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Ⅲ. 보험업법상 도산처리제도의 한계 및 문제점

  보험업법상의 행정적인 파탄처리 방식에 대해서는 보험계약자 이외의 일반채권

자의 권리삭감이 곤란하다는 점이 지적되어 왔고, 또한 행정주도의 절차에서는 적시

에 절차개시가 곤란하다는 점, 절차의 엄격성 및 투명성에 대한 의문, 처리방법의 한

정, 생명보험계약자보호기구의 재원에 대한 우려 등이 지적되어 왔다.124)

1. 일반채권자의 권리삭감 문제

보험업법에 의한 파탄처리 절차에서는 보험계약만이 권리변경의 대상이 되고 보

험계약 이외의 일반채권의 권리변경은 할 수 없다. 보험업법상에서는 보험계약자에 

대해서만 선취특권을 인정하고 있을 뿐 일반채권자의 지위에 대해서는 일체의 규정

이 없어 이들의 권리변경을 보험업법에 의거해서 행할 수가 없다.

먼저, 보험업법상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규에 의하여 보험계약자의 보험계약채권

액을 삭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보험업법 제270조의3에 의거 도산보험회사의 보

험계약을 타보험회사에 포괄계약 이전할 때에는 계약자보호기구가 자금지원액을 결

정하여야 한다. 이 때 보상대상계약의 책임준비금 전액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조건의 변경을 수반하게 되는데「보험계약자등 보호를 위한 특별조치명령」제

50조의5에 의거 대상계약의 책임준비금에서 일정률을 곱한 금액만큼만 보상대상으

124) 山本和彦(2001),“保險會社に對する更生特例法適用の諸問題”, 民商, 125卷3号, p. 287; 松下

淳一·事業再生硏究機構編(2014),“新更生計畵の實務と理論”, 商事法務, p. 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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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고 있다.125) 결국 보험계약자의 채권액을 10~20% 삭감하는 것이다.

위와 같이 보험계약자에 대해서는 계약자의 채권액을 삭감조정하여 인수회사가 

포괄계약이전을 받아 갈 수 있도록 조정하고 있는데 반하여, 보험업법 방식에 의해 

계약이전을 할 때에는 일반채권자에 대해서는 채권조정을 할 법적 근거가 없어 보험

업법 및 감독당국이 일반채권자는 보호하고 보험계약자에게만 희생을 요구한다는 

비판을 받게 된 것이다. 보험업법에 의거하여 도산처리를 할 때 주식회사, 상호회사

를 불문하고 보험계약자에 대하여는 책임준비금 삭감 등을 통해 보험계약 채권의 삭

감을 할 수 있는데 후순위대출, 후순위채권 등 일반채권은 훼손할 수 없다는 것이 정

설이다.126) 한편, 보험계약자는 보험업법 제117조의2에 의거 회사의 총재산에 대하

여 선취특권을 갖는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같은 보험업법 및 특별조치명령에 의하여 

계약이전 시에는 보험계약채권액의 일정률을 삭감하도록 규율받고 있으므로 선취특

권 주장에 앞서 우선적으로 보험계약채권액 삭감이 이루어질 수 밖에 없다.

보험업법상 선취특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험업법 제117조의2 ① 생명보험회사의 경우에 보험계약자(재보험에 관련된 보

험계약자를 제외한다)는 피보험자를 위하여 적립한 금액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재보험에 관련된 권리를 제외한다)를 갖는 자는 그 권리의 금액에 대하여 각

각 당해 생명보험회사의 총재산에 대하여 선취특권을 갖는다.

   1. 보험금청구권

   2. 손해를 보전할 것을 청구할 권리(제1호의 것을 제외한다)

   3. 환급금, 잉여금, 계약자배당에 관련된 배당금 및 기타 급부금(보험금을 제외

한다)을 청구할 권리

125) 예컨대, 생명보험계약의 경우는 ‘책임준비금+지급비금+계약자배당준비금(미할당부분 제

외)의 합계액(특정책임준비금)’에 90%를 곱한 금액만 보상대상으로 하고 일반손해보험

의 경우에는 80%, 자동차보상배상책임보험은 100%, 질병·상해보험은 90%만 보상대상

으로 함(보험계약자등 보호를 위한 특별조치명령(大藏省令제124호))

126) 田口 誠(2001)，“生保會社の更生手続きと保險契約者の保護”，生命保險経營, 第69卷6号, p. 

