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Ⅱ. 보험회사 도산 시 계약자보호 및       
도산처리제도

본 장에서는 보험회사의 도산 시 생명보험회사 및 손해보험회사에 대해 계약자보

호 제도의 현황을 정리·소개하고, 일본 보험회사의 도산 시 처리제도의 발전과정을 

시대 순으로 정리한다. 또한 보험업법에 의거하여 진행되는 도산처리 방식의 주요 내

용과 방법, 흐름 등을 정리·소개하며, 특히 높은 예정이율의 계약과 같이 도산처리 시

에 문제가 되는 사안에 대한 특별조치의 내용에 대해서는 따로 기술해 두고자 한다.

1. 보험회사 도산 시 계약자보호 현황

가. 계약자보호 보상대상계약 계약자의 범위

손해보험회사 도산 시 계약자보호제도의 목적이 보험회사의 건전성을 신뢰한 보

험계약자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보호대상은 기본적으로 개인계약자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개인계약자는 기업 등의 법인계약자와 비교할 때 보험회사에 대한 

신용정보의 입수나 보험회사와의 계약교섭 시에 약자적 입장에 있어 보호의 필요성

이 높다고 할 수 있다.9) 보상대상계약을 제한하는 방법은 보험종목을 제한하는 방법

과 계약자 속성을 제한하는 방법이 있다. 손해보험종목의 제한은 기업성물건을 제한

하고 가계성물건만을 보상대상으로 하며, 계약자는 개인계약자보호를 원칙으로 하며 

예외적으로 소규모법인에 한해 보호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생명보험의 경우

에는 근본적으로 피보험자가 모두 개인이므로 전 계약을 보상대상계약으로 하고 있

9) 佐野誠(2002. 12), “損害保険における支払保証制度”, 保険学雑誌, 第579号, p. 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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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생명보험은 보험의 목적이 보험금수령에 의한 장래의 생활보장에 있고 또한 퇴직

연금보험이나 단체보험이라 하더라도 보장을 받는 피보험자나 보험금수령인은 기업

이 아니라 개인이기 때문이다. 

보상대상계약은 보험계약자보호를 위한 보험업법 및 보험계약자보호특별조치명

령에 규정되어 있다.10) 생명보험계약은 보험 종류나 보험계약의 속성에 관계없이 일

본 내에서 체결된 모든 원수보험계약을 보상대상계약으로 한다. 다만, 재보험계약이

나 운용실적연동형보험계약의 특별계정부분은 포함되지 않는다. 손해보험의 보상대

상계약은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계약, 가계지진보험계약, 자동차보험계약은 개인

이나 법인 등 보험계약자의 속성에 불문하고 모두 보상의 대상이 된다. 다만, 화재보

험 및 기타 일반손해보험(배상책임, 동산종합, 해상, 운송, 신용, 산재보상보험 등)의 

경우는 보험계약자가 개인이나 소규모법인, 아파트·맨션(공동주택)관리조합인 경

우에만 보상대상이 되고 기업 등 기타 법인인 경우에는 보상대상이 되지 않는다. 보

험계약자가 개인·소규모법인·맨션관리조합 이외인 경우라도 그 피보험자인 개

인·소규모법인·맨션관리조합이 보험료를 실질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보험계약 중 

당해 피보험자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대상으로 한다.

계약자 정의 및 내용

개인 -

소규모법인

소규모법인이란, 도산 시점에 상시고용하는 종업원 또는 상시근무 직원 

수가 20인 이하인 아래의 법인을 말한다

① 일본법인

② 일본에서 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통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외국법인

맨션관리조합

맨션관리조합(공동주택관리조합)이란, 건물구분소유법 3조·65조에 규

정하는 단체로 주로 주거용으로 제공되는 건물 등의 관리를 하기 위한 

것을 말한다

<표 Ⅱ-1> 손해보험의 보상대상계약 계약자 정의 

 자료: 보험계약자보호를 위한 특별조치명령(대장성령 제124호)에서 작성

10) 보험업법 제270조의3 제2항 1호 및 보험계약자보호특별조치명령 제50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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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보상방식 및 보상수준

대부분의 나라가 보상수준의 상한을 제한하는 대신 보험계약채권액은 전액 100% 보

상하는 정액보상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일본은 보상의 상한한도는 제한하지 않고 보

상대상계약 채권액의 일정비율만을 보상하는 정률보상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보험계

약자보호특별조치명령에서 보상률을 정하고 있는 보상 내용은 <표 Ⅱ-2>와 같다.11)

보상대상계약

보상비율

보험금
해약환급금

만기환급금

손해보험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

가계지진보험
100%

자동차보험

·도산 후 3개월간: 
100%(보험금 전액지급)
·3개월 경과 후: 80%

80%

화재보험

기타 손해보험

(배상책임, 동산종합, 해상, 운
송, 신용, 산재보상 등)

질병·
상해보험

단기상해보험

특정해외여행상해보험

연금지급형적립상해보험

재산형성저축상해보험

확정갹출연금상해보험
90%

90%

기타 질병·상해보험

(상기 외 상해보험, 소득보상

보험, 의료·개호보험 등)

90%
(적립형보험의 

적립부분: 80%)

생명보험 생명보험 도산 시점 책임준비금의 90%

<표 Ⅱ-2> 보상대상계약 및 보험 종류별 보상비율 

보상대상계약 이외의 보험(일반손해보험분야에서 계약자가 개인, 소규모법인, 주

택관리조합 등이 아닌 것)은 계약자보호기구로부터 보상되지 않으며, 도산보험회사

의 재산상태 여하에 따라 급부를 받게 될지 알 수 없다.

11) 보험계약자보호특별조치명령 제50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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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保険硏究所(1998), p. 6

<그림 Ⅱ-1> 도산보험회사의 보상 개념도 

위 그림의 사례는 경영파탄 시 생사혼합보험의 보상 수준을 도식화한 것이다. 실선

으로 표시된 파탄이 없었을 경우의 정상적인 책임준비금보다 점선으로 표시된 파탄상

태의 실제 책임준비금은 채무초과로 인하여 크게 부족하므로 작아져 있다. 그러나 앞

의 <표 Ⅱ-2>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도산 시점 책임준비금의 90%를 보상하기 때문에 

위 그림에서 n%(생명보험 및 적립형장기보험은 90%)까지 보상한 경우의 책임준비금 

선(실선과 점선 사이의 책임준비금 선)이 실제 보상하는 책임준비금 수준이다. n%까

지 보상하는 책임준비금 선은 계약조건 변경 시에 가입 시의 예정이율을 최신의 예정

이율로 인하하므로 계약조건 변경 후 예정이율이 반영된 책임준비금이다. 

 여기서 책임준비금은 구체적으로 보상대상계약에 관련된 책임준비금(‘특정책임

준비금’이라 한다)을 가리킨다. 특정책임준비금은 책임준비금, 지급비금, 계약자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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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금(미할당인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12) 다시 말해서, 보상대상계약의 특정책

임준비금액에 일정의 보상비율을 곱한 금액을 보험금, 만기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

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다. 高예정이율계약에 대한 추가적 보상제한

생명보험계약 및 질병·상해보험계약(보험기간이 5년 초과인 경우에 한한다) 

중 그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기초가 되는 예정이율이 과거 5년간 기준이율을 초

과해 있었던 경우에 당해보험계약은  ‘高예정이율계약’에 해당하게 된다. 이  高예정

이율계약에 대한 보상률은 90%에서 ‘보상공제율’을 공제한 이율로 하는데, 다만 여기

서 산정된 율이  ‘기준변제예상률’에 미달할 경우에는 당해 기준변제예상률이 그 보

상률이 된다.13)

위의 적립형보험인 질병·상해보험계약에 대해서는 그 적립부분을 독립된 계

약으로 취급한다. 또한 하나의 보험계약의 주계약 또는 이에 부가된 보험특약의 

예정이율이 다른 경우나, 하나의 보험계약이 복수의 피보험자14)를 대상으로 다른 예

정이율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예정이율이 다른 것마다 각각 독립된 보험계약으

로 간주한다.

위에서 ‘보상공제율’이란, 당해 보험계약의 예정이율이 기준이율을 초과하는 부분

의 1/2에 상당하는 이율을 말하며,15) ‘기준이율’이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별로 각각 

전 보험회사의 과거 5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자산운용이익률을 기준으로 하며 당해 

연평균 자산운용이익률을 초과하는 것으로서 내각총리대신 및 재무대신이 정한 이

율을 말하는데 현재 기준이율은 생명보험, 손해보험 모두 연 3%로 규정되어 있다.16) 

12) 보험업법 제270조의3 제2항 및 보험계약자보호를 위한 특별조치명령 제50조의4

13) 보험계약자보호를 위한 특별조치명령 제50조의5 제2항 및 3항

14) 확정갹출연금보험계약 및 확정갹출연금상해보험계약의 경우를 제외하며, 당해보험계약의 

보험료를 갹출하는 자에 한함(보험계약자보호특별조치명령 제50조의5 제4항2호)

15) 보험계약자보호를 위한 특별조치명령 제1조의6 제4항1호

16) 보험계약자보호를 위한 특별조치명령 제1조의6 제4항2호 및 2006년 금융청·재무성 고시(제2호)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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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위의 ‘기준변제예상률’이란, 도산보험회사의 확인재산평가에 의거하여 산출된 

자산가액 중 보상대상계약 관련 특정책임준비금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계산된 금액(영

업권 포함)을 특정책임준비금 등의 금액으로 나누어 얻은 이율을 말한다.17) 아무리 高

예정이율계약에 대해서 보상률을 인하한다 하더라도 보험계약자보호제도에 의해서 추

가보상되고 있는 부분의 감축에 그쳐야 하는 것이지 채권자평등원칙에 의거하여 배당

되는 경우의 변제율에도 미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판단에 의거한 것이다.18)

高예정이율계약의 보상률을 산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高예정이율계약의 보상률 = 90% - {(과거 5년간의 각 연도의 예정이율 - 기준이율)  

                                         의 총합 ÷ 2}

한편, 미국에서는 생명보험회사의 도산 시 각 주의 ‘생명보험보증법인(The Life 

Insurance Guaranty Corporation)’이 지급보증을 하고 있는데, 각 주의 법률 모델이 되

는 1985년 NAIC(전미보험감독관협의회) 모델법에서는 “도산 전 4년간의 예정이율 중 

‘무디스공사채평균이율 - 2%’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증대상 외”로 하고 있

다.19) 동법 규정은 37개 주에서 채택·시행되고 있다.

17) 보험계약자보호를 위한 특별조치명령 제50조의5 제5항

18) 安居孝啓(2006), 最新保険業法の解説, 東京, 大成出版社, p. 664

19) 保險監督法硏究會編(1994)，生命保險保證基金に関する諸問題, 財團法人生命保險文化硏究所, 

p. 7, 16(1983년 Baldwin-United사의 보험자회사의 도산 시 동사의 高예정이율의 일시납거

치연금이 문제가 되어 기 판매한 기초율 보증에 제한을 설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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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험회사의 도산처리제도 발전과정

가. 도산회사 계약의 강제관리 및 강제이전 시기

1996년 이전의 구 보험업법(법률 제65호)에서는 부실보험회사에 대한 처리방안으로 

강제적 수단이 사용되었다. 즉, 강제관리와 강제이전이 보험업법상 허용되어 있었다.

