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Ⅳ. 갱생방식 도산처리제도의 도입

1. 갱생특례제도의 도입 경위

회사갱생법은 1952년에 제정되어 일반기업을 대상으로 적용되어 왔다. 물론 보험

주식회사도 적용대상이 되는 법이다. 그러나, 보험계약자의 수가 방대하여 채권자에 

대한 송달, 채권신고, 채권조사, 관계인집회의 개최 등을 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회사갱생법상의 갱생절차를 이용하는 것은 곤란하였다.140) 또한 

회사갱생법은 주식회사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보험상호회사는 갱생절차를 이용

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특히, 금융기관의 도산처리 등 구조조정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갱생절

차의 신청권한 등이 회사갱생법상 감독당국에 부여되어 있지 않고 해당회사 및 주주, 

채권자에게만 부여되어 있어 도산처리에 활용하기는 어려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부에 의한 신속한 도산처리가 가능했기 때문에 은행 등 예금취급금융기관의 도

산 시 감독당국이 법원에 갱생신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갱생절차특례법이 

1996년 6월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당시 일본에서 버블이 붕괴하기 전까지는 은행이 도산할 경우 일반 사업법인과 마

찬가지로 파산법에 의한 파산절차를 따르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141) 그러나 버

블붕괴로 인하여 금융불안이 실물경제에 미칠 영향을 감안하면 예금가입자에게 예

금을 지급(Payoff)하고 청산하는 것은 실행할 수 없는 대안이었다. 구제은행을 찾아 

140) 田口 誠(2011), 전게서, p. 86

141) 嶋拓哉(2010), “銀行倒産における国際倒産法的規律”, FSAリサ-チ·レビュ-, 第6号, 金融庁金

融硏究硏修センタ-, p.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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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전을 하거나 인수합병을 시키고 구제은행이 없을 경우에는 가교은행을 설립

한 후 계약이전을 할 수 밖에 없었다. 

한편, 보험업법에 의한 도산처리는 1990년대 후반 당시에, 보험계약자를 권리변경의 

대상으로 한 절차 밖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보험계약자 이외의 일반채권자의 권리변경

을 시행할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이 문제시되고 있었고, 142) 또한 보험업법

에 의거한 행정절차로 도산처리 시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고 있었다. 보험회사가 갱

생절차를 이용하는데 있어 큰 장애가 되는 요소들, 예컨대 갱생절차 사무처리에 계약

자보호기구에 대리권을 인정하고 채권자평등원칙에 일부예외 인정 등의 특칙을 설정

하는 등 절차적 규정과 약간의 특칙을 설정하면 갱생절차 이용이 가능할 수 있었다. 

예금보험기구에 대리권을 인정하는 문제 등 절차의 보완은 은행, 증권회사 등에도 

공히 필요한 규정인 바, 금융기관의 도산처리를 위한 항구적 제도의 정비가 논의되는 

있던 시점에 보험분야에서도 도산처리제도를 보완하고자 투명성 관점에서 갱생절차

의 적용을 기대하는 여론이 일어나고 있었다.143) 이러한 상황에서 1999년 8월 금융

심의회 제2부회 산하에 “보험의 기본문제에 관한 워킹그룹(T/F)”이 설치되어 보험회

사의 리스크관리의 방향성과 함께 도산법제의 정비를 검토하게 되었다. 동 워킹그룹

의 심의를 바탕으로 금융심의회 제2부회 보고서 “보험회사의 리스크관리와 도산법제

의 정비(중간보고서)”가 정리되어 제출되었다. 동 보고서를 기본으로 입법화 작업이 

이루어져 2000년 5월 “보험업법 및 금융기관 등의 갱생절차의 특례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이 통과되어  보험업법과 금융기관 등의 갱생절차의 특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갱생절차특례법’ 또는 ‘갱생특례법’이라 약칭한다)이 각각 개정되기

에 이르렀다.  

142) 松下淳一·事業再生研究機構(2014), 전게서, p. 619

143) 山名規雄(2000. 7), “保険業法及び金融機関の更生手続きの特例等に関する法律の一部を

改正する法律の概要”, フアイナンス, p.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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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갱생특례법상 갱생특례제도 개요144)

이 절과 다음 절에서 설명할 갱생절차제도의 개요와 특색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기본 구조의 흐름도를 먼저 소개해 둔다.

