논문, 97쪽도 금전 이외의 것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현
행 자본시장법상 신탁재산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다.
353) 최수정(a), 전게서, 246쪽
354) 최수정(a) 전게서, 246쪽
355) 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6다4256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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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자의 관리부실, 분별관리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전보된 금전이나 기타
재산, 신탁위반행위를 취소하여 회복시킨 재산, 신탁재산과 다른 재산의
첨부에 의하여 발생한 물건이 수탁자에게 귀속한 경우의 소유권은 신탁
재산에 해당한다.356)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3다62119 판결은 수
탁자에게 건물을 신탁한 경우 신탁등기가 된 때부터 신탁이 해지되어 귀
속권리자 명의로 이전등기가 될 때까지는 그 소유권은 대내외적으로 수
탁자에게 완전히 귀속되므로 그동안 제3자가 법률상 원인 없이 건물을
점유함으로 인하여 부담하게 되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수
탁자가 가지며, 이후 신탁이 해지되었더라도 수탁자는 위탁에게 그 부당
이득반환청구권을 양도하여 대항요건을 갖추는 등 이전절차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을 뿐이고, 이전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위탁자가 부당
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위 (1), (2)유형의 보험금청구권신탁의 경우 수탁자가 위탁자로
부터 보험금청구권을 양도받거나 보험계약의 수익자로 지정․변경되어 수
탁자가 이전받은 신탁재산은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의 추상적 보험금청
구권이다. 그 이후 보험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보험금청구권이 구체화되
고 수탁자는 보험급부 즉, 금전을 수령하게 된다. 수탁자가 수령한 보험
급부는 애당초 신탁계약에서 예정한 것으로서 보험계약의 이행에 따른
것이며 수탁자가 보험계약의 수익자로서 보험금청구권의 권리주체라는
지위에서 얻게 되는 재산이므로 수탁자가 수령한 보험급부도 신탁재산이
된다. (3)유형의 경우 위탁자가 보험계약에 필요한 금전을 신탁하고, 수
탁자는 신탁계약에 따라 그 금전으로 보험계약에 가입하고 계약자 겸 수
익자의 지위를 취득하게 되는데 계약자 겸 수익자로서 취득하는 보험금
청구권 등 보험계약상 권리 역시 수탁자의 권리주체라는 지위에서 얻게
되는 재산이므로 신탁재산에 속하고, 이후 보험사고 발생으로 보험급부
를 수령하게 되면 이 역시 신탁계약이 예정한 대로 보험계약의 이행에
따른 것이어서 신탁재산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356) 四宮和夫, 前揭書, 177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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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법 제34조 제1항은 신탁재산을 고유재산으로 하거나 고유
재산을 신탁재산으로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자본시장법 제104조 제
2항도 신탁행위에 따라 수익자에 대항 부담하는 채무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신탁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만 신탁재산
을 고유재산으로 취득할 수 있을 뿐 원칙적으로 고유재산을 신탁재산으
로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때, 수탁자가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하여
수령한 보험급부가 수탁자의 고유재산에 해당하여 이를 신탁재산에 귀속
시키는 것이 위 신탁법 제34조 제1항 및 자본시장법 제104조 제2항에
반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있을 수 있으나, 보험금청구권신탁의 보험금
청구권은 신탁재산이고 신탁업자는 수탁자의 지위에서 보험급부를 수령
하는 것이므로 수탁자의 고유재산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신탁재산에
속하므로 이와 관련하여 신탁법 제34조 및 자본시장법 제98조 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아울러,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수익자가
특정인이라면 피보험자 사망시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계약의 효력에 따라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하고,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과 같이
추상적으로 지정하더라도 이는 민법상의 상속인의 개념이나 그 기능이나
범위가 동일하지 않고 피보험자 사망시 보험수익자를 정하는 표준에 불
과하므로 보험수익자의 보험금청구권은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계약의 효
력에서 생겨나는 고유권으로 법정피보험자의 상속인이 갖는 보험금청구
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고유재산이 된다.357).
수탁자가 보험수익자가 되는 경우 사망보험금이 수탁자의 고유
재산이 되므로 위 신탁법 제34조 제1항 및 자본시장법 제104조 제2항
에 반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있을 수 있으나, 사망보험금의 보험수익
자의 고유재산이라는 의미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으로서 취득하는 상
속재산이 아니라 보험계약의 효과로서 취득하는 보험수익자의 고유재산
357)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다64502 판결,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
다29463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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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의미로서, 신탁법 및 자본시장법에서 신탁재산과 구별되는 개념
으로서 수탁자의 고유재산과는 개념상 명백히 구별된다. 수탁자는 신탁
법 제27조에 따라 보험금청구권이라는 신탁재산의 권리주체라는 지위에
서 보험사고 발생 이후 보험급부를 수령하므로 수탁자가 수령한 보험급
부도 신탁재산에 속하므로 이와 관련하여 신탁법 제34조 제1항 및 자본
시장법 제104조 제2항의 위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7. 소결론
신탁법상 확정가능하고 양도가능한 재산이라면 그 내용에 제한
없이 신탁재산이 될 수 있다. 보험금청구권은 보험사고 발생을 조건부
또는 기한부로 하는 추상적 청구권으로서 확정가능하고 양도가능하므로
신탁재산이 될 수 있다. 보험금청구권 양도가 보험의 선의성에 반한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견해에 따르더라도, 보험금청구권신탁은 피보험자의 생
명․신체를 담보로 하는 보험금청구권을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와 무관한
제3자에게 전전유통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계약자가 지정한 신탁수익자
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므로 보험의 선의성에 반하거나 보험사기를 양산
할 우려는 없다고 보인다. 수탁자가 신탁재산이 될 수 있는 재산은 현존
하고, 이전가능해야 한다고 신탁재산의 범위를 좁게 보는 견해에 따르더
라도 보험금청구권은 장래채권이 아니라 조건부 채권이므로 신탁재산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수탁자가 신탁업자인 경우에는 자본시장법이 수탁할
수 있는 재산을 열거하고 있는데 보험금청구권은 금전채권 또는 금전으
로 산정할 수 있는 급부에 대한 채권이므로 자본시장법상 신탁재산에 해
당한다.
보험금청구권은 보험계약의 해지가능성, 보험약관대출, 보험료
연체로 인한 실효, 수익자변경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지 않거나 감소할
가능성이 있어서 유동적인 측면이 있지만, 신탁재산의 대상이 될 재산이
반드시 확정적일 것을 요하지 않으며, 우리 신탁법상 신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이상 그 전제가 되는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수익자를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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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도 있다는 점,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보험계약이
실효되는 점은 보험금청구권신탁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인다.

제5절 신탁재산 귀속방법의 문제
1. 보험금청구권의 양도의 방법
(1)유형의 보험금청구권신탁은 위탁자가 자신을 피보험자·보험
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수탁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자신의 보험금청구권을 수탁자에게 양도한다. 그
리고 제4절 4항에서 상술한 바와 같이 보험금청구권은 보험사고 발생을
조건 또는 기한으로 하는 추상적인 채권이고 보험사고 발생시 구체적인
채권이 된다.
상법은 보험금청구권의 양도 방법에 대해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
지 않으므로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지명채권양도방식에 따라야 할 것
이다(민법 제451조). 지명채권의 양도는 종래의 채권자와 새로운 채권
자 사이에서 채권을 새로운 채권자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
있어야 하고, 채무자에의 통지는 채권양도의 대향요건일 뿐 채권이전의
요건은 아니다(민법 제450조 제1항).358) 따라서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
에 보험금청구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의사표시의 합치로 보험
금청구권은 수탁자에게 이전되고, 다만 채권양도인인 위탁자가 보험금청
구권의 채무자인 보험자에게 보험금청구권양도 사실을 통보하여야 보험
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서는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으로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보험자
에 대한 통지 또는 보험자의 승낙에 의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민법 제
450조).
한편,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으
로 인하여 생긴 권리를 피보험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피보
358) 지원림, 전게서, 1126쪽[4-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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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상법 제731조 제2항). 제3절 4
항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위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경우에는 문제되지
않을 것이다.
채권양도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새
로운 채권자에게 이전된다.359) 채무자가 양도인에게 가지고 있던 모든
항변권이나 이의권도 그대로 양수인에 대해서 존속한다.360) 따라서 보험
자는 보험금청구권 양수인인 수탁자에게 보험금청구권양도 후 위탁자의
보험료 미납, 보험금청구권발생의 면책사유 존재 등의 사유를 들어 대항
할 수 있다할 것이다361).
2. 수익자의 지정 또는 변경
(2)유형의