99; 河谷善夫(2011), “生命保險契約者保護機構財源に関する一考察”，生命保險論集, 第177号, 

p. 221; 佐野誠(2002), 전게서, p. 185; 山下友信(2005), 전게서, p. 620(보험업법상 도산처리

에서는 보험계약자 이외의 일반채권자의 권리를 변경하는 것이 규정되어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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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전항의 선취특권의 순위는 민법 제306조127) 1호(공익비용의 선취특권)에서 

규정하는 선취특권에 버금간다.

   

선취특권에는 일반선취특권, 동산선취특권, 부동산선취특권 등 세 종류가 있는

데 일반선취특권은 채무자의 총재산 위에 성립한다. 즉, 선취특권을 갖는 자는 채

무자의 모든 재산에 대하여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그런데, 보험업법에서는 

민법 제306조 제1호에 버금간다고만 하였지 제2호 등에 앞선다고는 하지 않고 있

으므로 보험업법상의 선취특권은 민법 제306조 2호∼4호와 동순위라고 보아야 하

며 보험금선취특권이 민법 제306조 2호∼4호와 경합되는 경우에는 채권액의 비율

에 따라 그 권리를 행사하게 된다고 해석이 가능하다.128) 또한 민법 제306조 제1호

에서 말하는 공익비용(공익채권)이라 함은 공동의 이익을 위한 재판상의 비용청구

권이나 청·파산이나 갱생 시 업무·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비용청구권이나 

관리인 등에 대한 보수 청구권 등과 같이 공익이 우선시되는 비용에 대한 권리를 

말한다.

보험업법에 의거하여 도산처리 시에 일반채권자의 권리삭감을 어렵게 만드는 근

본적인 문제는 도산보험회사가 인수회사(구제회사)에 포괄 계약이전을 할 때에 청산

법인(도산보험회사)에 일반채권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재산을 남겨둔다는 것을 전제로 

계약자보호기구가 자금원조를 하게 된다는 점이다. 보험계약의 계약이전은 감독당

국(내각총리대신, 금융청에 위탁)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바, 인가심사기준으로서 보

험업법 제139조 제2항3호129)에 의거, 이전대상계약자(도산회사의 계약자) 이외의 이

127) 민법 제306조(일반선취특권) 다음 각 호의 원인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을 갖는 자는 채

무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선취특권을 갖는다.

     1.공익비용 2.고용관계 3.장례 비용 4.일용품 공급

128) 靑谷和夫監修(1974), コンメンタル保險業法(上), 東京, 千倉書房，p. 455

129) 보험업법 제139조(보험계약 이전의 인가) ① 보험계약의 이전은 내각총리대신의 인가를 

받지 않으면 그 효력이 없다. ② 내각총리대신은 전항의 인가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다

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1. 당해 보험계약의 이전이 보험계약자 등의 보호에 비추어 적당할 것

     2. 이전선회사가 당해 보험계약의 이전을 받은 후에 그 업무를 정확·공정하며 효율적

으로 수행할 전망이 확실할 것

     3. 이전대상계약자 이외의 이전회사의 채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할 우려가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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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회사(도산회사)130)의 채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할 우려가 없을 것이라고 규정

되어 있다. 보험업법상에서 도산회사의 보험계약자에 대한 보호조치는 충분히 규정

되어 있지만 일반채권자는 민법의 지배를 받으므로 이들에 대한 보호규정은 보험업

법상에서는 일체 규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보험업법에서는 계약이전 시 일반채권

자의 이익을 해하지 않으면서 계약이전이 되도록 규정하여 심사하고 있는 것이다. 동 

규정은 1995년 이전 구보험업법 제111조 제2항에서는 회사의 모든 계약을 이전하는 

포괄계약이전의 경우에 주무장관이 그 회사(도산회사)의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을 유보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었다. 이는 회사재산 

이전에 의하여 도산회사의 일반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은 형평성을 잃기 때문에 

이전하는 회사는 대장대신이 일반채권자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을 유보하도록 한 것이다.131) 