보험업법상 관리라 함은 보험회사가 다른 보험회사에 경영을 위임하는 것을 말하

는데 이에는 위임관리와 강제관리가 있다. 위임관리는 사적계약에 의하여 보험회사

가 다른 보험회사에게 그 업무 및 재산의 관리를 위탁하는 것(구 보험업법 92조)을 말

하는데 이것은 위탁회사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거한 경우와 대장대신의 권고(구 보험

업법 제99조)에 의한 경우가 있다. 여기서 권고란 대장대신20)이 행하는 행정처분이

지만 명령과는 달라 법적 강제력은 없다. 권고를 받은 회사는 대장대신이 지정한 기

간 내에 권고사항에 대하여 회사가 취한 조치 등에 대하여 보고를 하여야 하나 법적 

강제력은 없다.

이에 반해, 강제관리는 대장대신의 정리명령(구 보험업법 제100조) 또는 해산 후의 

보험회사의 관리명령(구 보험업법 제137조)에 의거한 관리를 말하며 대장대신이 선

임한 보험관리인이 이를 집행한다. 보험회사의 공공성을 감안하여 법원의 감독하에 

집행되는 것이 ‘회사정리’인데 반하여, 강제관리는 상법의 정리(상법 제2편4장7절)에 

대하여 특별규정인 셈인데 대장대신의 판단에 의하여 그 감독하에 이루어지는 회사

정리의 갱생절차라 할 수 있다.21)

구 보험업법 제100조에 따르면 보험업법상 정리명령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즉, 대

장대신은 보험회사의 업무 및 재산의 상황에 따라 그 사업의 지속이 곤란하다고 인정

될 때 또는 업무의 상황이 현저하게 불량하여서 공익상 그 사업의 지속이 부적절하다

고 인정될 때에는 보험사업의 정지, 업무 및 재산의 관리 또는 계약의 이전을 명령할 

수 있다. 여기서 ‘사업의 지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란 지급불능 또는 채무초과의 

20) 대장대신이란 재무장관을 말하며 당시에는 금융정책·감독업무도 관장하고 있었음

21) 保険業法研究会編(1986), 最新保険業法の解説, 東京, 大成出版社, p.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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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구 상법 제381조22))의 경우와 같이 장래의 지급능력의 확보

가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때이며 ‘공익상 그 사업의 지속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때’

란 사업실적이 현저하게 불량하여 장래에 지급능력의 확보가 위험하므로 보험회사

의 공익성 관점에서 사업부진으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영향을 미연에 방지할 필요

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23)

참고로, 재무상황의 악화 이외에 법령위반이나 명령위반, 기초서류 위반 또는 공익

침해행위에 대한 처분은 구 보험업법 제12조24)의 규정에 의하여 처결할 사항으로 여

기서 말하는 정리명령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25)

정리명령의 제재의 내용은 보험사업의 정지, 업무 및 재산의 보험관리인에 의

한 강제관리, 계약의 이전이다. 여기서 강제관리란 대장대신이 임명한 보험관리

인에게 피관리회사의 모든 거래 및 재산의 처분권을 갖는 강제적 관리를 말한

다. 관리를 받는 피관리회사는 대장대신에 의하여 사업의 지속이 곤란하거나 부

적절하다고 인정된 것이므로 사업을 계속 영위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관

리명령을 받으면 회사의 사업은 원칙적으로 정지되는 것이다.26) 또한 대장대신은 관

리를 받은 회사에 대하여 계산기초의 변경, 보험금액의 삭감 및 장래보험료의 감액 

또는 계약조항의 변경을 하도록 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다. 여기서, 계산기초의 변경

이란 예컨대 책임준비금 적립방법을 완화하는 것을 들 수 있고, 보험금액의 삭감은 

22) 구 상법 제381조: 회사의 현황 및 기타의 사정에 의하여 지급불능 또는 채무초과에 빠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판소는 이사, 감사 또는 총주주의 의결권의 100분의3 이

상을 갖는 주주 또는 자본의 10분의 1 이상에 상당하는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회사에 

대하여 정리의 개시를 명할 수 있음. 회사에 지급불능 또는 채무초과의 의심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도 같음

23) 保険業法研究会編(1986), 전게서, p. 124

24) 구 보험업법 제12조: 보험회사가 법령, 주무대신의 명령 또는 제1조제2항의 서류(기초서

류)에서 정한 특별히 중요한 사항에 위반하거나 또는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대신은 이사 또는 감사의 해임 또는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사업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음

25) 保険業法研究会編(1986), 전게서, p. 124

26) 구 보험업법 제103조(사업의 정지): 관리의 명령이 있었던 때에는 관리를 받은 회사의 사

업은 이를 정지함. 다만 대장대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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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래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수지상등의 원칙에 비추어 당연히 장래 보험

료의 삭감을 수반하는 것이며, 계약조항의 변경이란 보험약관내용의 변경인데 예컨

대 이익배당조항을 변경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이 주무부처의 처분이 있을 때

에는 피관리회사는 바로 그 취지 및 변경요지를 보험계약자에게 알리도록 공고하여

야 한다.

정리명령의 일환으로 내려지는 처분 중 하나가 계약이전 명령이다. 일반적인 계약

이전은 이전회사와 피이전회사(인수회사) 간에 사적계약으로써 이전계약서를 체결

하여 이전을 추진하며 공고된 이전계약의 내용에 대해서 이전대상계약자 수 및 보험

금액의 각각 10분의 1 이상의 이의제기가 있을 때에는 부결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

서 정리명령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계약이전은 보험계약의 강제이전을 말한다. 강제

이전의 요건은 구 보험업법 제100조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보험회사의 업무 및 재

산의 상황에 비추어 그 사업의 지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업무의 상황이 현

저하게 불량하여 공익상 그 사업의 지속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이다. 강제이전의 

협의는 대장대신으로부터 이전대상회사의 지정을 받은 때에는 그 회사, 지정이 없을 

때에는 대장대신의 인가를 받은 회사와 협의하여야 하나 강제이전 명령이 있었음에

도 불구하고 협의를 진행하지 않거나 협의를 했으나 이전회사와 피이전회사 양사의 

주주총회 등에서 의결되지 않는 등 협의불발이 되는 경우에는 대장대신은 계약의 이

전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강제이전 결정을 내릴 수 있다.27) 강제이전 결정

은 행정처분의 일종으로서 효력을 발생하며 이전회사는 즉시 사업을 정지하고 계약

이전 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1996년 이전의 구 보험업법 시대에는 도산보험회사에 대하여 강제적인 

관리위탁이나 강제계약이전 등을 통하여 신속한 도산처리를 할 수 있었던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다.

27) 구 보험업법 제124조(강제이전의 결정): 계약의 이전에 관한 협의를 하지 않거나 할 수 

없을 때 또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주무대신은 칙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

약의 이전에 대하여 필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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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보험계약자보호기금의 임의가입 시기

일본 대장성은 1988년 4월부터 1992년 6월에 걸쳐 금융의 자유화·국제화와 대대

적인 규제완화에 보조를 맞추기 위하여 대장대신의 자문기구인 보험심의회를 가동

하여 보험심의회 답신보고서를 발표하였는데, 동 보고서에서 ‘경영위기 시 대응방안’

이 검토되었다. 동 답신보고서에서는 당시의 보험업법은 행정당국에 의해 관리, 계약

이전을 명령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인정되어 있지만, 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

은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즉, 첫째로 현행 보험업법상의 도산처리제도

는 부실사 인수를 떠안게 되는 특정회사에 대하여 부담을 강요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계약자보호의 관점에서는 충분하다고 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둘째로는 행정당국의 

개입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계약의 강제이전과 같은 제도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

는 점이다. 따라서 향후에 행정당국의 개입기준의 명확화에 의해 투명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강제이전 등의 제도에 대해서는 지불보증기금과 같은 새로운 경영위기대응

제도의 도입을 전제로 폐지 가능성을 포함하여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방안이 

제시되었다.28) 사실 도산한 부실보험회사에 대하여 계약의 강제이전, 업무·재산의 

강제관리 명령, 계산기초의 강제변경, 계약조항의 변경 명령처분 등의 규정이 있어 

도산회사에 대한 정리 및 도산보험회사의 계약자보호를 위한 경영위기대응제도로는 

이보다 나은 것이 없을 정도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제도는 도산회사인 피관

리회사와 계약인수회사 모두의 의사를 무시하는 것이었고 행정당국의 개입기준도 

불명확한 점 등 강제이전의 문제점들이 학계에서 제기되고 있었고,29) 또한 일본생명 

등 생보업계에서는 강제적으로 계약이전을 결정하고 계약인수회사를 지정하는 것은 

헌법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었다.30)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강제이전 등

28) 大蔵省銀行局保険研究会編(1992)，新しい保険事業の在り方 (保険審議会答申), 東京, 財

経詳報社, p. 91

29) 石田満(1992), “会社の管理·保険契約の移転·保険保障基金”, 竹内昭夫編, 保険事業
    の在り方(上巻), p. 268; 神谷高保(1993),“国際的な保険事業者の強制管理及び保険契約の

包括移転の研究”, 損害保険研究, 第55卷1号, p. 1; 神谷高保(1994), “保険事業者の強制管

理に関する研究”, 損害保険研究, 第55卷4号，p. 17

30) 財部誠一(1997. 6)，“なぜ日産生命は倒産したのか”, 生保倒産!あなたの生命保険はどうなる？, 
日本実業出版, p. 21(강제이전 조항은 1996년 보험업법 개정 시 삭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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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제도는 당장에 폐지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이는데 답신보고서에서는 강제이전 

제도의 폐지 가능성을 지불보증기금제도와 같은 안전망 도입을 조건부로 제시하고 

있다.31) 

1996년 보험업법 개정에 의해 도입된 지불보증기금 제도는 법상 ‘보험계약자보호

기금’이라 칭하였는데, 동 기금의 주요 골자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동 기금은 기존

의 계약 강제이전 등을 대체하는 셈이므로 그 목적을 보험계약의 이전 등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함으로써 보험계약자 등의 보호를 도모하고 나아가 보험업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함으로 하고 있다.32) 그 주요기능은 인수보험회사가 나타나 계약이전을 

할 경우에 채무초과액의 일부를 자금원조하는 것과 부담금의 수납 및 관리 등이다. 

보험계약자보호기금의 재원은 보험회사가 부담금을 갹출하여 분담하는데 1회의 자

금원조에 사용가능한 재원은 최고상한액이 2,000억 엔(생명보험은 2,000억 엔, 손해

보험은 300억 엔)이며 복수의 회사가 도산하더라도 누계로 2,000억 엔까지만 사용이 

가능하다. 동 기금 자금의 재원부담은 회원회사가 부담하는데 기금에의 가입은 강제

가 아닌 임의가입을 인정하고 있다. 

보험계약자보호기금의 두 가지 큰 특징은 보험계약자에 대한 직접보상 지불이 없이 

인수회사에 대한 자금원조 기능만 수행하는 것과 기금에 대한 가입이 임의라는 점이다. 

첫째로, 보험계약자보호기금은 왜 예금보험제도와 같이 보험방식을 취하지 않고 

계약자에게 직접 보상을 하지 않는 기금방식을 취한 것일까? 일본의 은행예금의 경우

에는 보험방식을 따르고 있어 예금보험기구는 도산금융기관의 예금자에게 예금보험

법상 약정된 보험금액을 한도로 보험금을 개별지급하는 방식을 기본으로 하고 있

다.33) 일본예금보험법상의 목적(제1조)은 첫째 금융기관이 예금 등의 지급을 정지한 

경우에 필요한 보험금(예금채권액)을 지급하는 것과, 둘째 도산금융기관의 합병 등

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자금원조를 하는 것에 있다. 