보험금청구권신탁은

보험계약자가 수탁자와

보험금

청구권을 신탁재산으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을 피보험자로
수탁자를 보험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존의 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를 수탁자로 지정 또는 변경하는 방식이다.
이때 보험금청구권은 보험수익자인 수탁자의 권리이므로, 위탁
자가 그 보험금청구권을 신탁재산으로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마치
타인의 재산을 신탁재산으로 하여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아닌지 의문이 있을 수 있다.362)
359) 지원림, 전게서, 1127쪽[4-305]
360) 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18039 판결 등
361) 2001. 6. 15. 선고 99다72453 판결은 “보험금청구권은 보험자의 면책사유 없
는 보험사고에 의하여 피보험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비로소 권리로서
구체화되는 정지조건부 권리이고, 그 조건부권리도 보험사고가 면책사유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하여 조건 불성취로 확정되어 소멸하는 것이라 할 것
인데, 위와 같은 보험금청구권의 양도에 대한 채무자의 승낙은 별도로 면책사
유가 있으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취지를 명시하지 않아도 당연히 그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더구나 보험사고 발생 전의 보험금청
구권 양도를 승인함에 있어서 보험자가 위 항변사유가 상당한 정도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존재하지도 아니하는 면
책사유 항변을 유보하고 이의하여야 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보험자는 비록
위 보험금청구권 양도 승인시에 면책사유에 대한 이의를 유보하지 않았다 하
더라도 보험계약상의 면책사유를 주장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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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미에서는 전통적으로 신탁의 성립요건으로 수익자의 확정가능
성(certainty

of

objects),

신탁설정의사의

확정가능성(certainty

of

intention), 재산권의 확정가능성(certainty of subject matter)을 요구한
다.363) 신탁법 제2조는 신탁이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는 것이라고 규정하
고 있다. 이때 “특정의 재산”이란 수탁자로의 이전 및 수탁자의 관리․처
분 등 집행을 위하여 특정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신탁재산의 확
정가능성을 의미한다. 신탁법 전면개정 당시 “재산권”을 “재산”으로 개정
하면서 재산은 권리와 달리 재화와 자산의 총체라는 의미여서 이를 ‘특
정’한다는 뜻이 불분명해지므로 삭제하자는 견해가 있었으나, 신탁재산
은 수탁자로의 이전 및 수탁자의 관리․처분 등 집행을 위하여 반드시 특
정되어야 하므로 명문에 그대로 유지하였다.364)
따라서 신탁법 제2조는 재산권의 위탁자 소유요건을 규정한 것
은 아니고 민법 제569조에서 타인권리의 매매를 허용하는 것처럼 타인
의 재산을 이전해 신탁을 설정하기로 합의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이며,
다만 출연재산 이전의 문제만이 남는다 할 것이다.365) 판례도 보증사채
발행을 결의하고 은행과 사이에 사채원리금 지급대행계약을 체결하였는
데, 보증사채를 총액 인수한 증권회사가 사채대금을 납입완료한 후 보증
사채발행회사에 부도가 발생한 사안에서 사채권리금 지급기금 별단예금
구좌에 납입된 사채대금에 관하여 신탁이 설정되었다고 보아 제3자에
의한 신탁재산의 출연을 인정하였다.366)
362) 한기정, 전게논문, 111~112쪽은 위와 같은 의문이 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경
우 수탁자가 자신에게 재산을 신탁하게 되어 그 실질이 신탁선언(declaration
of trust)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한다. 미국과 일본의 예를 반영하여 신탁법 전
면개정시 제3조 제1항 제3호로 신탁선언을 허용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보더라
도 보험금청구권신탁이 가능해졌다.
363) Penner, 178~179p. Pettit, p48은 신탁의 유효하기 위하여 certainty of
words, certainty of subject, certainty of object가 필요하다고 한다.
364) 신탁법 개정안 해설, 전게서, 6쪽
365) 이중기, 전게서, 32쪽, 신탁법 개정안 해설, 전게서, 24~25쪽
366)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다1707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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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위와 같이 보험금청구권은 보험수익자인 수탁자의 권리
이므로 위탁자가 타인의 재산을 신탁재산으로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라고 보는 것은 전후가 바뀐 것이라고 보인다. 애당초 수탁자가 보험금
청구권을 취득하는 것 자체가 신탁계약의 이행으로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즉, 기존에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었다면 위탁자는 수탁자와
사이에 보험금청구권을 신탁재산으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보험금
청구권양도의 방법으로서 자신이나 제3자로 지정된 수익자를 수탁자로
변경할 것이고,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았다면 위탁자가 위와 같이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그 이행의 방법으로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
수익자를 수탁자로 지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수탁자 소유의 보험금청구
권을 신탁계약 이행을 위하여 신탁선언방식으로 신탁재산으로 귀속시키는
것이 아니라, 위탁자가 신탁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수탁자를 보험수익자
로 지정하고 수탁자는 그 지정에 따라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하는 것이다.
신탁법 제2조는 신탁이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는 것이라고 규정하
고 있는바, 보험금청구권을 신탁재산으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보
험계약의 수익자로 수탁자를 지정․변경하는 것은 신탁재산인 보험금청구
권을 수탁자에게 ‘이전’ 또는 적어도 ‘그 밖의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인
다. 위탁자가 자신을 수익자로 지정하여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한 후 보험
금청구권을 수탁자에게 양도하는 절차를 거치는 대신 이를 단축하여 수
탁자를 보험계약의 수익자로 지정․변경하는 형식을 취하는 것이므로 실
질적으로 신탁재산인 보험금청구권의 ‘이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설령, 보험수익자 지정을 보험금청구권이라는 채권의 양도와 같이 ‘이전’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위탁자가 재산권에 대하여 처분
권한을 가지고 이를 수탁자에게 귀속시킨다면 신탁을 설정할 수 있으므
로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고, 이
를 행사하여 보험수익자인 수탁자에게 보험금청구권을 귀속시켰다면 ‘그
밖의 처분’으로서 보험금청구권에 신탁을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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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367)
다만, 법무부에서는 보험계약자이자 피보험자인 위탁자가 장래
에 발생할 생명보험금청구권을 수탁자에게 위탁하기 위하여 수탁자를 보
험수익자로 신규 지정하는 행위, 위탁자가 본인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후 보험수익자를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변경하는 행위를 신탁법 제2조의
“특정의 재산의 이전” 또는 “그 밖의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유권해석
한 바 있다(2013. 6. 26.자 법무부 유권해석). 그러나 이는 문언의 의미
를 지나치게 한정하는 편협한 해석이라고 보인다.
미국 UTC §401(1)도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계약이 아니라
재산의 이전(transfer of property)에 따라 신탁이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368)

제2차

리스테이트먼트도

신탁을

설정하는

행위를

양도행위

(conveyance) 내지 재산처분(disposition)으로 본다.369) 일본 신탁법 제
3조 역시 신탁설정의 방법으로 “재산의 양도, 담보권의 설정 기타 그 밖
의 처분”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transfer는 이전과 양도 모두로 번역되
며, 이전(移轉)은 권리나 재산을 남에게 넘겨주거나 넘겨받는 것, 양도
(讓渡)는 권리나 재산, 법률에서의 지위 따위를 남에게 넘겨주는 것370)
으로 그 의미가 다르지 않다. 그런데 미국과 일본은 보험계약의 수익자
를 수탁자로 지정․변경하는 방식으로 보험금청구권신탁을 하는 것을 보
험증권 내지 보험금청구권의 양도 방식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에 해당
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나 의견대립을 찾아볼 수 없다. 위탁자가 신탁계약
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탁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변경하는 것은
367) 한기정, 전게논문, 112쪽
368) UTC Section 401. Methods of Creating Trust. A trust may be created by :
(1) transfer of property to another person as trustee during the settlor's
lifetime or by will or other disposition taking effect upon the settlor's
death;
369) 이계정, 전게논문, 116쪽. Res 2nd는 "신탁의 성립은 계약이라기보다는 신탁
재산을 대상으로 한 수익권의 이전으로 파악해야 한다"고 설명한다(the
creation of a trust is conceived of as a conveyance of the beneficial
interest in the trust property rather than a contract).(Res 2nd 197 cmt. b.)
370) 표준국어대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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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권한을 가지고 그 보험금청구권을 수탁자에게 넘겨주는 것으로서 보
험금청구권 특유의 재산 이전방식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3. 소결론
(1)유형의 보험금청구권신탁에서 위탁자가 자신을 피보험자·보
험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의 보험금청구권을 수탁자에
게 양도하는 것은 신탁법 제2조의 ‘이전’에 해당하며 지명채권양도 방식
으로 가능하다. (2)유형의 보험금청구권신탁에서 보험계약자가 수탁자를
보험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존의 보험계약의 보험수익
자를 수탁자로 지정 또는 변경하는 방식은 신탁법 제2조의 특정의 재산
의 ‘이전’ 내지 ‘그 밖의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이때, 생명, 상해,
질병보험계약은 장기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보험금청구권 양도 사실에 대
한 사후 분쟁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를 수탁
자로 지정 또는 변경하는 방식이 더 안정적일 것이다.