현행 보험업법의 규정에 따라, 보험업법은 계약이전 시에 계약자 채권은 삭감하면

서 일반채권자의 이익은 보호하는 모순을 낳게 되었고 또한 계약자보호기구가 도산

처리에 지원해야 하는 자금이 일반채권자 이익이 보호되는 만큼 더 소요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이러한 불합리한 측면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보험업법이 아니라 일반채

권자의 권리변경이 가능한 갱생절차특례법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보험업법이 일반

채권자를 규율하는 규정을 설정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과 한계를 시정하기 위하여 회사갱생법의 특례법인「금융기관 등의 

갱생절차의 특례 등에 관한 법률(1996년, 법률제95호)」의 규정에 따라 보험계약자 

뿐만 아니라 모든 일반채권자도 채권권리 변경의 대상으로 확대하였다.132)

전부 또는 일부의 갱생채권자의 권리변경에는 보험계약자는 물론 일반채권자나 

후순위채권자 등 모두 적용대상이 된다. 대부분 권리변경 시에는 일반채권자나 후순

130) 이전회사란, 보험업법 제135조 제3항에 의거 보험계약의 이전을 하고자 하는 보험회사

를 말하며 이전을 받아 인수하는 회사는 移轉先회사라 칭함

131) 靑谷和夫監修(1974), 전게서, p. 190

132) 갱생절차특례법 제92조(갱생계획에서 정할 사항) ①갱생계획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전부 또는 일부의 갱생채권자 등 또는 조합원 등의 권리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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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채권자 등은 거의 전액이 채권액 면제조치를 받으나 보험계약자는 책임준비금의 

일정률(10∼20%)만 삭감하고 대부분의 책임준비금은 보장을 받고 있다. 갱생계획에 

있어서 채권 간 권리변경의 순위(갱생절차특례법 제260조) 등 상세한 내용은 다음 장

에서 상술하기로 한다.

2. 계약자보호기구의 재원증액 확충 한계

1995년 보험업법 개정에 의해 보험회사 도산 시 보험계약자보호를 위하여「보험계

약자보호기금」이 설치되었다. 동 기금은 갹출한도가 2,000억 엔이었는데 1997년 4월 

日産生命이 도산하여 채무초과액이 약 3,029억 엔 발생하여 자금한도액인 2,000억 엔

을 지원하고 바로 소멸되었다. 이후 보험업법 개정을 통하여 1998년 12월에 재차 설립

된 계약자보호 안전망이「생보계약자보호기구와 손보계약자보호기구」이다. 동 보

호기구의 목적은 보험업법 제259조에 따라 도산보험회사에 관계된 보험계약 이전 등

의 경우에 자금원조, 승계보험회사의 경영관리, 보험계약의 인수, 보상대상보험금의 

지급에 관련된 자금원조 및 보험금청구권 등 매입함으로써 보험계약자 등의 보호를 

도모하고 나아가 보험업의 신뢰성을 유지함에 있다. 계약자보호기구는 설립 후 10년 

이내에 중규모 정도의 보험회사 2개사가 도산한 경우에 대응가능한 수준(생보 4,000

억 엔, 손보 500억 엔)으로 재원을 확보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었다.133) 

보험업법 제265조의 42(보험계약자보호기구의 차입금)에서는 계약자보호기구가 

외부로부터 자금차입을 할 때에는 보험업법시행령에서 정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내

각총리 및 재무장관의 인가를 받아 차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험업법시행령 제 

37조의4(보험회사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한도액)에서는 생명보험계약자

보호기구는 4,600억 엔을 차입금 한도로 하고 손해보험계약자보호기구는 500억 엔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계약자보호기구가 출범할 당시에 기본적인 재원규모

로서는 생보의 경우 4,000억 엔을 기본으로 출범하였는데 2001년 3월 31일까지 특례

133) 安居孝啓(2006), 전게서, p. 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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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에 도산 시에는 보다 충실한 자금원조를 하기 위하여 600억 엔을 추가로 설정함

으로써 실질적인 재원은 4,600억 엔이 되었다.134)