  그러나 보험권은 예금과 근본적으로 다른 측면이 있어서 보험방식을 적용하지 

31) 保險監督法硏究會編(1994)，전게서, p. 120

32) 구 보험업법 제261조

33) 일본 예금보험법 제49조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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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다. 즉,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도산회사의 보험계약을 종료시켜 보험계약자에게 

기발생 보험금청구권이나 해약환급금 또는 미경과보험료의 지급을 보증하는 것만으

로는 보험계약자에 대한 보호가 충분히 달성되지 않는다. 특히, 생명보험계약의 경우

에는 해약환급금의 지급을 받아 다른 보험회사에 신규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치 않은 경우도 발생한다. 위험증가로 인하여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재가

입이 안 된 채로 가입거절이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험계약

의 경우에는 합병이나 계약이전 등을 가능케 하는 자금원조를 통해서만 보험계약의 

지속이라고 하는 계약자보호 목표달성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34) 다시 말해서 보

험의 경우에는 은행 등 타 금융기관과 달리 계약자에게 보험계약채권액을 직접 지급

하는 기능(Payoff)은 없는 셈이다.

두 번째 특징은 기금의 참가가 강제가 아니라 임의라는 점 즉, 가입의 자주성을 인

정한다는 것이다.35) 보험업법상 보험계약자보호기금은 기금에 참가하는 사업자의 

명부를 작성하여 대장대신에게 제출하고 이를 공중에 열람하도록 되어 있다.36) 강제

적으로 모든 보험사업자가 참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기금의 형성과 유지에는 

당초부터 실효성 측면에 문제를 안고 출범한 셈이었다. 동 기금의 출범에 앞서 논의

된 것 중에서 미묘한 부분 중 하나는 보호기금이 자칫 잘못하면 경쟁을 왜곡시키고 

건전한 보험사의 계약자가 불건전한 보험사를 선택한 계약자를 구제해 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해결방안을 찾지 못한 것이다. 지불보증기금제도의 본

질은 승자가 패자를 구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불가항력적 요인에 의한 도

산이 아니라 불건전한 경영이나 무책임한 약관·보험료로 영업한 결과에 따른 것이

라면 건전한 경영을 한 회사 및  그 계약자가 불건전한 회사와 그 계약자를 책임져 주

는 것이어서 불합리하다는 비판이 설득력을 얻게 된다.37) 기금의 도입문제에 제언을 

한 보험심의회 답신보고서에서도 계약자보호 안전망에 안이하게 의존하는 경영이 

34) 保險監督法硏究會編(1994)，전게서, p. 146

35) 전게서, p. 139

36) 구 보험업법 제260조 제3항

37) 전게서, pp. 12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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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 않도록 모럴해저드 방지책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38) 그 방지책으로 거론된 것을 보면, 조기경보시스템 강화를 통하여 사전적으

로 건전성유지 확보에 주력하나 사후적으로 보험회사의 도산이 명확하게 불건전·불

성실한 경영에 의하여 발생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보호기금에 의한 

구제·자금원조를 하지 않는 방법도 거론되었고, 다른 방안은 일단 구제원조는 하나 

경영자의 책임가중 강화 및 불건전·불성실한 경영을 간과한 행정당국의 책임을 강

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책임추궁을 용이하고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

해 두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39) 지불보증기금의 주된 재원

을 보험회사의 부담금에 의해 조달하는 것이므로 보험회사가 강제로 기금에 참여하

기 위해서는 정당한 근거가 제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도산회사의 계약자구제나 

보험제도의 신뢰성 확보라고 하는 공공성이나 국민경제적 의의는 국가의 책무이지 

개별 보험사와 그 보험계약자의 책무는 아니라는 입장이며 보험사들의 사회적 책임 

완수는 자주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40) 

보험보증기금의 가입에 대한 자주성과 관련하여 독일에서 보험보증기금(Garantiefonds) 

제도 도입이 주창되었을 때 Oehmke씨는 보험회사에 대한 가입강제 및 부담금 납입의무와 

관련하여 위헌성 문제를 제기하였다.41) 그 주요 요지를 살펴보면, 결론적으로 말해서 헌법

상의 조세 및 부과금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헌법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조세 및 

형평성 원칙은 명문화된 규정은 없지만 판례 및 학설상의 기본법 제3조1항(평등원칙)에 의

거하여 인정되고 있다. 이 원칙은 입법자가 일반적이지 않은 특정의 그룹에 대하여 자의적

으로 부과금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일반의 공공적 임무 달성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이  원칙에 따라 조세의 징수에 의하여 일반 대중들이 부담해야 하는 것이지 자의

적으로 특정의 그룹에게 그 임무에 수반하는 비용을 포함하는 특별부과금의 징수라고 

하는 형태로 부담시켜서는 안 된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이 원칙에 따라 특정그룹

38) 大蔵省銀行局保険研究会編(1992)，전게서, p. 91

39) 保險監督法硏究會編(1994)，전게서, p. 124

40) 전게서, p. 128

41) Oehmke(1990), “Glάubigerschutz durch Insolvenzsicherunsfonds in einen deregu-

    lierten Versicherungsmarket”, p. 156, 재인용; 保險監督法硏究會編(1994)，전게서, p.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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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부과금의 징수는 그것이 이 그룹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

될 수 있다고 하였으며 또한 조세에 비하여 특별부과금은 항상 “드문 예외”가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요건으로서 특히 중요한 것은 “그룹의 유용성”

이라고 하는 측면인데, 유용성에도 직접적인 것과 간접적인 것이 있다. 이를 보험보증

기금(Garantiefonds)에 대입하여 보면 분담금을 부담하는 가입보험회사에게는 직접적

인 유용성이 없는 것이 자명하다. 도산회사의 계약자에게만 직접적인 유용성이 있을 

뿐이다. 이에 비하여, 간접적인 유용성은 최종적으로는 보험보증기금이 “신용의 선지

불”을 보험계약자측에게 창출하는 점에 있으며 그 결과로서 각 보험회사에 신용이 부

여되는 셈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보험사업부문의 일반적 이익에 부합하는 것

인지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리스크에 상응하는 보험료 및 약관의 형성에 의하여 스스

로 건전성을 확보하고 이에 상응하는 정보공시 노력에 의하여 보험계약자에게 회사의 

상태를 명확히 밝히는 것은 각 보험회사의 자유이다. 건전한 보험회사는 보험보증기

금(Garantiefonds)에 의한 “신용형성”이 전혀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은 자명하다. 실제 

활동에서 나타나는 구조가 결정적으로 중요하며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그룹의 

이익”을 규범화의 방법으로 인위적으로 만들어 내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또한 보험

보증기금에 의해 최종적으로 추구되는 목적도 간접적 유용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일본에서도 여러 논의를 거쳐 보험회사의 자율성을 인정하는 임의가입제도로 도

입된 보험계약자보호기금이지만, 동 기금이 창설되어 향후의 도산처리 시에는 나름

대로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었다. 보험업법이 개정되고 난 이듬해인 1997

년 4월에 日産生命의 도산이 발생하였다. 日産生命의 도산처리는 보험업법 개정에 

따라 과거 보험업법에 존재했던 계약의 강제이전 등과 같은 방법으로 처리할 수는 없

고 이번에는 자율적으로 계약을 인수할 회사가 나타나기를 기다릴 수 밖에 없었

다.42) 당시에 감독기관인 대장성은 비공식적으로 대형보험사에게 금번에 도산한 회

사를 인수해 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하면 대형사 중 한 곳이 나타나 줄 것으로 기대하

고 있었다. 그러나 높은 예정이율의 상품으로 역마진이 심각하였으므로 대형사 어느 

42) 財部誠一(1997. 6)，전게서, p.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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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도 계약인수를 할 생각이 없고 오히려 관계되지 않으려 피하고 있었다. 당시 예상

되고 있었던 대안은 日産生命의 기계약의 보험료를 인상하고 지급보험금을 삭감한 

후 대형생보사들이 계약을 분할하여 인수하는 방안이나, 또는 관계회사인 日産자동

차와 日立그룹을 중심으로 자금지원을 받아 “新日産生命”으로 재건시키는 방안 등이 

언론에 보도되는 등 도산처리 방안으로 예상되었다.43) 

개정된 보험업법에 따라 발족한 보험계약자보호기금은 그 역할이 계약이전이

나 흡수합병할 회사가 나타나는 경우에 자금원조를 하는 기능이 부여되어 있었

는 바, 어떠한 회사도 인수자로 나서지 않아 결국엔 인수할 보험회사를 생명보험

협회 주도로 신규설립하여 도산처리를 할 수 밖에 없었다. 1996년 이전에 강제계

약이전이 가능했던 시대와는 완전히 달라진 것이다. 결국엔 보험계약자보호기

금의 역할도 계약인수자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바로 이러한 한계를 반영하여 1998년 보험업법 개정에 의해 ‘보험계약자보호기금’을 

‘보험계약자보호기구’로 재편하게 되었다.

다. 복합적 기능을 갖춘 보험계약자보호기구 시기

1996년 이전의 계약의 강제이전 제도도 없어졌고 보험계약자보호기금 제도에

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계약인수 보험회사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의 맹점을 보완

할 필요가 있어 이를 보완·개선한 것이 보험계약자보호기구 제도이다. 

일본의 전통적인 도산처리방식은 포괄계약이전 방식이었다. 이후 1996년에 보험

계약자보호기금을 창설하여 운영했지만 법 개정에 의한 규정삭제로 강제이전 방법

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계약인수회사가 나타나지 않아 제도의 허점을 드러냈다. 

보험계약자보호기금의 자금이 있다 하더라도 계약인수회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인수

회사에 대한 자금원조를 할 방법이 없다. 결국엔 인수회사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나 

연쇄적으로 다수의 보험회사의 도산이 발생하거나 복잡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를 

43) 전게서, p. 22(당시 일본생명 20.2%, 제일생명 13.7%, 주우생명 11.8%, 명치생명 8.7% 등

으로 인수할 부담비율이 거론되고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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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안하면 예금보험의 체제를 일찍이 확립해 복합적 기능을 갖춘 예금보험법을 본받

아 개선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일본의 예금보험제도는 1971년에 예금보험법이 제정되고 정부출자법인인 예금

보험기구에 의해 체계적으로 운영되어 왔다. 예금보험제도는 기본적으로 예금자보

호를 위하여 직접 예금자에게 예금의 환불지급(Payoff)을 기본으로 하면서 영업양도, 

승계은행, 부실자산 분리, 베일인(Bail-in) 등의 방식을 기본으로 하여 도산처리를 하

고 있다. 보험계약자보호기금과 이를 대체하여 새롭게 창설된 보험계약자보호기구

와 은행 등에 적용되는 예금보험기구의 도산처리의 업무와 방법 등을 비교해 보면 

<표 Ⅱ-3>과 같다.

구분 보험계약자보호기금 보험계약자보호기구 예금보험기구

설립 1996년 1998년 1971년

성격 보증기금 보증기금 보험제도

가입

의무
임의 가입 법상 가입의무 법상 가입의무

도산

처리

도구

- 계약이전 - 계약이전

- 인수·합병, 영업양도

- 승계보험회사

- 보험금직접지불

  (Payoff)
  : 부보예금 이전방식

- 영업양도(Purchase 
 & Assumption: P&A)
- 승계은행

 (Bridge bank)
- 부실자산분리

 (Bad bank)
- 베일 인(Bail-in)

주요

임무

- 자금원조

- 부담금의 수납·관리

- 자금원조

- 승계보험회사 계약인수

- 관리위탁 등

- 부담금의 수납·관리

- 자금원조

- 승계은행 계약인수

- 관리위탁 등

- 자금의 대부

- 예금 등 채권 매입

- 보험료의 수납·관리 

<표 Ⅱ-3> 보험과 은행의 계약자보호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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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의 보험계약자보호기구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보험의 특성 때문에 계약

자에게 직접 보험금지급(Payoff)을 하지 않지만, 도산보험회사의 처리에 있어서 발생

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둔 제도로 설계되어 있어 기능적으로는 거의 예금

보험기구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도산회사의 계약을 이전받을 회사(구제회

사)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일종의 가교보험회사(은행의 Bridge bank에 해당)인 승계

보험회사를 설립하여 계약을 인수하거나 또는 계약자보호기구가 직접 인수할 수 있

도록 체제가 정비되었다. 