제5장 보험금청구권신탁 관련 법적 쟁점
제1절 보험수익자 관련 보험법 법리 적용 가부
보험금청구권신탁에서 보험수익자는 신탁회사이지만 실질적으로
보험의 이익을 누리는 것은 신탁수익자이므로 보험수익자와 관련한 보험
법의 법리를 신탁수익자에게도 적용할 수 있을까.371)
신탁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수익권이 박탈된다고
볼 것인가.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의 고의로 인하
여 생긴 때에는 상법 제659조, 제732조의2 제1항에 따라 보험자가 면책
된다. 보험금을 받을 지위에 있는 자가 고의로 보험사고를 발생시키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은 보험계약상 보험의 신의성실 원칙, 선의성
371) 최준규, “상속법의 관점에서 본 생명보험”, 보험연구원, 2018, 87~8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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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원칙, 우연성의 원칙에 반하기 때문이다.372) 다만, 보험수익자 중 일
부가 보험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당해 보험수익자에 대하여만 보험자가
면책되며 나머지 수익자들에 대해서는 면책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보
험금을 지급해야 한다(상법 제732조의2 제2항, 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0다31502 판결). 신탁법에는 신탁수익자가 수익권을 스스로
포기할 수 있음을 정하고 있을 뿐(신탁법 제57조) 수익권 상실이나 박
탈에 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보험금을 받을 지
위에 있는 자가 고의로 보험사고를 발생시키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은 보험의 신의성실 원칙, 선의성의 원칙, 우연성의 원칙에 반하므로
상법 제659조, 제732조의2를 유추하여 신탁수익자의 고의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는 그 신탁수익자에 대한 부분은 보험자가 면책된다고 보는 것
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373) 그리고 분쟁 예방을 위해 신탁계약서에 이
를 명시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신탁수익자 변경의 경우도 피보험자 동의가 필요하다고 볼 것인
가. 보험금청구권신탁의 구조는 위탁자와 피보험자를 동일인으로 설정하
는 것이 적절하다는 점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으나,374) 만약 위탁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타인의 생명보험인 경우에는 신탁수익자가 변경되거나
수익권을 양도하는 경우 신탁수익자가 실질적으로 피보험자 사망 등으로
인한 이익을 향유하게 되는 실질적 보험수익자인 점을 고려하면, 형식적
보험수익자인 수탁자는 변경되지 않더라도 보험의 선의성, 도덕적 위험
방지를 위하여 상법 제731조를 유추하여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375)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신탁계약서에
신탁수익자 변경시 피보험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명시하는 것이 분쟁
예방을 위해 바람직 할 것이다.
보험수익자 확정과 관련된 상법 제733조를 유추할 수 있을 것
372)
373)
374)
375)