그런데, 계약자보호기구 출범 후 반년만인 1999년 6월 4일 東邦生命 상호회사가 

도산하여 업무정지를 당하였다. 업계 14위에 이르는 중형사였던 東邦生命은 도산 당

초 거액의 채무초과상태가 언론에 보도되었는데 생보계약자보호기구의 재원총액을 

훨씬 초과하는 5,000~6,000억 엔에 달할 것이라고 하였다.135) 결과적으로는 東邦生

命의 계약을 포괄계약이전으로 인수한 G.E.Edison생명에 3,663억 엔의 자금을 지원

하였으나,136) 당시 언론보도 등으로 연쇄도산이 우려되고 있었던 터라 연쇄도산 발

생 시에는 도산정리할 재원부족이 우려되고 있었다. 

생보계약자보호기구는 1999년 12월에 생보계약자보호기구 정관 제89조제1항에 

의거하여 필요한 조치를 정부에 건의하였다. 이를 받아들여 금융감독청 및 대장성은 

2003년 3월 31일까지 도산하는 보험회사에 대응할 재원으로서 생보계약자보호기구

의 부담한도액을 1,000억 엔 추가 부담하도록 증액하여 동 기간 중에는 누계 5,600억 

엔으로 함과 동시에, 재원이 고갈되어 당해 한도액 5,600억 엔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

비하여 4,000억 엔을 상한으로 하여 정부보조를 설정하는 안전망 재구축안이 제시되

었다. 

생보계약자보호기구는 이에 1999년 12월에 생보계약자보호기구에 관한 긴급조치 

기본방침을 총회에서 결의하였는데, 이 결의에서 생보계약자보호기구의 부담은 2003

년 3월 31일 기간까지는 생보계약자보호기구의 차입한도액을 4,600억 엔에서 9,600

억 엔으로 확대하고 생보계약자보호기구(회원보험회사)의 부담은 누계로 5,600억 엔

을 초과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하였다.137) 

134) 河谷善夫(2011), 전게서, p. 226

135) 1999년 7월 31일 일본경제신문(조간)은 東邦生命의 채무초과액이 5,000~6,000억 엔에 달

할 전망이라고 보도하였음

136) 東邦生命의 도산정리는 채무초과액 6,500억 엔에서 계약자보호기구가 3,663억 엔을 지원

하고 영업권 2,400억 엔을 계상하고 나머지는 계약조건변경을 통한 계약자부담 등에 의

해 처리되었음

137) 日本生命保險協會(2009), 生命保險協會百年史, 東京, p. 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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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 생명보험계약자보호기구 재원의 변천도

  

  자료: 河谷善夫(2011), p. 226

東邦生命이 도산한 후 다른 생보사들의 연쇄도산이 우려됨에 따라 금융감독청 자

문기구인 금융심의회에서는 1999년 12월 보험회사의 안전망에 관하여 도산법제의 

정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요지의 “보험회사의 리스크관리와 도산법제의 정

비” 중간보고서를 정리하여 보고하였다. 이 보고서에 따라 2000년 5월 「보험업법 및 

금융기관 등의 갱생절차 특례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이 제정되어 

생보계약자보호기구의 기능 확충과 갱생절차를 상호회사에 적용하는 내용 등 제도

정비가 이루어졌다.

또한 2003년 3월까지 사이에 도산하는 생명보험회사의 도산처리비용에 대해서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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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보험 각사의 갹출부담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정비되었고, 아울러 상호회사로부터 주식회사로의 조직변경 규정에 대한 정

비도 이루어졌다. 2000년 5월에 第百生命이, 동년 8월에 大正生命이, 동년 10월에 千

代田生命과 協榮生命이, 익년 3월에 東京生命이 도산하여 FY2000년에만 5개 생명보

험회사가 연쇄도산하였다. 이에 생보계약자보호기구는 東邦, 第百, 大正生命 3개사

에 대해서는 보험업법에 의거하여 계약이전 방식으로 도산처리를 하여 인수보험회

사에 총 5,380억 엔의 자금원조를 집행하였다. 千代田生命은 채무초과액이 5,950억 

엔이고 協榮生命은 6,895억 엔으로 양사 합계 1조 2,845억 엔이어서 생보계약자보호

기구가 보험업법에 의거, 자금지원을 하여 계약이전을 하기에는 너무나 큰 도산처리 

자금이 필요하므로 갱생절차특례법에 의한 처리를 선택한 것이라 보인다.

