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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는 보험종료 후 진단도 인정
- 1년 만기 단체자전거공제, 보험기간 중 장해진단만 인정한다는 주장 배척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윤정석)는 지자체가 2014년 7월
자전거를 타는 시민을 위해 새마을금고중앙회(이하 ‘새마을금고’)에 1년간 가입한
‘단체자전거공제’*와 관련해 공제기간 중 발생한 상해로 치료를 받다가 공제기간
종료 후 후유장해 진단을 받았더라도 공제기간 중 발생한 상해로 인한 것이므로
진단시점과 상관없이 후유장해 공제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 2015년 7월 공제기간 종료 후 다른 보험회사에 가입하여 매년 갱신
사건개요

A씨(남·39세)는 2015. 4. 18.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던 중 유턴하던 차량을 피하려다 넘어지면서
우측 손목 부위가 골절되는 부상을 당해 금속판고정술 등 수술(1차) 치료를 받고, 지자체가
시민을 위해 가입한 새마을금고의 ‘단체자전거공제’에 공제금을 청구하여 ‘자전거상해위로금’과
‘자전거상해진단위로금’을 지급받음.
이후 부상당한 손목 부위 골절이 완쾌되지 않아 2016. 9. 인공골두 치환술(2차)을 시행하고
같은 해 11월 후유장해 진단을 받아 후유장해공제금을 청구함.
새마을금고는 보험사고와 후유장해 진단 모두 보험기간 중 발생한 경우에 한해 공제금을 지급할
수 있고, 다른 규정을 준용해도 상해 후 1년 이내에 후유장해 진단을 받았다면 지급이 가능하나,
A씨는 상해 후 1년 6개월이 경과하여 진단을 받았으므로 공제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거부함.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1)지자체가 가입한 단체자전거공제는 1년 만기 상품으로
상해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후유장해를 판정하도록 약관에 규정되어 있어 새마을
금고 주장대로라면 가입 후 최초 6개월 안에 다친 사람만 후유장해 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 그럴 경우 지자체는 1년 동안의 보험료를 내고도 6개월만
후유장해에 대한 보장을 받게 되는 모순이 발생하는 점, 2)공제기간이 종료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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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 후유장해는 인정한다는 약관조항은 장해가 더 악화된
경우에 적용한다는 의미의 조항이며, 설사 이 조항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약관상
‘장해판정기준’에는 금속내 고정물을 제거한 뒤 후유장해를 판정하도록 되어 있어
A씨처럼 2차 수술에서 금속내 고정물을 제거한 후 장해진단을 받은 것은 약관의
규정대로 장해판정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3)유사사건 판례*에서 보험
기간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후유장해는 보험기간 이후에 진단이 확정되어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한 점, 4)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후유장해공제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43956 판결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 관계에 있는 장해로서 180일 이내에 발생한 장해이기만 하면
이에 대하여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고 그 진단확정은 위 180일은 물론
보험기간이 지난 후에 이루어져도 무방하다 할 것이고...(이하 생략)
이번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은 보장기간이 비교적 짧은 단체보험의 경우
보험기간이 종료된 이후 후유장해 진단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보험기간 중
발생한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라면 보험기간이 종료된 후 진단을 받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으로서 소비자 권익을 한층 강화한 조정사례로
평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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