<그림 Ⅳ-1> 갱생절차 기본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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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4) 갱생특례법상의 제도도입 내용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松下淳一·事業再生研究機構(2014), 

전게서, pp. 620~630을 인용·참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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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계약자보호기구145)의 권한 신설

보험업법 제259조에 따르면 보험계약자보호기구는 도산보험회사에 관련된 보험계

약의 이전 시의 자금원조, 승계보험회사의 경영관리, 보험계약의 인수, 보상대상보험

금의 지급에 관계된 자금원조 및 보험금청구권 매입 등을 함으로써 보험계약자의 보

호를 도모하고 나아가 보험업에 대한 신뢰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갱

생특례법  제423조는 계약자보호기구에 대하여 송달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회사갱생법 제43조에 따르면 재판소는 갱생절차개시의 결정을 한 때에는 바로 이

를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갱생특례법 제423조에서는 보험회

사의 경우 갱생절차개시 결정에 대하여 계약자보호기구에 송달하면 족하며 개별계

약자에게 일일이 송달할 필요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적으로 방대한 규모인 보험

계약자에 대한 서면송부의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이다. 

또한 계약자보호기구는 보험계약자의 절차대리를 하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갱

생특례법 제428조 및 제429조에 따르면 채권신고에 대해서 계약자보호기구가 보험

자를 대리하여 보험계약자표를 작성하며 재판소에 제출하는 것으로 하여, 개별 보험

계약자가 개별적으로 채권신고를 할 필요는 없다. 다만, 개별 보험계약자가 독자적인 

판단으로 스스로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다. 보험계약자보호기구는 채권신고가 이루

어진 보험계약자에 대해서 갱생절차에 속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

하고 있다.146)

나. 계약자보호기구의 역할, 요망사항 및 관리인단과의 연계

계약자보호기구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관리인단에 요청하였다. 즉, 재산가액을 적

145) 보험업법 제259조에 의거 계약자보호기구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이 따로 법인을 설립하

도록 되어 있어 1998년 12월 따로 설립되었으며 각각의 보호기구의 정관에서도 갱생절

차특례법상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본론에서는 생명보험계약자

보호기구를 중심으로 설명함. 법규 및 절차특례 모두 생손보 간에 동일함

146) 갱생특례법 제428조∼제4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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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하게 평정할 것, 보험계약자의 권리를 공정·형평하게 취급할 것, 같은 성질의 권

리를 갖는 보험계약자 간에 평등하게 취급할 것, 합리적인 계약조건변경추진 등 갱생

계획이 수행 가능할 것, 임원 및 기타 관계자에 대한 법적 책임추궁을 할 것, 인수후

보자 선정에 대해서 투명성이 높고 경쟁원리가 작동하는 방법으로 추진될 것, 인수후

보자와 계약자보호기구와의 이익상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특별히 사업관리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법률관리인이 주도적으로 갱생절차의 처리·진행을 할 것, 구경영

자에 대한 책임추궁에 대해서 엄격히 대응할 것 및 금융청과의 연계 시점에서 대응할 

것 등이 요망 내용이다. 

실무적으로는 사건의 개시 시에 계약자보호기구의 갱생대책실이 갱생회사에 상주

하여 관리인단과 긴밀한 연계를 도모하고 있다. 

다. 관리인의 해제권 제한

갱생특례법에 제439조에 의거, 보험회사를 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재보험계약을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회사갱생법 제61조147)의 적용이 배제되어 있다. 즉, 보험계약

에 대해서는 관리인에 의한 쌍방미이행쌍무계약의 해제권 행사는 할 수 없다. 이는 

관리인이 보험회사에 불리한 계약을 해제함으로써 재계약이 곤란한 계약자의 계약

만 해제됨에 따른 사회적 문제의 발생 가능성을 회피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라. 보험금 수시변제

갱생회사가 계약자보호기구와 자금원조계약을 체결한 때에 갱생회사는 보상대상

계약(보험업법 제270조의3 제2항 제1호)에 관계된 보험금청구권 등에 대하여 보상대

상보험금(보험업법 제245조 제1호)의 변제를 할 수 있다. 

