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서론

보험회사가 경영부실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할 수 없는 상태의 회사

를 일본 보험업법에서는 ‘파탄보험회사’라고 칭한다.1) 구체적으로 파탄보험회사란 

두 가지 사유의 형태로 정의되고 있는데, 첫째 사유는 업무 또는 재산상황에 비추어 

보험금의 지급을 정지할 우려가 있는 자 또는 보험금의 지급을 정지한 자이고, 둘째 

사유는 보험회사의 재산으로서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자

이다. 다시 말해서 파탄보험회사란 채무초과 상태이거나 보험금 지급정지 상태인 자 

또는 그 우려가 있는 보험회사를 말한다. 여기에서 보험금의 지급을 정지할 ‘우려’에 

대한 건전성 확보 판정은 당연히 감독당국인 내각총리대신2)이 하는 것이며 그 구체

적인 기준은 법령에서 정한 지급여력비율 기준상의 건전성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

에 따라 판정하는 것이다.3) 즉, 지급여력비율이 조기시정조치의 제3구분(지급여력비

율 0% 미만)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한부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명령을 내리는 

것이다.

1) 일본 보험업법 제260조 제2항 1호(우리나라에서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

조 2호에서 ‘부실금융기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 부실금융기관이란 경영상태를 실

제 조사한 결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금융기관이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이 명백한 금융기관으로서 

금융위원회나 예금보험위원회가 결정한 금융기관을 말함.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부실금융

기관 또는 부실보험회사라는 용어 대신에 일본 보험업법에서 정의한 ‘파탄보험회사’나 일

반적 의미의 ‘도산보험회사’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함)

2) 보험업법 제303조 제1항에서 내각총리대신은 보험업법상의 모든 권한을 금융청장관에게 

위임하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 내각총리대신이라 함은 금융청장관이 집행하는 것으로 이

해하여야 함을 밝혀둠

3) 보험업법 제130조(건전성 기준) 및 보험업법 제132조 제2항에 규정하는 구분 등을 정하는 

명령 제2조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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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保険硏究所(1998), p. 4

<그림 Ⅰ-1> 조기시정조치 개념도

지급여력비율로 판정하는 조기시정조치에서 지급여력비율이 200% 이상이면 비대

상구분이고, 100% 이상 200% 미만은 제1구분에 해당하며 0% 이상 100% 미만은 제2구

분, 0% 미만은 제3구분에 해당한다.4) 제2구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지급능력 충실화

를 위한 각종 제재와 개선계획 제출 등이 수반되지만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하는 파탄

보험회사의 도산처리에는 포함이 되지 않음을 밝혀둔다. 보험회사가 제2구분을 거쳐 

제3구분에 이르기까지도 자본증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내각총리대신에 의해 파탄

보험회사로 인정되거나5) 또는 당해 보험회사가 보험업의 지속적 영위가 불가함을 문

서로써 내각총리대신에게 보고6)하여야 한다.

4) 일본 보험업법 및 감독규정에서는 리스크총량의 1/2만을 지급여력비율 산정 시의 리스크

상당액으로 간주하고 있음

5) 보험업법 제241조 1항

6) 보험업법 제241조 3항(동 보고는 의무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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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과정을 거쳐 파탄보험회사가 나타나면 계약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면

서 신속하게 도산처리를 하게 된다. 크게 나누어 보면, 계약이전을 받아 구제해 줄 인

수회사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나누어진다. 

