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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의 삼성생명 암보험 제재 안건 지연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망각한 책임회피이다.

어제 월 일 금융위원회 금융위 가 삼성생명의 요양병원 암 입원보험금 미지급건에 

대한 제재 안건 처리 여부를 개월가량 검토하다 최근 이를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 넘겨 

법적 자문을 구할 방침 이라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이 안건의 경과는 금융감독원 금감

원 이 년 삼성생명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여건의 암 입원보험금 청구에 대해 

부당하게 지급을 거절한 사실을 적발하고 년 월 일 제재심의원위원회를 열어 

보험법업상 기초서류 보험약관 기재사항 준수 의무 위반 으로 중징계에 해당하는 기

관경고 를 결정하고 작년 월 금융감독위원회에 올렸다 이후 금융위 정례회의에 앞서 

안건을 정리하고 제재 방향을 사실상 결정하는 역할을 하는 안건소위원회 안건소위 에

서 이례적으로 개월가량 검토하다 최근 이를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 넘겨 제재의 법률

적 타당성을 자문받기로 한 것이다

경실련은 금융위가 삼성생명 암보험 제재 안건과 관련하여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개월 정도를 끌어 온 것도 문제지만 뒤늦게 법적 구속력이 없는 자문기구인 법령해석

심의위에 책임을 떠넘기는 행태를 강력히 비판한다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때처럼 

법령해석심의위원회가 특정 금융회사를 위한 면죄부를 주는 관료들의 책임회피 장난

감 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특히 그 대상이 삼성이고 해당 사안이 금융소

비자 분쟁이 가장 극심한 보험 분야라는 점을 생각하면 더욱 우려가 앞선다 법령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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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원회가 보험회사들의 입맛에 맞는 봐주기식 해석을 결정하고 금융위는 이를 빌

미로 은근슬쩍 삼성에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는 결과가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기 때문

이다

경실련은 이번 삼성생명의 요양병원 암 입원보험금 미지급 건을 금융위가 미루다가 

법령해석심의위로 떠넘긴 결정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 및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의 입장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금융정책과 감독정책을 수

행하며 금융소비자보호를 해야 할 두 인사가 이러한 결정에 개입했다면 그 자격은 없

다고 봐야 할 것이다 나아가 금융위의 안건 처리 지연과 법령해석심의위의 자문요청

이 삼성생명이 줄기차기 주장해온 장기요양 병원 입원이 암의 직접적인 치료와 연관

이 없다 는 주장에 힘을 싫어주기 위한 것이라면 존재이유도 없을 뿐 더러 금융소비자

인 국민들로부터 거센 비판에 직면할 것이다

이 사건은 금융소비자 보호 의무를 망각한 거대 재벌 금융회사에 대해 우리나라 감

독기구가 제대로 된 제재를 내릴 수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시금석이다 금융위위원

회의 역할은 자본시장과 금융시장을 관리 및 감독하면서 불공정한 부분을 바로잡고

금융소비자들을 보호하는데 있다 따라서 전문가 의견 이라는 속이 빤히 들여다 보이

는 방패 뒤에 숨어 은근슬쩍 재벌에게 면죄부를 주려고 시도하는 대신 금융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본연의 책무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올린 안건을 공정하고도 조속하게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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