147) 쌍방계약에 대하여 갱생회사 및 그 상대방이 갱생절차 개시 시에 아직 그 이행을 완료

하지 않은 때에는 관리인은 계약의 해제를 하거나 또는 갱생회사의 채무를 이행하여 상

대방의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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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갱생채권에 대해서는 갱생절차 중에 변제가 금지되어 있는데, 갱생절차 중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수령인이 보험금을 수령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보

험의 원래의 목적인 생활안정기능을 완수하지 못하게 되며, 또한 보험계약자의 보험

료납입 의욕상실을 초래해 회사의 재건이 곤란하게 되기 때문이다.148) 다만, 그 지불

에 의해서 갱생회사의 자금이 감소하여 다른 채권자에 대해서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자금원조계약에 의한 계약자보호기구로부터의 보상범위 내에서 변제가 이루어진다.

갱생절차에 의해 도산처리를 한 생보사 중 계약자보호기구로부터 자금원조를 받

은 회사는 大和生命이 유일하다. 大和生命의 경우 사망보험금, 만기보험금, 급부금 

등의 보험급부는 계약자보호기구와 보상대상보험금의 지급에 관한 자금원조계약 체

결 후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보험금 지급을 개시한 바 있다. 

<표 Ⅳ-1> 大和生命의 보험금 수시변제 현황
                                                                (단위: 건, 엔)

구분 지급건수 지급총액

사망보험금    508 1,182,883,295

만기보험금 3,945 6,246,153,404

연금 1,129   529,082,206

급부금 1,969   916,774,098

합계 7,551 8,874,893,003

 자료: 松下淳一·事業再生研究機構(2014), p.  623

마. 보험계약 관련 채권신고, 조사, 확정의 특칙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계약자보호기구가 보험계약자의 절차대리를 하고, 채권신

고에 대해서는 계약자보호기구가 보험계약자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보험계

약자가 개별적으로 채권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보험계약자는 열람을 통하여 보험계

약자표의 내용 등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또한 직접 재판소에 신고하고 갱

생절차에 참가하는 것도 가능하다.149)

148) 山本和彦(2001), 전게서, p. 312

149) 갱생특례법 제428조∼제4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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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보험회사에 대한 갱생계획 특례

갱생특례법에서는 보험회사에 대하여 세 가지 갱생계획 특례가 규정되어 있다. 첫

째로, 갱생계획에서 동종의 보험계약에 관계된 채권을 변경하는 경우에 책임준비금

의 적립방식 및 예정사망률 등 기타 책임준비금의 계산기초가 되는 계수의 수준에 대

해서 동일한 수준을 사용하는 것은 채권자의 실질적 평등의 원칙150)에 반하지 않는

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갱생특례법 제445조 1항).  동종의 보험계약에서도 그 계약

의 체결 시기에 따라 책임준비금의 산출기초가 다른 것도 있는 바, 이를 갱생계획에

서 일률적으로 변경했다 하더라도 장래의 책임준비금의 적립방식을 변경한 것에 지

나지 않으므로 채권자평등의 원칙에 반하지 않음을 확인한 것이다.151) 

둘째로, 보험계약자의 권리 중 해약환급금 등 이와 유사한 급부금에 대해서 다른 

권리에 비해 불리한 조건을 정하는 것도 채권자평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

인된다(동법 제445조 제2항). 동조 동항은 조기해약공제제도가 채권자평등주의에 반

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한 규정이다. 조기해약공제제도는 보험의 군단성을 유지하

기 위한 조항인데, 해약을 할지 안 할지 또한 언제 해약할지에 대해서는 계약자가 자

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므로 실질적으로는 채권자평등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해석되

고 있다.152)  

셋째로, 갱생절차 개시결정 후에 납부된 보험료에 의해 적립해야 할 책임준비금에 

대응하는 보험계약자의 권리에 대해서는 갱생계획에서 감면 등 기타 권리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규정할 수 없다(동법 제445조 제3항). 갱생절차 개시 후의 채무이행에 

대응하는 채권부분은 절차개시 후의 계약상의 청구권이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등이 

공익채권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공익채권으로서 간주되는 것이 타당하며 이런 의

미에서 본 조항도 확인규정이다.153)

150) 회사갱생법 제168조 제1항

151) 전게서, p. 318

152) 전게서, p. 319

153) 전게서, p.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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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자산운용 관련 채권의 공익채권화

갱생특례법이 적용된 사안에서는 자산운용 등에 관련된 채권에 대해서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상무(常務)에 기인하여 발생한 비용으로 하여 공익채권화되어 수시변제

가 이루어지고 있다.