계약이전을 받아 인수할 구제회사(인수회사)가 있는 경우에는 <그림 Ⅰ-2>와 같이  

계약이전, 합병, 제3자 주식취득 이 세 가지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자료: 생명보험계약자보호기구 홈페이지(http://www.seihohogo.jp/)

<그림 Ⅰ-2> 보험업법상 도산회사의 부실처리 개념도

그러나 계약이전을 받을 구제회사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림 Ⅰ-3>과 같이 

승계나 계약자보호기구에 의한 계약인수의 두 가지 방식이 사용되고 있다. 이 두 가지 

방법도 최종적으로는 구제보험회사를 찾아 계약을 이전 시키거나 합병 또는 주식취득 

하는 것을 지향하므로 결국엔 <그림 Ⅰ-2>와 같이 도산처리를 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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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생명보험계약자보호기구 홈페이지(http://www.seihohogo.jp/)

<그림 Ⅰ-3> 승계보험회사에 의한 승계의 기본구조

원래 기업의 도산처리를 하는 일반적 방법인 회사갱생, 파산, 민사재생, 정리, 

청산이라는 각종 도산처리제도가 보험회사에 배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보험회

사에 대해서는 파산을 제외하고는 갱생특례법과 같은 특례적 조치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다른 조치들은 실용가능성이 없다.7) 이는 보험회사의 채권자가 다수의 보

험계약자로 구성되어 있다는 특성때문이다. 따라서 보험회사의 도산처리는 보험감

독법인 보험업법에 의거한 행정절차를 이용한 도산처리가 전통적 방식으로 사용되

어 왔다. 보험업법에 의거하여 도산처리를 하는 행정절차도 한계를 드러내 2000년 

갱생특례법이 개정된 이후부터는 주로 갱생절차 방식에 의하여 도산처리를 해 오고 

있다. 그러나 전통적 방식인 보험업법에 의거한 행정절차 방식도 사용되고 있는 절차

이고 갱생절차 방식의 모태라 할 수 있으므로, 이 두 가지 형태의 도산처리 방식에 대

해 상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편, 일본의 보험회사들은 1980년대 후반 확정고금리상품을 대량으로 판매

하는 양적경쟁을 전개한 결과, 1992년에 버블이 붕괴된 후 1990년대에 대규모 

연쇄도산이 일어났다. 1997년의 日産(닛산)생명을 시작으로 2000년대 후반까

7) 山下友信(2005), 保険法, 東京, 有斐閣, p. 621



서론 17

지 8개 생명보험회사와 2개 손해보험회사8)가 도산하였다. 2000년 상반기 이

전에 도산한 日産생명, 東邦(토오호오)생명, 第百(다이햐꾸)생명, 大正(다이쇼

우)생명은 보험업법에 의거하여 행정절차 방식으로 구제보험회사에 계약의 전

부를 포괄이전하였고, 2000년 하반기 이후 도산한 千代田(치요다)생명, 協榮

(쿄오에이)생명, 東京(토오쿄오)생명, 大和(야마토)생명은 사법절차인 갱생절차특례

법에 의거하여 갱생처리되었다. 손해보험의 경우, 2000년에 도산한 第一(다이이치)

화재는 행정절차 방식으로 포괄계약이전을 하였고 2001년에 도산한 大成(다이세이)

화재는 갱생처리절차 진행 중에 구제회사에 흡수합병으로 도산처리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행정절차 방식의 보험회사 도산처리제도를 소개하고 도산처

리제도의 한계와 문제점을 살펴본 후에, 개선방법으로 대두된 갱생절차 처리제도를 

정리·설명하고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아울러, 부록에서 보험

업법에 의한 행정절차방식의 처리사례와 갱생특례법에 의한 갱생처리 사례의 회사

사례를 소개·정리해 두고자 한다.

일본의 도산처리제도는 미국이나 영국 등 선진국의 제도를 흡수하여 일본만의 독

특한 제도가 된 것인데, 우리나라도 과거의 일본과 같이 이차역마진에 의한 대규모 

손실이나 회계제도의 변경 등에 따른 대규모연쇄도산이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도산처리 시의 계약자보호와 계약자를 비롯한 채권자 자기책임의 원칙과 

집행과정에 대하여 일본의 사례를 정리·소개해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8) 2개 손해보험회사 중 하나인 대성화재는 911테러와 해외재보험거래의 실패에 의한 도산으로, 

다른 생보사·손보사의 원인인 고금리확정형상품 과다판매에 따른 이차역마진손실과는 원인

이 다른 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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