일본의 은행 등 금융기관의 경우 <그림 Ⅱ-2>의 도산처리 방법 중 대부분은 계약

이전을 수반하는 영업양도(P&A, Purchase and Assumption: 일명, 자산·부채승계)이

며, 실제 예금채권자에게 예금보험법상의 보장액을 지급(Payoff)한 사례는 2010년

에 도산한 일본진흥은행이 유일하며 도산금융기관에 대해 완전한 청산을 전제로 보

험금을 지급하는 것은 실행되지 않고 있다. 다시 말해서 은행 등 금융기관의 경우에

도 이를 파산시키지 아니하고 최대한 예금자를 보호하며 그 금융기관을 다른 인수금

융기관에 사업양도나 계약이전을 시키거나 합병 등 M&A를 통하여 도산회사를 구제

하고 있는 것이다.44)

예금보험기구와 마찬가지로 보험계약자보호기구 또한 핵심기능은 계약이전 시의 

자금원조와 가교회사 역할의 승계 기능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보험계

약자보호기구의 두 가지 핵심기능에 대해서 상술하고자 한다.

44) 미국 FDIC가 공표한 2009년에 도산한 140개의 은행을 보면, P&A가 130건으로 92.8%, 

Payoff가 10건으로 7.2%를 차지할 정도로 은행의 경우에도 대부분은 계약이전이나 P&A

에 의한 인수가 대부분임(比護正史(2011), p.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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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2> 예금보험법상 금융기관의 도산처리 개념도

자료: 금융청·예금보험기구, 예금보험제도(http://www.fsa.go.jp/policy/Payoff/01.pdf)

첫 번째 핵심기능은 보험계약의 이전 등의 경우 자금원조 기능이다. 이는 이전의 

보험계약자보호기금에서도 존재했던 핵심기능이다. 계약자보호기구는 보상대상계

약의 책임준비금 등을 일정률까지 보상하기 위해 인수보험회사 등에 의한 도산보험

회사의 계약이전 시 자금원조를 하는데, 여기서 ‘보험계약의 이전 등’에는 계약이전 

이외에 합병, 인수보험회사에 의한 주식취득(자회사화)도 포함되어 있다.45) 자금원

조는 금전증여, 자산 매입, 손해담보46)등의 방법으로 하며, 자금원조(금전증여)의 금

액은 <그림 Ⅱ-3>과 같이 ①도산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에 보상률을 곱한 금액에서 

②계약자보호기구가 확인한 도산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 등에 상응하는 자산(영업권 

포함)의 금액을 공제하고, ③보험계약의 이전 등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중 

45) 보험업법 제266조 및 제260조 1항 및 4항

46) 손해담보란, 계약이전, 합병, 승계, 주식취득 등에 따라 취득한 도산회사의 자산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미리 약정된 계약에 의하여 당해손실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는 것을 

말함(보험업법 제260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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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보호기구가 인정한 금액을 가산하여 산출한다.47) 

도산보험회사가 계약자보호기구에 대한 자금원조 요청 및 결정과정은 다음과 같

다.48) 계약자보호기구에 자금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도산보험회사 및 인수보험사 등

은 보험계약의 이전 등에 대해서 감독기관인 내각총리대신으로부터 적격성 인정을 

받아 계약자보호기구에 연명으로 신청한다. 도산보험회사는 자금원조의 신청 시 회

사 자체적으로 실시한 재산평가가 적절하다는 확인을 계약자보호기구에 요청한다. 

신청을 받은 계약자보호기구는 필요에 따라 도산보험회사의 재산을 조사한 후에 조

사심사회의 의결을 거쳐 재산자기평가가 적절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재산자기

평가의 확인 후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자금원조의 집행여부를 결정한다. 

 

자료: 杉下智子(2010), p. 184

<그림 Ⅱ-3> 자금원조액 개념도 

47) 보험업법 제270조의3 제2항

48) 보험업법 제266조∼270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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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핵심기능은 계약자보호기구의 승계기능이다.49) 인수보험회사 등이 나타

날 전망이 없는 등의 이유로 보험계약의 이전이 곤란할 경우 도산보험회사로부터 신

청을 받아 계약자보호기구 자신이 보험계약의 이전을 받거나 또는 계약자보호기구

가 자회사(승계보험회사)를 설립하여 그 승계보험회사에 보험계약을 인수시키게 된

다. 승계보험회사란 보험계약의 이전 또는 합병에 의해 보험계약을 인수하여 그 관리

처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보험회사로 계약자보호기구가 의결권의 50% 이상을 갖

는 자회사를 말한다. 승계보험회사제도는 日産生命의 도산 시에 생명보험협회가 자

회사로서 설립한 “아오바생명”의 사례를 모방하여 제도화한 것50)인데, 정의규정을 

비롯해 설립, 승계방법, 경영관리, 승계협정의 체결 등의 규정이나 기본적 골격은 예

금보험제도의 승계은행제도와 동일한 부분이 많다. 

자료: 杉下智子(2010), p. 185

<그림 Ⅱ-4> 자금원조 신청 및 결정 프로세스 

49) 보험업법 제260조 제6항 및 7항

50) 山名規雄(2000), “保険業法及び金融機関等の特例等に関する法律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の概要”, 

金融法務事情, 第1583号, p.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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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보험회사제도나 승계은행제도 모두 도산처리 시 인수회사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이용하는 것으로 상정하고 있는데, 승계보험회사가 최종적으로 인수회사가 나

타날 전망이 없을 경우의 구제수단인 점에 비하여 승계은행은 인수자가 바로 나타나

지 않을 경우에 인수자를 찾는 시간적 여유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이용되고 있어 

도산금융기관의 인수자라는 점에서는 같지만 도산처리 과정에서의 역할은 다소 다

른 측면이 있다.51) 승계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와 추진방법 등은 이 장의 다음 절에서 

상세히 서술하기로 한다.

지금까지 보험계약자보호기구의 양대 핵심기능인 자금원조 기능과 승계 기능

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새롭게 출범한 보험계약자보호기구도 

종전의 보험계약자보호기금과 마찬가지로 계약자에 대한 직접보상(Payoff) 기능은 

수행하지 않고 있어 예금보험제도 수준의 완벽한 안전망 수준은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수 있다. 보험계약자보호기구가 시스템적으로는 체계적인 안전망 수준을 갖추었

다 하더라도 도산회사에 대한 자금원조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재원조달이 이

루어지 않을 경우 동 보호기구도 한계에 부딪힐 수 밖에 없을 것이다. 2000년 전후에 

걸친 생명보험회사의 대규모 연쇄도산이 일어남에 따라 계약자보호기구도 기능수행

에 필요한 자금의 한계를 드러내 결국에는 동 기구의 활용이 줄어들고 법원주도의 회

사갱생 방식으로 이행하게 되어 계약자보호기구 본래의 역할이 크게 위축되었다. 계

약자보호기구의 한계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상술하기로 한다.

3. 보험회사의 행정절차 방식 도산처리제도

<그림 Ⅱ-5>는 보험업법에 의거한 경영파탄보험회사의 도산처리 절차를 나타

낸  것이다. 경영파탄이 된 보험회사에 대한 도산처리 업무는 크게 두 단계의 과

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51) 杉下智子(2010), “生命保険会社の更生手続きと保護機構による契約者保護”, 生命保険論集, 

第171号, p. 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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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도산회사 처리를 위한 실행 전 준비단계와 실행단계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준비단계에서는 「보험회사의 지속적인 사업영위 수행불가 보고 → 보험관리인에 

의한 일상관리 및 관리계획 작성 →  관리계획의 승인신청」을 하고, 실행단계에서 

「계약조건의 변경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계약이전/합병/주식취득/승계보험회

사로의 승계/계약자보호기구에 의한 계약인수」등의 프로세스를 거쳐 도산처리를 

하게 된다. 

이하에서는 도산처리의 전반부분인 준비단계와 계약변경을 수반하여 계약이

전 등을 하는 실행단계로 나누어 설명하고자 한다.

  자료: 금융청 홈페이지(http://www.fsa.go.jp/ordinary/hoken_hogo/04.pdf)

<그림 Ⅱ-5> 보험업법상 도산보험회사의 도산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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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보험회사 도산처리의 준비단계

1) 파탄보험회사의 확정

보험회사 도산처리의 준비를 위해서는 먼저, 감독당국은 어떤 회사가 파탄보

험회사인지를 확정하고 그 다음으로 업무 및 재산의 관리명령처분을 내리고 보

험관리인을 선임한 후 관리계획을 작성하여 감독당국의 승인을 얻도록 한다.

부실보험회사는 두 가지 경로에 의해 파탄보험회사로 낙인된다. 첫째, 내각총

리대신이 보험회사의 업무·재산상황에 비추어 보험사업의 지속적 수행이 곤란

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보험사업의 운영이 매우 부적절하여 사업의 지속적 영위 시 

보험계약자보호에 결여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명령, 계약이전·합병·제3자주식취득의 협의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보험

관리인에 의한 관리를 명령할 수 있다.52) 둘째 경로는, 보험회사 스스로 판단할 때 보

험사업의 업무·재산상황에 비추어 사업의 지속적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할 때는 

내각총리대신에게 문서로 보고하여야 한다.53)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보험회사의 

지급여력비율이 0% 이상 ∼ 100% 미만(제2구분)인 제2구분 상태가 되면 보험금 지

급능력 충실화를 위한 개선계획을 제출하고 이를 실행하여야 하며, 지급여력비율이 

0% 미만(제3구분)이 되는 경우에는 내각총리대신은 기한부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의 정지명령을 내릴 수 있다. 제2구분에 대한 조치명령은 지급여력충실화 비율이 원

칙적으로 1년 이내에 100% 이상 수준을 달성하도록 하는 조치이다. 그러나 보험회사

가 개선계획을 작성할 때에는 1년을 목표로 하지만 보험계약자, 투자가, 시장의 신뢰

유지·회복을 위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도록 하고 있다.54) 이와 같이 경영개선

계획의 제출 및 실행을 지켜본 연후에 지급여력비율이 0% 미만이 되거나 개선의 여

지가 없을 때 업무 정지명령을 발동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행정절차를 준수하여 부

52) 보험업법 제241조 제1항

53) 보험업법 제241조 제4항(이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보고를 한 때는 100만 엔 이하의 과

태료에 처함(동법 제333조 1항 60호))

54) 보험회사종합감독지침 Ⅱ-2-2(2)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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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보험회사를 파탄보험회사로 지정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 있다. 감독

당국이 조기시정조치명령을 내린다 하여도 보험사의 건전성 판단기준55)인 지급여력

비율의 개선 및 실행과정을 지켜보는 등 상당한 시일을 기다려야 하고 그 동안에 언

론이나 전파매체상의 루머 등을 통하여 회사의 재무상황이 잘못 전달될 경우에는 해

약쇄도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실제로 90년대 후반 이후 日産生命 등에서 

이같은 과정을 거쳐 해약쇄도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보험사업의 지속적 사업수행이 어렵다는 판단을 보험회사가 

스스로 하여 감독당국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보험회사 내부에서 이러한 직

무를 수행하는 자가 보험계리인이다. 보험계리인은 매 결산기에 장래의 수지를 보험

수리에 의거하여 합리적으로 예측한 결과에 비추어 보험사업의 지속적 수행이 곤란한

지를 파악한 후 이를 이사회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56) 따라서, 스스로 사업수행 중단 

의사를 결정하여 보고하는 때에는 신청서에 이유서, 최종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 

외에 보험계리인이 이사회에 보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다시 정리하면 파탄보험회사를 내각총리대신의 직권에 의하여 

지정하는 방법과 보험회사 스스로 사업지속의 곤란을 보고하는 등 두 가지 방법에 의

하여 도산처리를 할 파탄보험회사가 확정되는 것이다. 