양승규, 전게서, 141쪽, 김성태, 전게서, 269쪽
최준규, 전게서, 85, 86쪽
제4장 제3절 4항
최준규, 전게서, 8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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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 상법 제733조는 제1항에서 보험계약자의 보험수익자 지정․변경권
과 함께 제2항에서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못하고 사망한
때는「피보험자」를 보험수익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4항에서 보험계약
자가 제2항의 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생긴 경우에는 「피
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고 있다.376) 그리고 같은 조 제3항
에서 보험존속 중에 보험수익자가 사망하였는데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
자를 변경하지 못하고 사망한 때는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
자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신탁법은 신탁수익자 확정에 관하여 별도의 조문을 두고 있지
않으나, 수익자의 확정성 내지 확정가능성은 전통적으로 요구되는 신탁
의 효력요건으로서 신탁상 이에 관한 정함이 명확하지 않거나 그 대상을
확정할 수 없으면 신탁 자체가 무효가 된다(수익자원칙, beneficiary
principle). 신탁은 내용의 유연성을 중요한 특질로 하므로 수익자를 지
정하는 방식도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고, 수익자는 1인이거나 다수일 수
있으며, 동시에 존재하거나 순차적으로 존재할 수도 있고, 현존하지 않
을 수도 있으며 반드시 특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신탁법 제60
조, 제67조 제1항).377) 위탁자는 특정 수익자를 지정할 수도 있지만, 신
탁행위로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권한을 갖는 자를 정하는 방식으
로도 신탁을 설정할 수 있다(신탁법 제58조 제1항). 그리고 신탁은 위
탁자의 개별적인 산탁 목적 실현을 위해 개별적으로 설계되며, 장기로
376) 양승규, 전게서, 460쪽, 한기정, 전게서, 730, 731쪽,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양희석, 전게논문, 226쪽. 생명보험표준약관 제11조에서는 계약자가 보험수익
자를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수익자를 중도·만기보험금의 경우는 계약자로
하고, 사망보험금은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 질병·재해·장해·입원보험금은 피
보험자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2015. 12. 29. 개정, 2000. 12. 18.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정 당시 제24조에서 조문위치만 바뀌었을 뿐 내용은 동일함)
377) 최수정(a), 전게서, 107~108쪽, 511~512쪽에 따르면, 민법에서는 소유권을
시간에 따라 제한하는 것은 불가하므로 수유자가 연속되는 유증이 허용되지
않고, 권리의 귀속이 연속된다는 점에서 유사하게 보이는 수익자연속신탁도
무효가 되는지 문제되었다. 종래 일본에서는 견해대립이 있었으나 일본 신탁
법 제91조에서 수익자연속신탁의 유효설을 명문으로 인정함에 따라 입법적으
로 해결하였고, 우리나라 역시 신탁법 제60조에서 명문으로 인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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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되는 것이 보통이고, 유언신탁이나 유언대용신탁의 경우 위탁자의
재산에 대한 사후설계가 주요 목적 중 하나이므로 위탁자가 사망한 뒤
사정변경에 대해 대비하기 위하여 신탁수익자에 관하여 상세히 정하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실질적인 보험수익자인 보험금청구권신탁의 수익자
(또는 수익자 지정․변경권자)를 아예 지정하지 아니하는 신탁계약은 불가
하며, 신탁존속 중에 신탁수익자가 먼저 사망한 경우가 문제될 수 있겠다.
우리나라 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표준적인 유언대용신탁에서는
위탁자가 사망하기 전까지 신탁재산의 수익권을 갖는 ‘원수익자’와 수익
자의 사망에 의해 차례로 신탁재산의 수익권을 취득하도록 지정받는 ‘연
속수익자’를 구분하여 동차적으로 또는 순차적으로 복수의 연속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동차의 연속수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연
속수익자의 법정상속인에게 신탁이익을 지급하도록 하며, 순차적으로 연
속수익자를 지정하였는데 선순위 연속수익자가 사망한 경우 차순위 연속
수익자가 선순위 연속수익자의 지위를 갖는 것으로 하며, 원수익자 및
연속수익자가 전부 사망하면 신탁은 종료하고(신탁법 제98조 제1호) 최
종 순서로 지정된 연속수익자의 법정상속인에게 신탁원본 및 신탁이익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378)
위와 같이 수익자 사망시를 대비한 상세한 내용을 정하지도 않
았고, 신탁수익자 지정․변경권자를 정하지도 않은 경우, 신탁법을 엄격히
적용하면 신탁법 제98조 제1호 신탁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에 해당하여 신탁이 종료하고, 신탁법 제101조 제1항, 제5항에 따라 잔
여재산의 귀속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잔여재산이 국가에
귀속된다고 보게 된다. 그러나 위탁자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해석해보면
최초 지정된 신탁수익자 및 그의 유족을 보호하려는 의사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사료된다. 그렇다면 상법 제733조 제4항을 유추하여 신탁수익자
의 상속인들에게 신탁수익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인다.379)
378) 금융투자협회, 유언대용신탁 신상품개발협의회 결과 자료집, 2012. 12, 30~31
쪽; 붙임1 유언대용신탁계약서 예시(안) 제9조(연속수익자 지정 및 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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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상속재산성과 유류분 등 상속법과의 관계
1. 보험금청구권신탁의 상속재산성 여부
우선, 보험금청구권의 상속재산성 여부를 먼저 살펴본다. 보험
수익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보험금청구권은 보험계약의 효력에 따
라 자기 고유권리로서 직접․원시취득하는 것이지 보험계약자로부터 승계
취득하는 것이 아니다.380) 이는 보험수익자를 특정인으로 지정하든 법정
상속인이나 배우자, 자녀 등과 같이 추상적으로 지정하든 마찬가지이다.
보험수익자를 법정상속인과 같이 추상적으로 지정한 경우 보험금 청구권
을 갖는 상속인이란 민법상의 상속인의 개념이나 그 기능이나 범위가 동
일하지 않고 피보험자 사망시 보험수익자를 정하는 표준에 불과하다. 보
험수익자의 보험금청구권은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계약의 효력에서 생겨
나는 고유권이기 때문에 보험계약자에 의한 승계취득이 아니고 원시취득
이며,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갖는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고
유재산이 된다.381)382) 보험계약자의 지정에 의해 수익자가 되지 않고
상법 제733조나 약관에 의해 보험수익자가 된 경우에도 고유재산으로서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한다.383)
다만, 생명보험에서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경우, 피
상속인이 사망하면 보험금청구권은 일단 보험수익자 본인에게 귀속되었
다가 그 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의 지위를 상속하고 그 상속인들이 가
지는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에 해당한다는 것이 종래의 통설과 판례의
태도이다.384)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있어서 시간적 간격설은 피보험자
379) 최준규, 전게서, 86쪽
380) 한기정, 전게서, 737~738쪽, 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0다31502 판결 등
381) 양승규, 보험법 제5판, 삼지원, 2004, 459쪽, 山下友信, 前揭書, 278面, 대법
원 2002. 2. 8. 선고 2000다64502 판결,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
29463 판결 등
382) 상세한 논의는 양희석, 전게논문, 233~236쪽 참조
383)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946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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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보험수익자와 동일인인 경우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고, 사자에게 권리
가 발생할 수 없으므로 상법 제733조 제3항을 유추하여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이 고유한 권리로서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한다는 고유재산설도 유
력하다.385) 그러나 보험수익자는 수익자로 지정된 때부터 보험금청구권
을 취득하고, 이 청구권은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구체화되는바,386) 피보
험자가 사망하는 순간 보험수익자의 보험금청구권은 구체적으로 확정되
고, 이와 동시에 수익자의 보험금청구권은 수익자의 상속인들에게 상속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상법 제733조 제3항은 보험수익자가 보험존
속 중에 사망한 때 보험수익자를 다시 지정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데,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가 동일인일 경우에는 피보험자 사망 즉시 보
험금청구권이 발생하고 보험수익자의 권리가 확정되므로 보험수익자를
재지정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는 상법 제733조 제3항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보인다.387)
다음으로, 보험금청구권신탁의 경우 (1)유형은 위탁자가 자신을
피보험자 겸 보험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금청구권을 수
탁자에게 양도하는 방식이며, (2)유형은 보험계약자가 수탁자를 보험수
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존 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를 수탁
자로 지정 또는 변경하는 방식이므로,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청구권의
권리자는 모두 수탁자이다. 따라서 수탁자는 보험계약의 효력에 따라 자
384) 김주수/김상용, 주석민법 상속법(1)제3판, 2005, 239쪽, 박세민, 전게서, 934
쪽, 장덕조, 전게서, 461쪽, 지원림, 전게서, 2060쪽[6-150], 김선정, “보험계
약자 겸 보험수익자가 피보험자와 동시사망한 경우에 상속인이 갖는 보험금지
급청구권이 상속재산이며 과세대상인지 여부–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5두5529 판결”, 월간생명보험 434호, 2015. 4. 67쪽, 노일석(b), 전게논
문, 195쪽,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다64502 판결
385) 곽윤직, 상속법, 박영사, 1997, 150쪽, 정진옥, 전게논문, 194~195쪽, 홍진희/
김판기(b), “보험계약에 있어서 상속인이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하는 경우의 법
적 문제”, 한국소비자문제연구(40), 2011, 192~193쪽, 전경근, “상속재산으로
서의 보험금청구권”, 가족법연구 16권 1호, 2002, 53~55쪽, 최준규, 전게서,
59쪽, 김상훈, 전게논문, 25쪽
386) 한기정, 전게서, 727쪽
387) 양희석, 전게논문, 234~2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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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고유권리로서 보험금청구권을 직접․원시취득하며, 수탁자로부터 신탁
이익을 지급받는 수익자 역시 신탁계약의 효력에 따라 신탁이익을 지급
받을 뿐이며 위탁자로부터 승계취득하는 것이 아니다.388)
2. 보험금청구권신탁과 한정승인, 상속포기, 상속결격과의 관계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취득하는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
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므로 상속포기, 한정승인은 재산상속에만 영향을
미치고 상속인의 고유재산인 보험금청구권 행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다.389) 이는 보험수익자를 특정인으로 지정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법정상
속인과 같이 추상적으로 지정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상속인이 상속
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하더라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고, 보험금을 수령
하더라도 민법 제1026조의 상속재산 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상속포
기 및 한정승인이 가능하다.390)391) 마찬가지로 보험금청구권신탁에 따
라 위탁자의 상속인이 신탁수익자로서 받게 되는 신탁수익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므로 상속포기, 한정승인은 재산상속에만 영
향을 미치고 상속인의 고유재산인 신탁수익권 행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상속결격에 관하여는 상속인이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쳐 상법 제
659조, 제732조의2 제1항에 따라 보험자가 면책되는 경우와 상속인이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외의의 민법 제1004조의 상속결격을 구분
388) 김상훈, 전게논문, 26쪽. 다만, 김상훈은 생명보험에서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
가 동일한 경우에도 상법 제733조 제3항을 유추적용하여 상속인의 고유한 권
리로서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한다는 전제이나 (1)유형의 보험금청구권신탁에
서도 결과적으로 제3자를 보험수익자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한 것과 마
찬가지이므로 수탁자가 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은 보험계약의 효력에 따른 것이
지 상속과는 무관하다고 하여 필자와 동일한 결론에 이른다.
389) 김성태, 전게서, 854쪽, 박세민, 전게서, 936쪽, 양승규, 전게서, 459쪽, 한기
정, 전게서, 739쪽, 김선정, 전게논문, 71쪽, 장경환, 전게논문, 239쪽.
390) 보험금청구권의 고유재산성과 상속포기․한정승인과의 관계에 관하여는 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1다65755 판결,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
29463 판결 등. 상세한 내용은 양희석, 전게논문 239~240쪽 참조
391) 김상훈, 전게논문, 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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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살펴보아야 한다. 전자의 경우에는 위 제5장 제1절에서 설명한 바
와 같이 보험금청구권신탁의 경우에도 상법 제659조, 제732조의2 제1항
을 유추하여 보험자가 면책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이는 보험
수익자가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으로 지정된 경우 뿐 아니라 특정인으로
지정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후자의 경우 보험금청구권신탁에 관하여는 아직 논의가 없으나,
보험금청구권과 상속결격의 관계에 대해서는 견해가 대립된다. 상속인이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외의의 민법 제1004조의 상속결격시 보험
금청구권 취득여부에 관하여는 보험수익자를 특정인으로 지정한 경우나
법정상속인이라고 추상적으로 지정한 경우 모두 보험금청구권 취득을 긍
정하는 견해가 다수이다.392) 보험수익자가 보험계약에 따라 고유재산으
로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험수익자를 법
정상속인과 같이 추상적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결격사유로
법률상 당연히 상속자격을 상실하고393), 보험계약자가 상속인의 자격을
박탈 받은 자까지의 생활보장을 위해 보험금을 취득시킬 의사였다고 보
는 것은 힘들며, 보험계약의 선의성을 고려하면 상속결격자에게 보험금
을 취득시키는 것은 신의성실 및 공정의 견지에서 타당하지 않고394) 상
속인들은 보험계약 및 상법 규정에 따른 고유재산으로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하는 것이지 피보험자 등으로부터 보험금을 상속받는 것은 아니지
만, 일단 피보험자 등의 상속인 지위를 취득해야 고유재산으로서 보험금
청구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상속결격의 경우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395) 보험금청구권신탁의 경우에
는 신탁수익자를 위탁자의 법정상속인과 같이 추상적으로 지정하는 경우
보다는 구체적으로 신탁수익자와 신탁수익을 지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392) 사법연수원, 보험법연구, 2011, 224면, 한기정, 전게서, 739쪽, 김선정, 전게
논문, 71쪽
393) 박세민, 전게서, 935쪽, 장덕조, 전게서, 462쪽, 정진옥, 전게논문, 198쪽
394) 홍진희/김판기(b), 전게논문, 198쪽
395) 양희석, 전게논문, 243~246쪽,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1211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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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나, 신탁수익자를 위탁자의 법정상속인과 같이 추상적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민법 제1004의 상속결격 규정을 유추하여 신탁수익을 취득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사료된다.
3. 보험금청구권신탁과 특별수익, 유류분과의 관계
위탁자가 생전신탁이나 유언신탁을 설정함으로써 위탁자의 재산
이 신탁재산으로 수탁자에게 이전되고 그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이 수익자
에게 귀속되는 과정에서 유류분의 침해와 그 반환이 문제될 수 있다.
우선, 신탁법은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396) 국내 대
다수 견해는 유류분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397) 유류분제도
는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와 법정상속인의 이익을 조정하기 위한
입법적 결단이므로 상속개시 후 유류분권리자가 그 권리를 포기할 수는
있지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변경하거나 배제할 수 없고,398) 신탁재
산을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에서 배제하게 되면 유류분제도의 실효성을
잃게 된다는 점을 근거로 한다.399) 일본에서도 신탁이 민법상 유류분 규
정과 저촉될 수는 없으며, 유언신탁이면 민법상 유증과의 유사성을 고려
하여 유증에 관한 민법상 규정이 원칙적으로 유추적용될 것이고, 유언대
396) 신탁법 개정안해설, 전게서, 464~465쪽은 “유언대용신탁은 사실상 유언과 동
일한 효과를 발생시키므로 상속법 특히 유류분과의 충돌가능성 문제가 제기
됨. 상속법과의 관계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을 두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으
나, 해석론으로 충돌 없이 해결 가능하므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음”이라고
하여 이 문제를 해석론에 맡기고 있다.
397) 광장신탁법연구회, 전게서, 267쪽, 최수정, 전게서(a), 514~518쪽, 이계정, 전
게논문, 272~287쪽, 이근영, “신탁법상 재산승계제도와 상속”, 법학논총 32집
3호, 2012, 이연갑, “신탁법상 신탁의 구조와 수익자 보호에 관한 연구”, 서울
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9, 160쪽, 임채웅, “신탁과 유류분에 관한 연
구”, 사법 제41권, 2017, 134쪽, 정소민, “신탁제도를 통한 재산승계”, BFL총
서10 신탁법의 쟁점(제2권),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2015, 148~150쪽, 최준
규, “유류분과 신탁”, 사법 제34권, 2015, 239~241쪽.
실무적으로도 만약을 대비하여, 금융회사에서 신탁계약을 체결할 시에 유류분
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신탁플랜을 설계하거나 유류분반환분쟁이 제기될
수 있음을 고지한다고 한다.
398) 최수정, 전게서(a), 514~518쪽
399) 광장신탁법연구회, 전게서, 26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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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신탁이라도 사인증여는 생전계약이라는 점에서 유증과는 다르지만 민
법이 유증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여 유증의 규정을 유추적
용해야 한다고 하는 견해가 유력하다.400) 반환대상과 반환청구 상대방에
관하여는 신탁재산에 대하여 수탁자를 상대로 해야 한다는 견해, 수익권
에 대하여 수익자를 상대로 해야 한다는 견해, 신탁재산에 대하여 수탁
자 또는 수익자를 상대로 해야 한다는 견해 등으로 나뉜다. 원칙적으로
수익자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청구를 하고, 수익자가 존재하지 않거나 확
정할 수 없는 경우처럼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수탁자를 상대로도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견해가 다수인 것으로 보인다.401)
신탁재산 또는 신탁수익권에 대하여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된다
고 보는 견해는 마찬가지 논리로 민법 제1008조의 특별수익반환의 대상
으로도 인정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대해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은 상속개시시에 피상속인이
가진 적극재산과 증여재산인데, 유언대용신탁의 신탁재산은 신탁시점부
터 수탁자의 소유이므로 상속개시시에 피상속인이 가진 재산이 아니고,
위탁자가 유언대용신탁을 설정할 때 사후수익자에게 실제로 이전된 재산
은 아무 것도 없으므로 신탁재산을 증여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신탁재
산은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이 될 수 없고, 신탁수익권 역시 사후수익권
의 경우 상속개시시에 피상속인이 가진 적극재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으며,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던 권리도 아니므로 자기가 가지고 있지 않
은 것을 증여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이 될 수 없
다는 견해도 있다.402)
보험금청구권의 경우 상속인 중 일부가 보험수익자로 지정되어
지급받은 생명보험금을 민법 제1008조의 증여 또는 유증에 의한 상속분
의 선급으로 보아 특별수익 반환의 대상이나 민법 제1114조 유류분 산