3. 도산처리 절차의 신속성 문제

보험회사의 도산처리에 있어서는 보험계약의 지속적 유지를 통한 보험보호가 무

엇보다 중요하다. 도산한 보험사의 보험계약집단을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서는 신속

한 도산처리 절차진행이 필요하다. 보험업법 제241조제3항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그 

업무 또는 재산상황에 비추어 그 보험업의 지속이 곤란한 때에는 그 취지 및 이유를 

문서로써 내각총리대신에게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여기서 “보험업 지속곤란”이

라 함은 ①채무초과 또는 그 우려가 있을 때, ②지급정지 또는 그 우려가 있을 때, ③

보험계리사가 장래수지분석을 하여 이사회에 사업지속이 곤란하다는 취지의 의견서

를 제출한 경우에 그 요인의 해소를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없을 때 

위 세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보험계약자보호를 위한 특별조치명령 

제1조의2).

생명보험회사의 경우 보험계리사는 매 결산기에 장래 시점에 있어서 자산·부채 

금액이 사업지속의 관점에서 적정수준인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보험업법 제121조). 구체적으로, 일본계리사회실무기준에 의거하여 보험계약에 

대하여 전기질멜식 책임준비금과 해약환급금 상당액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최소 10

년 이상의 예측을 하여 최초 5년간의 사업연도 말 부채에 상응하는 시가평가된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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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는지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게 되어 있다. 생명보험회사는 이 의견서를 바탕으

로 매 결산기에 상기의 ①∼③의 사업지속곤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증하여야 한

다. 사업지속곤란에 대한 사전보고의무는 보험회사의 경영파탄을 회피하고 도산 시

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감독당국의 모니터링의 일환으로 하고 있는 제도이다.

보험회사로부터 사업지속곤란의 보고가 있을 때에 그 보험회사에 대한 특별검사

를 통해 확인한 후 업무정지명령 및 보험관리인에 의한 관리처분 명령을 내리고 있

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언론을 통하여 보험계약자들에게 알려지게 되어 보험계약

의 대량해약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 물론, 감독당국에서 보험계약자에 대한 보호방

침을 천명하고 계약자 구제방침을 호소하지만 상당 계약자들은 이를 불신하고 해약

행동으로 이어지기 쉽다. 

위와 같은 일련의 행동으로 보험계약집단이 위축된다면 당장 해약환급금 지급을 

위한 유동성 자금 마련이 필요하므로 우량자산에 대해서도 긴급매각을 하지 않을 수 

없어 자산손실이 발생하고 장래적으로는 보험계약에 내재된 장래이익의 소실로 기

업가치가 감소하여 계약이전이나 회사매각 등에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 실제로 日産

生命이 도산하였을 때 언론상에서 연일 다음 차례로 도산할 가능성이 있는 회사들의 

후보를 분석하여 기사화하는 등 정보가 난무하여 도산의 구체적인 징후나 사업지속

곤란 등의 행정적 절차가 있게 되면 해약급증으로 이어지기도 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여 갱생절차특례법에 의한 회생처리에 있어서는 생명보험회

사의 경우 보험의 위험집단 그 자체를 유지하기 위하여 신속한 절차진행을 하고 있

다. 즉, 법원에서는 갱생개시 결정 시에 갱생 전망을 보고 판단하는데 2002년 갱생절

차특례법 개정 이전에는 실체적·경제적 판단을 필요로 했었는데 법 개정 이후에는 

절차적 관점을 중시하여 갱생계획안의 작성·가결의 전망을 개시결정조건으로 하여 

조기결정이 가능해졌다.138) 갱생절차특례법을 적용한 千代田生命의 경우에는 갱생

개시 신청 후 개시결정까지 4일이 소요되었고, 協榮生命은 3일, 東京生命은 8일, 大和

生命은 7일 소요되어 신속한 절차진행이 가능해졌다.139) 

138) 櫻井忠明(2001), “更生特例法の適用狀況”, 金融法務事情, 第1610号, p. 43

139) 杉下智子(2010), 전게서, p.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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