2) 보험관리인에 의한 관리 및 관리계획 작성

보험업법에 의거하여 행정절차가 진행된 4개 보험회사들은 보험관리인이 선임되

고 보험관리인에 의한 관리계획하에 도산처리되었다. 이 장의 전반부에서 설명하였

지만 주무장관에 의한 강제이전 명령은 1996년에 폐지되었다. 그 후부터 보험관리인

에 의한 관리와 관리계획에 대한 주무장관의 승인 및 실행 등 관리를 통한 도산처리

의 준비단계 부분이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게 되었다. 보험관리인을 통한 관리의 절차

와 방법은 <그림 Ⅱ-6>과 같다.

55) 보험업법 제130조

56) 보험업법 제12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9조의2(보험계리인의 직무 및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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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6> 보험관리인의 관리계획에 의거한 계약이전 절차

먼저, 파탄보험회사로 확정이 되면 내각총리대신은 파탄보험회사의 업무 및 

재산의 관리를 명하는 관리처분을 하는데, 이 때 관리처분과 동시에 보험관리인

을 선임한다. 보험관리인은 내각총리대신의 승인을 받아 1인 또는 복수의 보험관리

인대리를 선임할 수 있다. 도산처리에 깊이 관여하는 보험계약자보호기구도 보험관

리인 또는 보험관리인대리가 되어 관리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내각총리대신은 관리

명령처분을 한 때에는 파탄보험회사의 소재지 관할 법원에 통지하고 등기소에 등기

를 촉탁한다. 이는 피관리회사가 파산이 신청되었을 때 법원이 감독당국과 협조하여 

대응하기를 기대하는 취지이다.57)

관리명령 처분을 받으면 피관리회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업무를 정지하여야 한다.58) 

다만, 그 업무 중에 피관리회사의 재산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나 보험계약자 등의 보호 

관점에서 지속할 필요가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보험관리인의 신청에 의해 내각총리대

신의 승인을 얻어 그 업무의 일부를 계속 영위할 수 있다. 다음의 두 가지 업무는 업무

57) 安居孝啓(2006), 전게서, p. 598

58) 이에 위반 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함(보험업법 제316조 7호)



보험회사 도산 시 계약자보호 및 도산처리제도 43

정지의 대상 외로 되어 있다.59) 즉, 첫째, 피관리회사가 보험계약자보호기구와 보상대

상보험금의 지급에 관계된 자금원조계약60)을 체결한 경우 보상대상보험금을 지급하

는 업무(‘보상대상보험금지급업무’라 한다), 둘째, 보상대상계약 중 보험계약자의 보호

를 위해 그 존속을 도모할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보험계약(‘특정보상대상계약’)에 

대해서 일정기간에 한하여 행하는 해약관련 업무(해약환급금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급

부금의 지급에 관련된 것은 제외)(‘특정보상대상계약 해약관련 업무’)가 업무정지의 대

상 외에 해당한다. 

이하에서 두 가지 ‘업무정지의 대상 외 업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

다. 먼저, 보상대상보험금지급업무이다. 피관리회사의 업무가 정지된 경우 현실적으

로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아야 할 권리자(유가족)에 대한 지급을 정

지하면 당해 권리자의 생활유지가 곤란한 상황에 직면할 우려가 있다. 보상대상보험

금 지급업무를 업무의 정지대상 외로 하는 것은 이러한 사태의 발생에 대해 배려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보상대상보험금지급업무에 의해 지급되는 것은 <표 Ⅱ-2>의 보

상대상계약의 보험금청구권 등에 의거하여 지급될 보험금에 일정 보상률61)을 곱한 

금액 즉, 이것이 ‘보상대상보험금’이다.62) 이 장의 전반부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보상

대상계약은 보험계약자보호기구 제도에 의하여 보호의 대상이 되는 보험계약인데 

보상대상계약이 아닌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보호기구에 의해 보상되지 않으므로 결

국엔 파탄보험회사의 청산 시 다른 채권자들과 함께 처리될 수 밖에 없다. 

보상대상보험금지급업무의 대상이 되는 것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보험금청

구권, 손해보상 청구 권리, 만기환급금 청구 권리 등에 한정되어 있다.63) 보상대상보

59) 보험업법 제245조

60) 보험업법 제270조의3 제4항 및 제270조의6의7 제3항(파탄보험회사가 보험금수령인에게 

보상대상보험금을 지급하고 이 지급에 대하여 계약자보호기구가 자금원조하는 제도를 

말하며 계약자보호기구가 자금원조를 결정한 때에 파탄보험회사와 자금원조계약을 체결

한 후 집행됨)

61) 이 보상률은 보험계약자보호기구가 자금원조로서 지원하는 금전증여액의 계산 시 사용하

는 보상률과 동일함(보험계약자보호특별조치명령 1조의6)

62) 보험업법 제245조 1호, 보험업법 제270조의3 제2항 1호 및 보험계약자보호특별조치명령 제50조의3

63) 보험업법시행령 제36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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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금지급업무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 지급을 하는 소위 ‘보험의 보장기

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중도해약에 의한 해약환급금청구권 등은 그 대상이 되지 

않는다. 피관리회사의 업무가 정지된 것은 피관리회사가 채무초과상태이고 또한 보

험계약의 계약조건  변경 등에 의한 부채의 정리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피관리회사의 업무가 정지되면 원칙적으로 해약접수나 해약환급금의 지급

과 같은 보험계약의 해약 관련 업무도 정지된다. 이는 보험회사가 경영파탄을 초래한 

경우에도 보험집단을 유지하면서 보험계약을 유지시키는 것이 보험계약자보호상 필

요하다는 개념에 기인한 것이다. 이러한 개념은 장기간에 걸친 장기보험계약에서 피

보험자의 연령증가에 따라 위험이 상승하는 생명보험 등을 주로 염두에 둔 것인데 이

러한 위험의 상승이 없고  타사로의 계약승환 비용이 낮은 손해보험에 대해서는 반드

시 타당하지 않다. 오히려 조기에 타사로 승환시켜 다른 보험회사 아래서 적절한 보

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험계약자 등의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이다.64) 이 때

문에 2005년 개정보험업법에서는 보상대상계약 중 보험계약자의 보호를 위해 계약

을 유지시킬 필요성이 낮다고 인정되는 ‘특정보상대상계약’에 대해서는 피관리회사

의 업무가 정지되는 경우에도 그 해약에 관련된 업무는 계속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

다.65) 특정보상대상계약에는 위와 같은 취지를 감안하여 주로 손해보험회사가 제공

하는 다음의 네 가지 보험계약이 이에 해당한다.66) 

첫째, 상해보험계약 중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의 것으로 계약체결 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지해야 할 중요사실에 피보험자의 현재 및 과거의 기왕증이 포함

되지 않는 것(‘단기상해보험계약’이라 한다), 둘째, 제3분야보험계약으로 적립보험67)

을 포함하는 계약(연금지급식적립상해보험계약, 재형상해보험계약, 확정갹출연금상

해보험계약은 제외한다)의 적립부분, 셋째, 해외여행기간 중의 사고를 보상하는 제3

분야보험계약 중 계약체결 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지해야 할 중요사실

64) 安居孝啓(2006), 전게서, p. 601

65) 보험업법 제245조 2호

66) 보험계약자보호특별조치명령 제1조의6의3 제1항

67) 제3분야보험계약에서 ‘적립보험’은 우리나라의 저축성장기보험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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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피보험자의 현재 및 과거의 기왕증이 포함되지 않는 것(‘특정해외여행상해보험계

약’이라 한다), 넷째, 지진보험계약 등 네 가지 보험계약이 특정보상대상계약에 해당

한다. 특정보상대상계약에 대해서는 타보험사로의 조기승환을 재촉한다는 취지를 

감안하여 특정보상대상계약 해약 관련 업무는 관리명령 처분을 받아 업무정지가 된 

때로부터 3개월간으로 한정하고 있다.68) 다만, 특정보상대상계약 해약관련 업무에는 

해약환급금 등 기타 이에 준하는 급부금의 지급을 하는 업무는 포함되지 않는다. 일

반적으로 중도해약에 따른 해약환급급의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 보험금의 

지급 지연으로 인한 보험계약자의 생활상의 곤란에 직결될 우려가 크지 않고, 오히려 

신속히 피관리회사를 처리한 후 업무정지 해제 후에 적정한 보상률로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69)

다음으로, 보험관리인의 업무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내각총리대신의 선임을 

받은 보험관리인은 피관리회사의 업무 및 재산의 상황을 조사하여 업무 및 재산의 관

리에 관한 계획을 작성한다. 이 계획에 따라 피관리회사의 보험계약의 이전이나 합병 

등 기타 필요한 조치가 실행된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실행한다.

우선, 보험관리인은  취임 후 바로 피관리회사가 관리처분을 받게 된 경위, 피

관리회사의 업무 및 재산의 상황,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조사하여 내각총리대신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후 내각총리대신은 보험계약자보호를 위해 피관리회사의 

보험계약의 유지·존속을 도모하거나 특정보상대상계약의 해약에 관한 업무 등을 원

활하게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①보험관리인에게 피관리회사 업

무의 정리 및 합리화에 관한 방침, ②피관리회사의 합병 등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

한 방책 등을 포함한 ‘업무 및 재산의 관리계획’ 작성을 명할 수 있다. 보험관리인은 

피관리회사, 채권자, 구제보험회사 후보자, 보험계약자보호기구와 교섭·조정을 해 

나가면서 계획을 작성하게 되는데 계획이 내각총리대신의 승인을 얻으면 지체없이 

이를 실행하여야 한다. 또한 계획의 변경이나 폐지가 필요한 때에는 내각총리대신의 

승인을 얻어 변경 또는 폐지할 수 있고 또한 내각총리대신은 계약자보호를 위해 필요

68) 보험계약자보호특별조치명령 제1조의6의2 제1항

69) 安居孝啓(2006), 전게서, p. 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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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때에는 계획의 변경이나 폐지를 명령할 수 있다. 

자본금 감소나 계약이전, 합병 등 제반 조치사항이 포함된 관리계획을 실행

하기 위하여 주주총회의 결의가 필요한데 보험관리인에 의한 업무·재산의 관리

하에 있을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시에 가결의(假決議)의 특례제도가 설정되

어 있다. 원래는 회사법상에 의결권의 과반수 이상을 갖는 주주의 출석으로 출석주주

의 2/3 이상의 의결권으로 처리하는데70) 보험관리인 특례에서는 정족수에 미달하는 

경우라도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다수로써 당해 의결을 가결

의할 수 있다.71)

한편, 피관리회사가 자기의 재산으로써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채무초과의 

상태인 경우에는 당해 피관리회사는 주주총회 등의 특별결의에 대신하는 법원의 허

가를 얻어 ①사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②보험계약의 이전, ③해산, ④자

본금액의 감소를 할 수 있다.72) 피관리회사가 채무초과이면 그 주주권(상호회사는 

사원권)은 원칙적으로 경제적 가치를 잃어버린 셈이므로 법원의 허가에 의해 공정성

을 확보하여 주주총회 결의를 생략하는 것도 신속한 절차의 진행 필요성과의 비교형

량면에서 허용된다는 입장에 의한 것이다.73) 

보험관리인에 의한 관리계획의 작성 및 이에 대한 감독당국의 승인이 나면 준비상

태는 갖추어졌고 이제 계약이전이나 합병 등 도산처리의 실행단계로 이행하게 되는 

것이다.