400) 新井誠, 前揭書, 100~101쪽
401) 정소민, 전게논문, 222, 231쪽, 이계정, 전게논문, 272~287쪽
402) 김상훈, 전게논문, 34~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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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인가.403)
다수설인 긍정설은 생명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거나404), 상속
인의 고유재산에 해당하더라도 생명보험금이 피상속인인 보험계약자가
그 재산 속에서 보험료를 지급한 대가라는 실질을 가지며, 유증이나 사
인증여에 준하는 무상처분에 해당하고, 공동상속인 간의 형평을 도모할
필요가 있으므로 특별수익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다.405)406)
그리고 생명보험계약에서 보험수익자로 지정·변경이 증여·유증과 같이
재산의 무상처분으로서의 실질적·경제적 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아 보험수
익자가 상속인 뿐 아니라 제3자이더라도 유류분반환의 대상이 된다고
본다.407) 증여재산에 가산되는 범위에 관하여는 보험수익자가 받은 ‘보
험금 총액’을 가산하여야 한다고 보는 견해,408)

‘이미 납입된 보험료 총

액 중 피상속인이 그의 사망시까지 지급한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율’을
산정하여 이를 가산해야 한다고 보는 견해409), 보험계약자인 피상속인이
지급한 ‘보험료 총액’을 가산하여야 한다고 보는 견해410), 보험계약자의
사망시에 보험계약을 스스로 해지하였다면 반환받을 수 있었던 ‘해약반
환금 상당액’을 가산해야 한다고 보는 견해411) 등이 있다.
부정설은 생명보험금은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비로소 발생하는
403) 상세한 내용은 양희석, 전게논문, 247~250쪽
404) 곽윤직, 전게서, 149~150쪽
405) 김주수/김상용, 전게서, 344쪽, 한기정, 전게서, 739쪽, 변동열, “유류분제도”, 민
사판례연구(제25권), 2003, 838~839쪽, 정구태, “생명보험금과 특별수익, 그
리고 유류분”, 고려법학 제62호, 2011, 286쪽
406) 하급심 판례로서 서울가정법원 2010. 11. 9. 선고 2009느합285 심판은 “보험
수익자가 상속인 또는 상속인 중 특정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 그 보험금은
각 해당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이며 상속재산이 아니지만,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부담하였다면 이는 곧 피상속인이 출연한 보험료 상당액을 각 해당자들이 특
별수익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라고 긍정설을 취한 바 있다.
407) 김주수/김상용, 전게서, 370쪽, 한기정, 전게서, 739쪽, 정구태, 전게논문,
293~295쪽
408) 최준규, 전게서, 86쪽
409) 곽윤직, 전게서, 191쪽
410) 변동열, 전게논문, 839쪽(독일의 통설 및 판례도 이와 같다고 한다)
411) 김주수/김상용, 전게서, 345쪽

- 134 -

것으로서 상속인의 고유재산이고, 상속개시시 피상속인의 재산에 속하거
나 상속개시 전에 이미 증여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생명보험 등은 각각
특별한 제도목적이 존재하기 때문에 보험금청구권자로 지정하는 것을 바
로 유증에 준하여 취급할 수는 없고, 특정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지정
한 피상속인의 의사를 존중해야 하므로 특별수익 산정이나 유류분반환대
상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고 한다.412)413)
원칙부정설은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의 의사를 중시해서 생명보험
금에 대한 특별수익성은 부정되어야 하고, 예외적으로 공동상속인 간의
형평을 심각하게 해하는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 비로소 특별수익에 준
하여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414) 특별수익에 관하여 최근 일본 최고
재판소 결정이 취하였다.415)
412) 김상훈, 전게논문, 29~30쪽, 33쪽
413) 우리나라 판례는 찾을 수 없고, 일본에서는 최고재판소 판결이 있다(最高裁
平成 14年 11月 5日 判決, 2000년). 피보험자는 남편과 사이에 자녀가 둘이
었는데 남편의 여자관계로 인하여 별거까지 하게 된 상태에서 사망보험의 수
익자를 남편에서 자신의 아버지로 변경한 후 사망하였고, 이에 대하여 남편은
주위적으로 사망보험수익자 변경이 권리남용으로 무효이므로 수익자지위확인
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보험금청구권에 대한 유류분 반환청구를 하였다. 1, 2
심에서 패소한 후 남편은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만 상고하였는데, 일본 최고재
판소는 “자기를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의 계약자가 사망보험수익자를
변경하는 행위는 일본 민법 제1031조(우리나라 민법 제1114조)에서 규정하
는 유증 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고, 이것에 준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생명보험금은 지정된 보험수익자가 자기의 고유한 권리로서 취득하는 것이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승계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생명보험금
은 피보험자의 사망시에 처음으로 발생하는 것이고, 보험계약자가 지급하는
보험료와 대가의 관계에 있는 것도 아니고, 피보험자의 가동능력을 대신하는
급부도 아니므로, 생명보험금이 실질적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재산
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하면서 부정설을 취하였다(사실관계
는 홍진희,김판기(c), "생명보험금과 유류분반환청구에 관한 민상법적 고
찰", 재산법연구 29권 3호, 2012, 314쪽에서 인용함).
414) 홍진희/김판기(d), “생명보험금과 민법 제1008조 특별수익과의 관계”, 법조,
2012, 218쪽, 홍진희,김판기(c), 전게논문, 317~318쪽
415) 일본에서는 최고재판소 판결이 있었는데(最高裁 2004. 10. 29. 決定), 부모
사망 후 자녀 4인이 공동상속인이 되었고 피보험자인 모 사망 후 형제 중 1
인이 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사안에서 그 1인이 형제 중 유일하게 치매상태인
부모를 간병하고 사망할 때까지 함께 지낸 사정이 있었다. 위 판결은 “보험수
익자인 상속인과 다른 상속인과의 사이에 발생하는 불공평이 일본민법 제90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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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견으로는 보험계약상 보험수익자가 ‘제3자’로 특정된 경우 보험
수익자의 보험금청구권은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의 효력에서 당연히 생기는
것으로 상속재산이 아니라 보험수익자의 고유재산이고, 생명보험금은 피
보험자 사망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며, 피보험자나 보험계약자가 아니라
보험사가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므로 증여재산에도 해당하지 않아
특별수익 산정대상이나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인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사료된다. 다만, 공동상속인들 사이 1인을 보험수익자로 지정
한 경우 공동상속인들 사이 형평을 해치는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1008조의 특별수익이나 민법 제1118조에서 준용하는 제1008조
에 의한 특별수익으로서 유류분 산정기초 재산에 포함될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416) 그리고 반환액의 평가시기는 상속개시시로 하는 것이 타당하나
보험금액을 반환액으로 할 경우 실제 반환액이 과다해 질 수 있으므로
현행 상속세법에 의하여 상속재산으로 간주되는 보험금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에 준하여 보험금액을 사망시까지 납입된 보험료의 보험료 전액에
대한 비율로 나눈 금액을 반환액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인다.417)
따라서 보험금청구권이 원칙적으로 공동상속인들 사이 형평을
해치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민법상 특별수익 반환대상이나 유류분 산
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보험금청구권신탁의 경우에도 민법
상 특별수익 반환대상이나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사료된다.418)
(우리민법 제1008조와 동일)의 취지에 비추어 도저히 시인할 수 없을 정도로
현저하다고 평가되어야만 하는 특단의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동조의 유추
적용에 의해 당해 보험금은 특별수익에 준하여 반환의 대상으로 된다”고 판시
하고, 특단의 사정으로서 ‘보험금액, 그 액의 상속재산총액에 대한 비율, 피상
속인과 보험수익자의 동거 유무, 요양간호를 비롯한 공헌 정도 등 상속인 및
다른 공동상속인과 피상속인과의 관계, 각 상속인의 생활실태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하면서 결국 위 사안에서 특별수익성을 부정하였다.
416) 홍진희/김판기(c), 전게논문, 316쪽
417) 홍진희/김판기(d), 전게논문, 224쪽
418) 김상훈, 전게논문, 38쪽은 생명보험금과 신탁재산 내지 신탁수익권 모두 특별
수익 및 유류분반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보험금청구권신탁 역시 특
별수익 및 유류분반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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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보험사고 통지 주체와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
멸한다(상법 제662조). 원칙적으로 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보험
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하지만, 객관적으로 보아 보험사고가 발생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
로부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419)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
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만은 진행하지 않는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사실상 권리의 존재나 권
리행사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
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420)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사망보험금청구
권이 발생하거나 치매에 걸려 간병보험금이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피보
험자와 생활을 같이 하지 아니하므로 보험사고 발생사실을 모르는 채 시
간이 경과할 수 있고, 수탁자가 보험사고 발생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될 수 있다.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보험수익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자에게 보험사고를 통지할 의무가 있는데(상법 제657조 제1항) 보
험금청구권신탁의 경우 보험금청구권 양도권자 내지 보험수익자인 수탁
자가 보험사고 발생사실을 몰라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도과할 우
려가 있다. 신탁수익자는 실제 보험금청구권으로 인한 이익이 최종적으
로 귀속되며, 보험계약자와 친밀한 관계있어 보험사고의 발생을 가장 빨
리 인지하여 수탁자에게 통지할 수 있다.421) 다만, 신탁의 수익자가 미
419) 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다39822 판결
420)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32053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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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자이거나 정신장애가 있는 등 통지를 할 수 없을 염려가 있을 때는
제3자를 ‘보험사고발생 통지자’로 지정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
따라서 수탁자가 모르는 사이에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일본처럼 수익자 또는 제3자를 보험사고발생 통지자를 미리 지
정하고, 신탁계약서에 “수익자 또는 보험사고발생 통지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안 때는 지체 없이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이 의무
를 위반함으로써 신탁재산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규정을 삽입하고, 보험사고발생 통지자로 지
정받은 자로부터 ‘보험사고발생통지의무에 대한 확약서’를 받는 것이 필
요할 것이다.

제4절 보험실효와 수탁자의 보험료 납부의무 여부
보험계약자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보험료의 지급을 지체한 때는
보험수익자가 그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한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상법 제639조 제3항). 보험계약상 수익자는 수탁자로 설정되어 있으나,
이는 보험사고 발생시 수탁자가 보험금청구권을 실행하여 운용하기 위한
장치일 뿐이고 실체 보험금청구권을 통하여 수익을 얻는 것은 보험금청
구권신탁의 수익자이다. 따라서 보험계약자인 위탁자가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는 경우에 보험수익자인 수탁자가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문제된다.422)
상법은 특정한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 보험
료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타인에게도 상당한 기간을 정하
여 보험료의 지급을 최고한 후가 아니면 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650조 제3항). 따라서 수탁자는 보험계약자
가 보험료의 지급을 연체하였음을 알게 되는 즉시 위탁자에게 보험료 미
납으로 인하여 보험계약이 실효될 수 있음을 통지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
421) 광장신탁법연구회, 전게서, 616쪽
422) 광장신탁법연구회, 전게서, 616~6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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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수탁자가 보험자를 겸하고 있다면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에게 실효예
고통지를 하면서 동시에 보험계약의 최종 이익이 귀속되는 신탁의 수익
자에게도 실효예고통지를 하도록 신탁계약에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수탁자에게 보험료 납부를 강요할 수는 없다고 보인다.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신탁사무를 처리할 의무(신탁법
제32조), 오로지 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행동하여야 하는 충실의무(신
탁법 제33조), 수익자와 수탁자 혹은 수익자와 다른 수익자의 이익이 충
돌을 회피하여야 하는 이익상반행위 금지(신탁법 제34조), 수익자가 여
럿인 경우 각 수익자를 위하여 공평하게 신탁사무를 처리하여야 하는 공
평의무(신탁법 제35조), 신탁의 이익을 누려서는 안 되는 수탁자의 이익
향수금지(신탁법 제36조), 고유재산과 신탁재산을 분별하여 관리할 의무
(신탁법 제37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그러나 수탁자는 신탁행위로 인하
여 수익자에게 부담하는 채무에 대해서는 신탁재산만으로 책임을 진다
(신탁법 제38조). 수탁자가 급부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은
신탁재산을 분배 또는 급부하는 의무이므로 수탁자는 신탁재산의 범위
내에서 급부의무를 부담할 뿐이다. 즉 수탁자는 급부의무에 관하여 물적
유한책임만을 부담한다.423) 따라서 보험계약자인 위탁자가 보험료를 미
납하는 경우 수탁자는 수익자에게 통지하여 선택의 기회를 주면 족하고
스스로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는 없다.
수익자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다면, 보험금청구권이 신탁계
약의 유일한 신탁재산이라면 수탁자 역시 보험금청구권을 포기하고 보험
료 납부의무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할 것이고, 결국 보험료 미납으로 보
험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그에 따라 신탁계약 역시 자동으로 종료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만약, 보험금청구권이 신탁재산 중 일부이고 나머지
신탁재산의 원본 또는 이자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면 선관주의의무
에 따라 수익자의 의사 및 신탁재산 운용이익과 보험금 등의 다과 등을
고려하여 보험료 납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423) 광장신탁법연구회, 전게서, 198~200쪽, 이중기, 전게서, 38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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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보험계약과 관련된 종료사유 명시
보험료미납으로 인하여 보험계약이 실효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밖에 보험계약에 발생한 사유 또는 신탁계약에 발생한 사유로 보험금
청구권신탁이 종료될 수 있는 경우를 구분하여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신탁계약에 발생한 사유로 신탁이 종료되는 경우로서 위탁자가
생존하는 중에는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허용하고, 이때 보험수익자를
수탁자 외 다른 제3자로 변경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신탁의 수익
자가 사망하고 제2수익자나 잔여재산수익자도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
망보험금이 보험계약대출금 공제 등에 따라 도저히 신탁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일정 최소금액을 하회하게 되는 경우에는 신탁이 종료되도록 해
야 할 필요가 있다.
반대로, 보험계약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신탁이 종료되는 경우
로서 위탁자가 보험계약의 수익자를 수탁자 이외의 제3자로 변경하거나,
보험계약이 해지, 무효, 취소, 해제, 기간만기 등 어떠한 사유로든지 종료
되는 경우, 보험금청구권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거나 면책사유에 해당하
는 경우 신탁이 자동으로 종료되도록 명시해야 할 것이다.