70) 회사법 제309조 2항

71) 보험업법 제249조 1항

72) 보험업법 제249조의2 제1항 및 2항

73) 갱생특례법 제166조 제2항에서는 갱생회사가 갱생절차개시 시 그 재산으로써 채무를 완

제할 수 없는 상태인 경우에는 당해 주주는 의결권을 갖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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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보험회사의 도산처리 실행단계74)

1) 인수보험회사에 대한 계약이전 및 계약조건 변경

보험회사가 경영파탄을 초래하여 내각총리대신의 관여하에 다른 보험회사에 보험

계약의 이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보험계약의 포괄이전75)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경영파탄으로 도산한 보험회사는 보험금액의 삭감 및 기타 계약조항의 변경을 할 수 

있는데 이는 다음의 세 가지 경우에 한정된다.76) 

첫째, 경영위기에 처한 보험회사가 내각총리대신에게 보험계약의 전부이전의 협

의를 명령77)받아 보험계약의 전부이전을 하는 때에 계약조항의 변경을 할 수 있다. 

둘째, 피관리회사(도산회사)가 내각총리대신의 승인을 받은 보험관리인의 관리계

획78)에 따라 보험계약의 전부를 이전하는 때에 계약조항의 변경을 할 수 있다. 셋째

는, 내각총리대신으로부터 적격성 인정을 받은 도산보험회사가 인수보험회사에게 보

험계약의 전부이전을 하는 때에 계약조항의 변경을 할 수 있다.79) 위 세 가지 경우 모

두 도산회사를 구제해 줄 인수회사(구제회사)가 나타나는 경우에 성립되는 것이며 

인수회사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나 합병 또는 제3자 주식취득(M&A)되는 경우는 뒤에

서 설명하기로 한다.

여기서 보험계약의 전부를 포괄하여 이전하여야 한다는 포괄이전 요건은 책임준

비금의 산출 기초가 동일한 보험계약의 전부를 포괄하여 이전하여야 한다는 의미인

데, 이는 보험계약집단을 유지하면서 보험계약자 간의 공평성을 확보하기 위함이

다.80) 계약의 포괄이전은 일반기업의 영업양도에 상당하는 것인데 영업양도가 제3자

74) 전체적으로 도산처리 실행단계에 대해서는 安居孝啓(2006), pp. 430~684를 참조

75) 보험업법 제135조 제1항

76) 보험업법 제250조 제1항

77) 보험업법 제241조 제1항

78) 보험업법 제247조 제1항

79) 보험업법 제268조 제1항

80) 安居孝啓(2006), 전게서, p. 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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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의 관계에서 양도인에게도 일정한 제척기간 내 채무변제 책임을 부담시키고 더욱

이 개개의 재산에 대하여 이전행위를 요하는데 반해서 보험계약의 포괄이전은 제3자

와의 관계에서 권리의무의 승계가 명확하며 더욱이 보험계약은 일괄하여 이전된다

는 점에서 계약의 다수성이라는 특색을 갖는 보험사업에 적절한 제도라 할 수 있

다.81) 또한 포괄이전은 영업양도의 특별규정같은 성격이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

고하여야 한다.82)

또한, 포괄이전계약을 함에 있어서 보험계약에 관련된 채권이 이미 확정채권이 된  

것(이하, ‘특정계약’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보험계약 이전의 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

조건 변경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첫째 보험사고가 발생해 있어서 그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소멸하게 되는 보험계약과, 둘째로 보험기간이 종료되

어 있는 보험계약이 이에 해당된다.83) 두 번째의 보험계약에는 보험기간 중에 중도

해약을 하여 보험계약의 종료사유가 발생해 있는 것도 포함되는데, 원칙적으로 중도

해약에 기인한 해약환급금 등의 권리는 다른 보험회사로 계약이전을 하는 대상이 되

지 않는다. 다만, 보험회사 등에 의해 파탄 전의 계약조건 변경절차에서 내각총리대

신의 명령84)에 의해 해약환급금의 지급이 정지되어 있는 보험계약에 대해서는 예외

로 하여 두 번째 사유에 포함되지 않고 계약이전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는 당해 명령 

후의 중도해약에 기인한 해약환급금 등의 권리가 계약조건의 변경을 수반하는 계약

이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보험계약자가 당해 계약조건의 변경에 의한 불이

익을 우려해서 당해 명령 후에도 중도해약으로 쇄도해서 보험집단의 유지가 어렵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보험계약자 전체의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고 이전회

사인 도산회사에는 그에 상당하는 많은 재산을 남겨야 하고 해약환급금 지급업무에 

비용과 노력을 들일 필요도 발생하기 때문이다.

상기의 보험사고의 발생 또는 보험기간의 종료를 판정하는 기준시점은 당해 보험회사

81) 保険業法研究会(1986), 전게서, p. 133

82) 전게서, p. 134(사적독점금지법 제16조 1호, 제15조 2항)

83) 보험업법 제250조 1∼3항

84) 보험업법 제240조의3(내각총리대신이 보험회사가 신청한 계약조건의 변경을 승인한 때에

는 해약업무의 정지 등 필요한 명령을 내릴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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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서 보험계약의 이전에 관한 주주총회 개최안내 공고를 하여 보험회사의 업무정지

가 이루어진 시점이다.85) 다만, 당해 보험회사가 공고 이전에 이미 지급업무를 정지하여 

보험계약 관련 지급이 정지되어 있을 때에는 그 보험계약에 관계된 지급이 정지된 시점

이 기준시점이 된다. 여기서 보험업법상 ‘업무의 정지’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① 내각총리대신에 의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받았을 때(보험

업법제241조1항)

② 관리명령 처분에 의하여 업무를 정지한 경우(동법 제245조)

③ 내각총리대신에 의하여 합병 등을 실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취할 것

을 명령받아 업무를 정지하는 경우(동법 제258조2항)

④ 계약조건의 변경을 포함하는 보험계약의 이전에 관한 주주총회 등의 개최 

공고에 따라 업무의 전부를 정지하는 경우(동법 제250조5항)

⑤ 계약조건의 변경을 포함하는 합병계약의 승인에 관한 주주총회 등의 개최 

공고에 따라 업무의 전부를 정지하는 경우(동법 제254조4항)

⑥ 변경회사에 의한 계약조건변경계획의 공고(법255조의4 제1항)에 수반하여 

업무의 전부를 정지하는 경우(동법 제255조의2 제3항)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계약조건의 변경을 수반하여 포괄 계약이전하는 사안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를 위하여 주주총회일 2주 전부터 이전계약서를 비롯한 제반

서류를 보험회사의 각 영업소 및 사무소에 비치하여 열람 및 교부가 가능하도록 하여

야 하며, 주주총회의 결의를 득한 후에는 이전계약서 및 이전회사·인수회사의 대차

대조표를 첨부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계약자에 대한 공고는 최소 1개월 이상 게시하

여야 하며, 공고에 다음 사항과 함께 계약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을 부기하여야 

한다. 즉 첫째, 특정보상대상계약의 해약관련 업무가 시행되는 기간 및 당해기간의 

만료상태 여부 표시, 둘째로 계약조건의 변경에 의해 발생하는 보험계약자의 권리의

85) 주주총회 안내 공고 시에 보험회사의 업무의 전부가 정지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 때

부터 업무의 전부를 정지하여야 함(보험업법 제250조5항). 이는 공고에 의하여 보험계약

자의 해약이 쇄도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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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변경의 주요한 내용,86) 셋째로 계약조건의 변경을 필요로 하는 이유 등 이 세 가지 

사항이 부기되어야 한다. 

보험계약자의 이의제기를 통한 이전절차 부결 요건은 이전대상계약자 총수의 

1/10을 초과하는 자의 이의제기와, 동시에 이전대상계약자의 보험계약 관련 채권총

액의 1/10을 초과하는 때로 하고 있다. 원래 계약조건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계약의 이전은 위의 이의제기가 각각 1/5로 되어 있으나,87) 계약조건의 변경을 수반

하는 계약이전에 대해서는 이전대상계약자의 부담을 강요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계약자의 의사로 계약이전을 저지하기 용이하도록 그 요건을 낮추어 계약자의 의사

를 보다 존중하는 절차를 취하고 있다.88)

<그림 Ⅱ-7> 계약조건 변경을 수반하는 임의이전 절차

일단 계약자의 이의제기 절차를 거쳐 이전의 부결요건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이전

은 이전대상계약자 전원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간주되며,89) 이전에 따른 채권·채무

86) 이에는 ① 高예정이율계약에 적용되는 보상률 사항, ② 책임준비금, 예정이율 등 기타 계

약조건의 변경과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보험금, 환급금 등 기타 급부금에 관한 권

리의 변경과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계약자보호명령 1조의10 제2호)

87) 보험업법 제137조 4항

88) 安居孝啓(2006), 전게서, p. 617

89) 보험업법 제137조 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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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인수회사가 승계하게 된다. 보험계약의 이전이 실행되면 인수회사는 3개월 이내

에 보험계약자에게 계약이전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이 때 계약조건 변경 후의 보험

계약자의 권리 및 의무의 내용에 대해서도 통지하여야 한다.90)

 위와 같은 흐름에 의해 계약조건의 변경을 수반하는 계약이전이 이루어지는 것인

데, 계약이전의 실행주체가 누구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현행법상의 계약이전

의 실행주체는 보험관리인이다.91) 보험관리인은 내각총리대신의 명령에 의하여 관

리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 승인받은 관리계획을 바탕으로 계약이전 

또는 합병추진 등을 실행한다.92) 일반적으로 우량회사가 보험사업의 허가반납 등 사

업중단을 하는 경우에 회사의 대표 및 경영진이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계약이전 절차

를 집행하는 경우인 ‘임의이전’과, 도산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관리인이 집행책임을 

지고 계약이전 절차를 진행하는 ‘임의이전’은 절차상 프로세스는 대동소이하지만 근

본적으로 전자는 사업철수에 따른 계약이전이고 후자는 도산처리에 따른 계약이전

이라는 의미에서 다르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구 보험업법(1996년 개정 전 보험업법)에서는 주무장관이 보험계약의 강제

이전 명령을 발동하고 계약이전 협의의 상대방을 지정하거나 인가를 받아 협의를 개

시토록 하는 등 주무장관이 나서서 강제적 절차진행을 하였다. 

<그림 Ⅱ-8> 구 보험업법하의 강제이전 절차

90) 보험업법 제253조

91) 安居孝啓(2006), 전게서, p. 603

92) 보험업법 제247조(구 경영진은 조직변경 등을 포함한 관리대응책 결정 관여에 배제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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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전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불발이 되는 경우에는 주무장관이 행정

처분 효력이 있는 강제이전의 결정을 내릴 수 있었다. 즉, 이전계약의 범위나 이전재산 

및 채권자보호를 위한 유보재산 및 재산의 인도시기 등 이전조건을 주무장관이 재결정

하여 통보하는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이다. 협의를 진행한 당사자 회사들은 결정내용에 

의거하여 지체없이 재산의 인도 및 계약이전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했다.93)      

위와 같이 주무장관에 의한 강제이전 방식은 앞서 제2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

전회사와 인수회사 양당사자들의 의사를 무시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학계 및 업계의 주장이 제기되어 강제이전 절차는 신보험업법(1996)에서 모

두 폐지되었다. 

이에 대신하여 나타난 절차가 보험관리인을 통한 관리계획 작성, 주무장관 승인하

에 동 계획을 통한 계약이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다. 주무장관이 나서서 강제이전의 

처분명령을 내리지는 않으나 보험관리인의 선임과 관리인에게 관리계획의 작성을 

명령하고 동 계획을 승인하는 등 간접적 관여를 통해서 계약이전을 진행시키는 측면

에서 강제성이 없고 자율성이 부여된 방식이라 할 수 있다. 물론, 도산회사의 구 경영

진은 일체 관리계획의 작성에는 관여할 수 없다. 보험관리인 또는 보험관리인대리를 

주로 보험회사나 보험협회, 보험계약자보호기구 등 민간인이 수행함으로써 형식 면

이나 실제적인 관리계획의 작성·조율 측면에 있어서 자율성이 보장된 것이라 보아

도 무방하다.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바뀐 후에 나타나는 부작용으로, 주무장관

의 강제권 발동이 불가하므로 인수협의대상회사를 지정하지도 못하고 또한 보험업

계 내에서 인수회사(구제회사)가 나타나지를 않아 결국엔 계약자보호기구가 가교사 

형식으로 승계하는 시스템이 나타나게 되었다. 

상기의 임의이전이나 보험관리인의 관리계획하에 이전하는 것이나 모두 계약이전

에 대해 주무장관의 인가가 필요한데, 이 때 사전심사의 핵심적 요건이 ‘이전대상계

약자 이외의 이전회사(도산회사)의 채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할 우려가 없을 것’

이라는 조건이다. 이 조항은 구 보험업법에서부터 유지되어 온 것으로 보험회사의 도

산 시 보험계약자 이외의 일반채권자의 채권은 우선하여 보호하겠다는 의미라 할 수 

93) 구 보험업법 제121조 ~ 1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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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실제로 日産生命, 東邦生命 등 행정절차에 의하여 도산처리를 한 보험회사의 

경우 일반채권자들은 채권삭감 등 권리변경 없이 전액보호를 받았고 보험계약자들

은 보험금 등 계약채권액을 삭감하여 보험업법상의 행정절차제도의 허점을 드러내

게 되었다.

한편, 보험계약 전부의 포괄계약이전을 한 원래의 도산회사(이전회사)는 해산 및 

청산절차를 밟아 소멸하게 된다. 보험회사가 계약의 전부이전을 한 때에는 회사를 해

산하여야 하며, 보험회사가 해산한 때에는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

나 보험계약자가 계약해제를 하지 않는 때에는 3개월을 경과한 날에 그 보험계약은 

효력을 잃고 청산보험회사는 책임준비금액 또는 미경과보험료를 환불함으로써 회사

소멸 절차를 밞게 되는 것이다.94)

2) 계약조건의 변경을 수반하는 합병

경영파탄이 되어 도산하는 보험회사가 다른 보험회사와 합병을 하는 경우에도 앞

서 보험계약의 이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계약조건의 변경을 정할 수 있는데 보험업

법에서 세 가지 경우를 열거하고 있다.95) 첫째로, 보험회사의 업무 및 재산 상황에 비

추어 보험사업의 지속적 영위가 곤란하다고 내각총리대신으로부터 인정받고 동시에 

합병의 협의를 명령받아 합병을 추진하는 경우, 둘째로, 피관리회사가 내각총리대신

의 승인을 받은 보험관리인의 관리계획에 따라 합병을 하는 경우, 셋째로, 내각총리

대신으로부터 적격성의 인정을 받은 파탄보험회사가 구제보험회사와 합병하여 그 

구제보험회사가 존속하게 되는 합병을 하는 경우이다. 다만, 앞서 ‘인수보험회사에 

대한 계약이전’에서 설명한 특정계약은 마찬가지로 합병 시에도 계약조건 변경의 대

상이 되지 않는다.96)

94) 보험업법 제152조 3항 및 177조

95) 보험업법 제254조 1항

96) 보험업법 제254조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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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조건의 변경을 수반하는 합병도 기본적으로는 통상적인 합병절차에 따라 추진

되지만 보험계약의 이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특칙이 설정되어 있다. 즉, 합병계약의 

승인의 결의97)를 하는 주주총회 소집통지 발송일에 당해 주주총회가 개최되는 취지 및 

당해 계약조건의 변경을 포함하는 합병계약의 승인을 결의하는 것이 회의의 목적이라

는 취지를 공고하고, 이 때 이미 보험업무 전부의 정지를 명령받았거나 또는 정지해 있

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공고 시로부터 원칙적으로 그 업무의 전부(보상대상보험금

지급업무 및 특정보상대상계약 해약관련 업무를 제외한다)를 정지하여야 한다.98) 

보험계약자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에 대해서는 합병절차 시 채권자의 이의제기 관련 

공고를 할 때에 계약조건 변경에 의해 발생하는 보험계약자의 권리의무 변경의 주요한 

내용 및 당해 변경을 필요로 하는 이유를 부기하여야 한다. 보험계약자의 이의제기를 

통한 합병절차 부결 요건은 합병대상계약자 총수의 1/10을 초과하는 자의 이의제기와, 

동시에 합병대상계약자의 보험계약 관련 채권총액의 1/10을 초과하는 때로 하고 있다. 

앞서 설명한 ‘계약조건을 수반한 계약이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단순한 계약이전 시의 

부결 요건(1/5)보다 그 요건을 낮추어 계약자의 의사를 보다 존중하는 절차를 취하고 

있다. 또한 합병 후 존속하는 보험회사 또는 합병에 의해 새로 설립되는 보험회사는 합

병 후 3개월 이내에 계약조건 변경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에게 변경의 취지 및 계약조

건 변경 후의 보험계약자의 권리·의무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99)

감독당국으로서 내각총리대신은 도산보험회사의 처리방법 중 하나인 합병에 대해 

적극적 관여를 하고 있다. 즉, 합병의 상대방 지정, 협의의 권고, 합병조건의 알선 등 

합병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감독당국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

는 당해 도산보험회사가 합병 등에 관한 협의를 할 상대방으로 다른 보험회사 또는 

보험지주회사 등을 지정하여 당해 다른 보험회사 또는 보험지주회사 등에게 그 협의

에 응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100) 이 지정은 내각총리대신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협

97) 회사법 783조 1항, 795조 1항, 804조 1항, 보험업법 165조의3 제1항, 165조의10 제1항, 

165조의16 제1항, 165조의20

98) 보험업법 제254조 제4항

99) 보험업법 제254조 제3항

100) 보험업법 제25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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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상대방을 선정하는 사실행위이며 지정된 다른 보험회사 또는 보험지주회사 등의 

협의에 응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협의의 권고도 지정된 다른 보험회

사 또는 보험지주회사 등에 대하여 법적 강제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지정이나 협의

의 권고는 반드시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없더라도 할 수 있는 것인데, 이 권고가 내각

총리대신에 의한 합병 관련 조건알선 등의 절차의 전제가 되는 점 및 보험계약자보호

기구에 의한 자금원조를 받는 데 있어 전제가 되는 적격성 인정을 대체하는 효과를 가

질 수 있는 점101)을 감안하여 단순한 권고수준 이상으로 그 역할과 성격을 명확히 하

고 있다. 또한 내각총리대신은 합병협의 권고의 실행을 조력하기 위해 도산회사나 도

산우려회사가 회원으로 가입해 있는 계약자보호기구에 합병협의 권고의 실행 또는 자

산사정이나 실사 등 필요한 준비행위에 대한 협력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102) 

<그림 Ⅱ-9> 합병을 통한 도산보험회사 처리 절차

내각총리대신의 상대방지정 및 권고에 따라 협의를 하였지만 협의가 원만히 이루

어지지 않고 불발이 되는 경우, 내각총리대신은 미리 당해 도산회사 및 협의의 권고

를 받은 다른 보험회사(우량회사)의 의견을 청취하여 조건을 제시하고 필요한 알선

을 할 수 있다.103) 협의의 상대방인 다른 보험회사가 알선조건에 동의한 경우에는 도

101) 보험업법 제269조 제1항

102) 보험업법 제256조 제3항

103) 보험업법 제256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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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보험회사에 대하여 당해 조건에 따라 합병을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취하도록 명령

을 내릴 수 있다.104) 이는 합병의 조건에 합병 상대방인 우량회사가 동의했음에도 불

구하고 도산보험회사가 그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에 내각총

리대신의 명령에 의하여 이를 강제하는 것이다. 필요한 절차에는 합병계약의 협의·

체결, 주주총회의 결의, 보험계약자의 이의제기 등이 있는데 내각총리대신의 명령은 

도산보험회사의 경영진에 대하여만 효력을 갖는 것이지 주주총회 등에서의 합병의 

승인 결의를 강제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경영진이 협의 상대방이 동의했음에도 불구

하고 합병을 추진하지 않는 경우 내각총리대신은 보험관리인을 선임하여 확실한 합

병절차의 진행을 도모할 수도 있다.

3) 계약조건의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취득

부실보험회사가 경영파탄이 된 경우, 우량회사인 다른 보험회사나 외국보험회사 

또는 보험지주회사 등이 도산보험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자회사화함으로써 당해 

도산보험회사의 재건을 도모할 수 있다. 이 때, 도산보험회사의 보험계약에 대해서 

계약조건의 변경을 할 수 있다.105) 계약조건의 변경이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의 세 가

지인데 당해 보험회사의 업무의 건전성과 적절한 운영을 확보하고 보험계약자 등의 

보호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내각총리대신 및 재무대신이 정하는 것을 

실행하기 위하여 주식취득이 이루어지는 경우로 한정되어 있다.106) 첫째, 경영위기

에 빠진 보험회사가 내각총리대신으로부터 보험회사·외국보험회사·보험지주회사 

등( ‘보험지주회사 등’이라 한다)에게 주식 취득의 협의를 명령받아,107)  보험지주회

사 등이 당해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그 자회사가 되는 경우, 둘째 피관리회사인 도산

회사가 내각총리대신의 승인을 받은 보험관리인의 관리계획에 따라 보험지주회사 

104) 보험업법 제258조 제1항

105) 보험업법 제255조의2 제1항

106) 보험업법 제255조의2

107) 보험업법 제24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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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그 자회사가 되는 경우, 셋째의 경우는 내각총리대신으로

부터 적격성 인정을 받은 도산보험회사가 구제보험회사  또는 구제보험지주회사 등

에게 주식이 취득됨으로써 그 자회사가 되는 경우이다. 

<그림 Ⅱ-10> 주식취득을 통한 도산보험회사 처리 절차

주식의 취득을 통한 자회사화 방식은 자회사가 되는 보험회사 등의 법인격에 변동

이 없고 보험회사와 그 보험계약자간의 권리의무관계에도 변경이 발생하지는 않는다. 