제6절 보험회사가 수탁자를 겸하는 경우 이해상충 예방
보험회사는 겸영업무로서 신탁업을 수행할 수 있으므로(보험업법
제11조, 시행령 제16조) 보험계약의 보험자와 신탁계약의 수탁자 지위를
겸하는 것이 가능하다.
(3)유형과

(4)유형에서와

같이,

보험금청구권신탁의

수탁자가

보험계약자가 되는 경우에서 보험회사가 수탁자와 동일한 경우, 수탁자
가 보험계약자로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데 그 상대방인 보험자가
수탁자와 동일인인 경우, 즉 보험회사가 신탁회사를 겸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거래하는 것이 되어 자기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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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f-dealing) 및 이해상충(conflict of interests)의 문제가 발생한다.424)
신탁법 제34조 제1항은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고유재산으로 하
거나 신탁재산에 관한 권리를 고유재산에 귀속시키는 행위, 고유재산을
신탁재산으로 하거나 고유재산에 관한 권리를 신탁재산에 귀속시키는 행
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자기거래는 수탁자가 신탁에 보다 유리한
가격으로 매도를 하고 그 결과 수익자에게 손해를 줄 위험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다.425) 그러나 개정 신탁법 제34조 제2항은 신탁행위로 허
용하거나, 수익자에게 그 행위에 관련된 사실을 고지하고 수익자의 승인
을 받은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위 원칙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신탁재산간 거래라도 신탁재산 상호간에 이익이 되는 거래라면 이
를 형식적으로 이익상반행위로 파악하여 모두 금지된다고 하는 것은 오
히려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 이익상반행위를 허
용하는 신탁상의 합의나 수익자의 동의는 명시적이어야 하고 엄격히 해
석해야 한다.426)
한편, 자본시장법 제104조 제1항은 신탁업자에게는 신탁법 제
34조 제2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고, 자본시장법 제108조 제6호는 신탁
재산으로 신탁업자 또는 그 이해관계인의 고유재산과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해관계인에는 신탁업자의 임직원과 그 배우자, 신탁업
자의 대주주와 그 배우자, 신탁업자의 계열회사, 계약회사의 임직원과
그 배우자 등이 포함된다(자본시장법 제84조 제1항, 시행령 제84조). 자
본시장법 제108조 단서는 다만 수익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고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2006년 일본 신탁법 전
면개정 당시 우리나라 신탁법 제34조 제2항과 동일한 내용을 제31조 제
424) 한기정, 전게논문, 102, 103쪽
425) 최수정(a), 전게서, 318쪽
426) Penner, 429p."The self-dealing rule makes voidable (omit) unless the
transaction is specifically authorised, and explicit authorisations are
strictly construed(Wright v. Morgan(1926)"

- 141 -

2항으로 허용하면서 자기거래금지 예외를 허용하고, 신탁업법 전면개정
당시 제29조 제2항으로 마찬가지로 자기거래 금지에 대한 폭 넓은 예외
를 인정하고 있다. 미국도 위탁자가 신탁서면으로 통하여 자기거래에 대
해 동의한 경우, 신탁수익자가 자기거래에 동의한 경우에는 자기거래가
허용된다.427) 따라서 우리나라 자본시장법에서도 신탁상의 합의나 수익
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자기거래에 대한 예외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
(1)유형과 (2)유형에서와 같이, 보험계약의 보험자와 보험금청
구권신탁의 수탁자가 동일인이라고 하더라도 수탁자가 신탁재산으로 보
험계약 체결 등 새로운 거래행위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것만으로 자기
거래라고 할 수는 없으나, 수탁자가 보험자인 자신에게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하게 되므로 이해상충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보험금의 과소지급
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문제와도 결부될 수 있다.428) 수탁자는 선
량한 관리의 주의로 신탁사무를 처리해야 하고(신탁법 제32조), 수탁자
의 이익을 위하여 신탁사무를 처리해야 하는 충실의무를 부담한다(신탁
법 제33조). 신탁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설정되는
것이 기초하여 설정되고(제2조), 신탁이 설정된 뒤에는 수익자에 대해
신임관계에 서기 때문에(신탁법 제34조) 수탁자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
이다.429) 따라서 수탁자가 보험자의 지위를 겸하는 경우 수탁자는 충실
의무에 근거하여 신탁수익자의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보험금청구권을 행
사할 의무가 있다.
신탁재산이 수탁자의 고유재산이나 다른 신탁재산과 분별 관리
되지 않는 경우, 수탁자가 혼합된 재산을 유용하거나 제대로 관리하지
못할 위험이 크고, 당해 신탁재산에 대한 수익자의 감독도 용이하지 않게
되므로430) 수탁자는 신탁재산을 고유재산 내지 다른 신탁재산과 분별하
427) 14 COA 411(Cause of Action Against Trustee for Self-Dealing) §19,
§20, §21, §22
428) 한기정, 전게논문, 102쪽
429) UTC §802 Duty of Royalty
(a) A trustee shall administer the trust soley in the interests of the
beneficia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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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관리하고 신탁재산임을 표시해야 한다(신탁법 제37조 제1항, 제2항).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는 장부 등 서류의 작성, 보존, 비치에 관
하여 명시해야 하고(신탁법 제39조) 수익자 등은 열람, 복사, 설명청구권
을 가진다(신탁법 제40조). 수탁자는 신탁수익자에게 보험금산정의 근거
가 된 상세 내역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통보하고 수탁자의 보험금청구권
행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이의제기권한을 부여하여야 할 것이다.