이 때문에 주식의 취득에 수반하는 계약조건의 변경에 대해서는 특별한 절차가 설정

되어 있다. 우선, 상기의 ‘계약조건의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취득’의 경우에 보험회사 

등의 주식취득에 따른 당해 보험회사(‘변경회사’라 칭한다) 의 보험계약에 대해서 계

약조건의 변경을 하는 때에는 계약조건의 변경에 의해 발생하는 보험계약자의 권리의

무 변경의 주요한 내용, 계약조건의 변경을 필요로 하는 이유, 주식의 취득을 하는 자

의 상호, 명칭, 본점소재지 등을 기재한 ‘계약조건변경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108) 다

만, 보험계약의 이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특정계약109)은 계약조건의 변경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또한 특정계약 판정의 기준시점은 변경회사의 업무의 전부가 정지되어 

108) 보험업법 제255조의2 제1항 및 계약자보호명령제1조의11

109)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특정계약은 보험사고 기발생계약과 보험기간이 종료된 계약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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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 않은 경우 계약조건변경계획 작성의 공고를 한 때로 하고 있다. 계약조건변경계

획의 공고에서 변경대상 보험계약자의 이의제기를 접수받는다는 것을 부기하여야 하

며 변경대상 보험계약자의 이의제기를 통한 주식취득절차 부결 요건은 변경대상계약

자 총수의 1/10을 초과하는 자의 이의제기와, 동시에 변경대상계약자의 보험계약 관

련 채권총액의 1/10을 초과하는 때로 하고 있다. 이의제기 절차를 통과하여 승인을 얻

고 주식취득을 한 후에는 바로 주식취득의 사실, 보험계약자의 이의절차 경과, 주식취

득을 한 자의 상호, 명칭 또는 성명, 본점 소재지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110)

4) 승계보험회사에 대한 계약이전 및 계약조건의 변경

보험회사가 경영파탄을 초래하여 도산할 때 이 도산회사의 보험계약 이전을 받아

줄 구제보험회사가 나타날 전망이 없는 등의 이유로 인하여 보험계약을 이전할 수 없

는 사태를 예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경우 파탄보험회사는 회사가 가입해 있는 계약

자보호기구에 대하여, 당해 계약자보호기구가 자회사로서 승계보험회사를 설립하여 

보험계약의 이전을 받아 줄 것(‘보험계약의 승계’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111) 구체

적으로 다음의 두 가지 경우에 승계의 신청이 인정된다. 112) 

첫 번째 경우는, 구제보험회사 또는 구제보험지주회사 등이 나타날 전망이 없음에 

따라 보험계약의 이전 등113)을 할 수 없는 경우, 두 번째 경우는 도산보험회사가 손해

보험업 면허를 받은 보험회사로서 구제보험지주회사 등이 당해 도산보험회사와 관

련한 보험주요주주 등의 인가114)를 조기에 받을 전망이 없고 또한 당해 구제보험지

주회사 등을 제외하고는 구제보험회사 또는 구제보험지주회사가 나타날 전망이 없

110) 보험업법 제255조의5 제1항 및 계약자보호명령 1조의15

111) 보험업법 제267조 1항

112) 보험계약자보호를 위한 특별조치 명령 제48조의2

113) 여기서 ‘이전 등’이라 함은 앞에서 차례대로 설명한 계약이전, 합병, 제3자에 의한 주식

취득을 말함

114) 보험주요주주의 인가(보험업법 제271조의10 제1항) 또는 보험지주회사의 인가(보험업법 

제271조의18제1항)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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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에 따라 보험계약의 이전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이다.

두 번째 경우는 2005년 금융심의회 제2부회 보고서에서 “특히 손해보험회사의 도

산의 경우에는 단기계약이 많으므로 신속한 처리가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신속

한 처리의 개시가 필요하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도산 후 조기단계에서 

계약자보호기구에 의한 인수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지적한 것을 바탕

으로 2005년 개정보험업법에 반영된 것이다.115) 구제보험회사를 찾아 보험계약의 이

전을 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도산보험회사는 계약자보호기구에 의한 보험계약의 

승계 또는 인수를 신청할 수 있다.116) 법문장의 형식으로는 도산보험회사가 둘 중 하

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신청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계약자보호기구의 의

향을 반영하여 신청하고 있다.

여기에서, 보험계약의 승계 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도산보험회사는 미리 보험계

약의 승계와 관련하여 내각총리대신의 적격성 인정을 받아야 하는데 이는 다음 요건

의 전부를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격성 인정을 받을 수 있다.117) 첫째로, 보험계

약의 승계가 보험계약자 등의 보호에 이바지 할 것, 둘째로, 계약자보호기구에 보험

계약의 승계 신청을 하는 도산보험회사에 대하여 당해 보험계약의 승계가 이루어지

지 않고 그 업무의 전부폐지 또는 해산 시에는 보험업의 신뢰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

을 것, 셋째로 보험계약의 승계 신청과 더불어 자금원조가 신청되는 경우에는 당해 

자금원조가 이루어지는 것이 당해 보험계약 승계의 원활한 실시에 불가결할 것 등 세 

가지 요건이다. 위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 적격성을 인정했을 때 내각총리대신

은 그 사실을 계약자보호기구에 통지하여야 하며 이를 받은 계약자보호기구는 신속

하게 그 사실을  재무대신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18)

한편, 도산보험회사로부터 보험계약의 승계 신청을 받은 경우 계약자보호기구는 필

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험계약의 승계 결정을 하기 전에 내각총리대신에게 도산

115) 安居孝啓(2006), 전게서, p. 666

116) 보험업법 제267조 1항

117) 보험업법 제270조 1항 및 2항

118) 보험업법 제270조 3항 및 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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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와 합병 등의 협의를 할 만한 상대방 보험회사 또는 보험지주회사 등을 지정

하여 지정받은 상대방 회사들에게 그 협의에 응하도록 권고하는 조치를 요청할 수 있

다.119) 이 권고조치에 대하여 내각총리대신으로부터 권고조치가 수용되어 통지가 온 

경우 계약자보호기구는 승계에 대한 결정절차의 실시를 중단하며, 협의 상대방 회사와 

계약이전 등이 타결된 경우에는 도산보험회사는 승계 신청을 취하하여야 한다. 계약자

보호기구가 내각총리대신에게 권고조치를 요청할 필요가 없거나, 요청했으나 수용되

지 않은 경우 또는 권고조치에 따라 권고상대방 회사와 협의를 했으나 타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보호기구는 신속하게 운영위원회120)를 열어 승계와 관련된 다음 사항

을 결정하여야 한다. 즉, 승계보험회사를 계약자보호기구의 자회사로 설립하는 방안, 

승계보험회사가 도산보험회사의 계약을 인계할 때 계약이전으로 할지 합병으로 할지

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때 계약자보호기구는 보험계약의 승계 그 자체를 거부

하는 결정을 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계약자보호기구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사항을 

바로 내각총리대신과 재무대신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도산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의 전

부 또는 일부에 대한 계약이전을 하거나 합병을 추진하여야 한다. 도산보험회사로부터 

승계와 함께 자금원조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자금원조 여부를 결정하

며 결정된 사항은 내각총리대신과 재무대신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자금원조는 금전증

여의 성격이며 도산보험회사와 자금원조계약을 체결 후 집행한다.

계약자보호기구가 승계보험회사를 설립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당해 결정과 관련

한 출자내용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승계보험회사가 되는 주식회사의 

설립 발기인이 되어 이를 계약자보호기구의 자회사로서 설립하기 위한 출자를 하여 

설립121)하고, 그 설립된 승계보험회사를 경영관리하고 승계보험회사 업무의 적절한 

운영을 확보하기 위하여 승계협정을 체결하여 적정한 관리를 한다. 

119) 보험업법 제256조 제1항 및 2항

120) 운영위원회는 보험업법 제265조의19 및 계약자보호기구의 정관 제37조에 의거 설치된 

조직으로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도산보험회사의 도산처리 관련 제반사항을 심의·의결

하는 기구임

121) 보험회사의 최저자본액은 10억 엔이며 또한 보험업 면허의 취득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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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11> 승계(인수)의 신청∼결정 프로세스

자료: 杉下智子(2010), p. 188

한편, 도산보험회사의 계약을 인수한 승계보험회사는 당해 보험계약의 관리와 처

분을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임시적 조치에 불과하며 당해 보험계약의 최종적인 인

수처가 될 다른 보험회사 또는 보험지주회사 등을 찾아 보험계약의 이전·합병·주

식취득 등(‘보험계약의 재승계’라 한다)을 추진하는 것을 지향한다. 보험계약의 재승

계 시에 계약자보호기구는 필요한 경우 자금원조의 방법으로 손해담보를 할 수 있다. 

재승계 시의 재승계 협의 회사에 대한 적격성 인정이나 협의 권고조치 등 기타 행정

적 절차는 기존의 승계 시의 절차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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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험계약자보호기구의 계약인수 및 계약조건 변경

보험회사가 경영파탄을 초래하여 도산한 경우 구제보험회사 등이 나타날 전망이 

없어 도산보험회사의 보험계약을 이전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도산보험회사는 계약자

보호기구에 대하여 보험계약의 승계 이외에 계약자보호기구 스스로가 보험계약의 

이전을 받을 것(‘보험계약의 인수’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이 신청에 관한 절차나 

내각총리대신의 적격성 인정은 보험계약 승계의 경우와 동일하다. 

승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계약자보호기구가 보험계약의 인수 신청을 받은 경우 

보호기구는 내각총리대신에게 우량한 다른 보험회사를 지정하여 도산보험회사와 합

병 등의 협의에 응하도록 권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122) 

<그림 Ⅱ-12> 계약자보호기구에 의한 계약인수의 기본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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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처리순서를 거쳐 계약자보호기구에 의한 계약인수가 필요하다는 것이 

확인되면 보호기구는 신속하게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보험계약의 인수를 

위한 계약체결일을 결정하여 내각총리대신 및 재무대신에게 관련사항과 함께 

보고하여야 한다. 승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계약자보호기구가 보험계약의 인

수를 거부하는 결정을 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계약자보호기구가 보험계약의 인

122) 보험업법 제270조의4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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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를 할 계약체결일을 결정하면 신청을 한 도산보험회사는 계약자보호기구와 보험

계약의 인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며 보험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전을 할 수 있

게 된다. 이 보험계약의 이전에 대해서는 보험계약의 포괄이전에 관한 규정(법 135조

2항∼4항, 136조 ∼140조, 155조, 201조) 이외에도 보험계약의 이전 시 계약조건 변

경에 관한 규정(법 250조∼253조)이 준용되며 구제보험회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계

약조건의 변경을 한 후에 계약자보호기구에 대한 보험계약의 이전이 실행된다. 

한편, 계약자보호기구가 직접 보험계약의 인수를 하는 것이므로 계약의 인수를 통

해 양수한 도산회사의 재산은 당해 도산회사에 대해서 설정한 보험특별계정에 이체

하여 관리한다. 동시에, 계약자보호기구가 자금원조(금전증여)를 할 경우에도 계약

자보호기구의 일반계정에서 당해 보험특별계정으로 이체하여 관리하고 구분회계로 

처리한다. 또한, 보호기구가 직접 계약을 인수한 것이므로 계약자보호기구를 보험회

사로 간주한다.123)

한편, 보험계약의 승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계약자보호기구가 도산보험회사의 

계약을 직접 인수한 것은 어디까지나 임시적 조치에 불과하며 당해 보험계약의 최종

적인 인수처가 될 다른 보험회사 또는 보험지주회사 등을 찾아 보험계약의 이전·합

병·주식취득 등(‘보험계약의 재이전’이라 한다)을 추진하는 것을 지향한다. 보험계

약의 재이전 시에 계약자보호기구가 필요한 경우 자금원조를 하는 등 적격성 인정이

나 협의 권고조치 등 기타 행정적 절차는 기존의 승계 시의 절차와 동일하다.

 

123) 보험업법 제276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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