제6장 결론
우리나라는 전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
는데도 치매노인, 장애인의 보호문제가 공공복지가 아니라 개인적인 문
제로 가족의존형으로 처리되고 있으며 이를 대비하기 위한 법적 지원이
나 금융제도가 미비한 상황이다. 노령화와 핵가족화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보호가 필요한 본인에 대한 장기간병의 문제, 반대로 보호자가 사망
한 후 건강상 문제, 치매, 장애가 있거나 생활능력 또는 재산관리능력이
부족한 유족의 보호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한 사회문제로 현실화되고 있다.
보험금청구권신탁이란 본인의 능력상실이나 사망을 대비하여 본
인 또는 유족의 생활안정을 위해 (생명보험 및 상해․질병보험계약의) 보
험금청구권을 신탁재산으로 하는 신탁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보험금청
구권을 행사하여 현실적으로 수령한 보험급부는 보험수익자의 고유재산
으로 바로 귀속되어 버리므로 구분하여 관리할 수 없고 피상속인 또는
유족의 채권자의 강제집행에서 자유롭지 못하며, 사망보험금의 경우에는
신탁 여부를 강제할 수 없으나 보험금청구권을 신탁하게 되면 위탁자가
수익자의 다른 재산과 구분되어 독립성을 유지하고 위탁자의 의도대로
사후의 재산설계가 가능하다. 보험금청구권신탁은 미국에서 1930년대부
터 이미 널리 사용되고 일본에서도 2010년 경부터 고령화의 대비책으로
서 활용되고 있는바, 우리나라에서도 보험금청구권신탁을 활용한다면 위
430) 최수정(a), 전게서, 3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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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자 사망 뒤 유족의 생활보호 및 재산관리설계, 위탁자의 치매 등 능력
상실에 따른 생활보장 및 장기간병에 매우 효과적인 제도가 될 수 있고
2011년도부터 시행되고 있는 임의후견제도와 결합하면 그 효과가 더욱
클 것으로 기대된다.
신탁의 대상이 되는 보험계약은 생명보험, 상해보험, 질병보험
의 정액, 금전급부가 적절하다. 미국과 일본의 예를 참조하여 보험계약
자와 보험수익자를 위탁자와 수탁자 중 누구로 할 것인지에 따라 유형화
하면 보험금청구권신탁은 (1)유형 - 위탁자가 자신을 피보험자 겸 보험
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이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위탁
자로서 위 보험금청구권을 신탁재산으로 제3자를 신탁수익자로 하여 수
탁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유형 - 위탁자가 보험금청구권을
신탁재산으로 하기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이와 동시에 또는 순차
적으로 자신을 피보험자로, 수탁자를 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
거나, 이미 체결된 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를 수탁자로 지정 또는 변경하
는 경우, (3)유형 - 위탁자가 보험료를 납부할 재원을 신탁재산으로 하
여 수탁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수탁자가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재
산의 운용방법으로서 위탁자를 피보험자로 하고 수탁자를 보험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4)유형 - 수탁자가 보험수익자를 위
탁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위탁자가 보험금청구권을 수탁자에게
양도함으로써 신탁재산으로 귀속시키는 경우를 상정할 수 있다.
(4)유형은 법논리적으로는 가능하지만 보험수익자로 위탁자를
지정하였다가 다시 보험금청구권을 양도하는 것은 불필요한 절차를 반복
하는 것이므로 비효율적이고, (3)유형은 자본시장법은 신탁재산이 금전인
경우에 금전의 운용방법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고 보험계약체결은 제
외하고 있고, 자본시장법상 금지되는 자기거래에 해당하여 현행법 하에
서는 불가하며, 미국에서도 실제 보험료지급재원 전액을 처음부터 신탁
하는 재원부 생명보험신탁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다. 보험금청구
권신탁이 활발히 이용되고 있는 미국에서 (1)유형과 (2)유형, 특히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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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이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으며, 일본에도 (2)유형의 형태로 보험금
청구권신탁이 이용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신탁법과 자본시장법하에
서는 (1)유형과 (2)유형이 고려가능하다.
신탁법상 확정가능하고 양도가능한 재산이라면 그 내용에 제한
없이 신탁재산이 될 수 있다. 보험금청구권은 보험사고 발생을 조건부
또는 기한부로 하는 추상적 청구권으로서 확정가능하고 양도가능하므로
신탁재산이 될 수 있다. 수탁자가 신탁업자인 경우에는 자본시장법이 수
탁할 수 있는 재산을 열거하고 있는데 보험금청구권은 금전채권 또는 금
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급부에 대한 채권이므로 자본시장법상 신탁재산
에도 해당한다고 본다. 보험금청구권은 보험계약의 해지가능성, 보험약
관대출, 보험료연체로 인한 실효, 수익자변경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지
않거나 감소할 가능성이 있어서 유동적인 측면이 있지만, 신탁재산의 대
상이 될 재산이 반드시 확정적일 것을 요하지 않으며, 우리 신탁법상 신
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이상 그 전제가 되는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수도 있다는 점,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보험계약이 실효되는 점은 보험금청구권신탁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고 보인다.
(1)유형의

보험금청구권신탁에서

위탁자가

보험금청구권을

수

탁자에게 양도하는 것은 신탁법 제2조의 ‘이전’에 해당하며 지명채권양
도 방식으로 가능하다. (2)유형의 보험금청구권신탁에서 보험계약자가
수탁자를 보험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존의 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를 수탁자로 지정 또는 변경하는 방식은 신탁법 제2조의 특
정의 재산을 ‘이전’ 내지 ‘그 밖의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따라서 현
재 우리나라 신탁법, 자본시장법 하에서 (1)유형과 (2)유형의 보험금청
구권신탁이 가능하다고 보이며, 생명, 상해, 질병보험계약은 장기인 경우
가 대부분이고 보험금청구권 양도 사실에 대한 사후 분쟁의 소지를 줄이
기 위해서는 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를 수탁자로 지정 또는 변경하는 방
식이 더 안정적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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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청구권신탁에서 보험수익자는 신탁회사이지만 실질적으로
보험의 이익을 누리는 것은 신탁수익자이므로 신탁수익자가 고의로 피보
험자를 해친 경우 상법 제659조, 제732조의2를 유추하여 수익권이 박탈
된다고 보고, 신탁존속 중에 신탁수익자가 먼저 사망하였는데 신탁계약
에서 이에 대해 정하지 않은 경우 상법 제733조 제4항을 유추하여 신탁
수익자의 상속인들에게 신탁수익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수탁자는 보험계약의 효력에 따라 자기 고유권리로서 보험금청구권을 직
접․원시취득하는 것이므로 상속인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하더라도
신탁수익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보험의 선의성을 고려하면 민법 제1004
의 상속결격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신탁수익자를 위탁자의 법정상속인과
같이 추상적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위 규정을 유추하여 신탁수익을 취득
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그리고 보험금청구권이 원
칙적으로 공동상속인들 사이 형평을 해치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상 특별수익 반환대상이나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보험금청구권신탁의 경우에도 민법상 특별수익 반환대상이나 유류분 산
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사료된다.
보험금청구권신탁을 할 경우 보험수익자인 수탁자가 모르는 사
이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신탁
의 수익자 또는 제3자를 보험사고 통지자로 지정하여 그 하여금 보험사
고발생사실을 수탁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위탁자
가 보험료를 미납할 경우 수탁자는 수익자에게 통지하여 선택의 기회를
주면 족하고 스스로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는 없다고 보이며, 그 밖에도
보험계약 해지, 수익자변경, 면책 등 사유가 발생했을 때 신탁이 종료되
도록 하고, 위탁자가 신탁계약을 해지하였을 때 보험계약 수익자를 제3
자로 변경하는 등 신탁의 종료사유를 명시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보험
회사는 겸영업무로서 신탁업을 수행할 수 있으므로 보험계약의 보험자와
신탁계약의 수탁자 지위를 겸하는 것이 가능한데, 신탁법상 충실의무에
따라 신탁수익자의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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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신탁재산을 고유재산 내지 다른 신탁재산과 분별하여 관리하고 신탁
재산임을 표시해야 하고, 신탁 수익자에게 보험금산정의 근거가 된 상세
내역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통보하고 수탁자의 보험금청구권 행사에 이의
를 제기할 수 있도록 이의제기권한을 부여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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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surance trust
Yang, Heeseok
Commercial Law Major, Department of Law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Insurance trust is trusts in which part or all the trust property
consists of one or more insurance claims for stability of life of
oneself or family to prepare loss of ability or death. There has been
a great increase in the use of life insurance trust since 1930 in
U.S. for succession and it begins the sale of life insurance trust
since 2010 in Japan to prepare aging society.
However, there are not active discussions about insurance
trust in Korea. And it is not clear whether or not such products are
permitted under the current Korean law. As the aging phenomenon
in Korea than other countries is serious, especially insurance trust
is more useful. This artcle tries to interpret whether they are
allowed under the current law, and to suggest legislative reform for
solving possible legal problem. The legal issues dealt with by this
article are classified as follows.
First, the question arises whether or not the trust of a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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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insurance claim is legally possible under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FSCMA), which restricts trust
properties to limited properties such as pecuniary claims. Insurance
claim has certainty of subject matter and is transferable. So the
answer should be affirmative, as far as the object of insurance claim
is cash, in the right to such an insurance claim can be categorized
into pecuniary claim.
Secondly, insurance trust can be created either by assigning
a claim upon the trust settlor to the trustee, or by naming such
trustee as beneficiary subject to the conditions of the trust.
Assigning a claim and naming such trustee as beneficiary can be
conveyance or disposition for the creation of trust of under FSCMA.
Thirdly, some of the juristic way of insurance can be
applied to insurance trust. And in the case of insurance trust, trust
revenue received by the heir designated as trust beneficiaries is not
inherited property but inherent property of the heir. So the
insurance trust revenue received by the heir is not special benefit,
does not belong to the property of a decent at the time of
inheritance as forced share. And if insurance company is in position
of trustee of trust contract, it will need a device that protect the
benefit of the trust beneficiary.

key words : the trust of a right to insurance claim, life insurance
trust, trust and the insurance contract, insurance
claim, life insurance, trust properties, conveyance of
insurance cla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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