예컨대, 갱생회사는 은행·증권사·부동산회사·자산운용사 등과 다수의 계약을 

체결하여 자산운용을 하고 있다. 이러한 계약에 의거한 채무를 변제금지의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자산운용의 기본구조가 붕괴하고 신용불안의 발생에 의해 갱생회사의 

기업가치를 현저하게 훼손할 뿐만 아니라 최대채권자인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저해

하여 생명보험회사로서의 유지·존속 자체에도 영향받을 수 있다. 따라서 갱생회사

의 기업가치를 유지하고 보험계약자 등 채권자의 최대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갱생절

차 개시 전을 원인으로 하는 채무 중 “상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는 공익

채권으로 하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수시변제를 집행한다.

아. 관재업무에 대한 보험계약의 취급

갱생특례법이 적용된 사안에서는 갱생절차 개시 결정에 따라  일부의 업무가 정지

된다. 大和生命의 사례를 보면, 갱생절차개시결정에 따른 일부업무 정지 내용은 다음

의 13개 업무이다. 

① 신계약의 체결, 특약중도부가, 보험금 및 급부금액의 증액, 단체보험의 인수비

율의 증가, ② 보험계약의 전환, ③ 보험계약의 해약접수, 보험계약 실효 시 환급금

의 청구접수, ④ 보험금액 및 급부금액의 감액, 보험계약의 특약의 해약접수, 단체

보험의 인수비율의 감소, ⑤ 계약자약관대출, ⑥ 보험계약 납입완제보험, 납제연

금보험(단체보험은 제외) 및 연장정기보험으로의 변경, ⑦ 보험료 납입회수의 변

경, ⑧ 연금개시일의 변경, ⑨ 보험료 납입기간의 변경, ⑩ 보험기간의 변경, ⑪ 보

험·연금의 종류의 변경, ⑫ 연금의 일괄납입, ⑬ 보험계약자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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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개시결정에서 보험계약에 대한 해약접수 업무는 금지되어 있다. 그런데 해약서

류가 영업소나 지부에 있을 경우 또는 본사에 도달된 경우 등이 있을 수 있는데 해약서

류의 수령권한이 있는 본사에 접수된 것만 유효한 해약으로 간주된다. 大和生命 등 갱

생처리를 한 보험사들 모두 갱생절차개시결정 전에 해약신청 서류의 수령권한이 있는 

본사에 접수된 것에 한하여 유효한 해약으로 간주하여 해약환급금 지급을 하였다. 

자. 재산평정

유형자산의 평가에 대해서는 실제 사례에서 자산가치의 하락을 피하기 위해 또한 

자산평가를 둘러싼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기 위해 자산매각을 하여 그 매각가격을 평

가액으로 하고 있다. 

千代田生命의 사례를 보면, 관리인과 인수후보자였던 AIG와의 교섭대상은 기본적

으로 자산, 부채, 무형기업가치(영업권 포함)에 대한 각 평가액이었다. 관리인 및 AIG

는 성의있게 교섭했지만 많은 자산에 대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관리인은 장기간

에 걸쳐 막연하게 교섭을 계속하는 동안에 법원이 정한 절차일정에 쫓기게 될 때에는 

교섭상 현저하게 불리하게 되므로 이를 회피하기 위해 관련당사자의 기본적 합의를 

얻어낸 후 쉽사리 가격합의 형성을 하기 어려운 자산을 매각함으로써 그 평가액의 강

제적 확정을 도모하였다. 자산평가에 이어서 무형기업가치에 대해서도 교섭이 평행

을 달렸는데, 이 사안도 교섭정체 상태를 타개하기 위해 AIG 외에 교섭후보자 두 곳

을 초빙하여 경쟁입찰을 실시하였다. 즉, 관리인은 각 후보자에 대하여 상기 평가액 

확정절차를 전제로 하여 갱생회사의 가치평가를 요구했다. 

차. 보험가치평가

갱생특례법 제444조에서는 보험계약자의 권리 평가액에 대하여 평가기준을 두고 

있고 생명보험회사에서는 계약자의 권리액은 갱생절차개시 시점에 피보험자를 위하

여 적립된 책임준비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손해보험회사의 경우는 미경과보험



82 연구보고서 2017-7

료적립금 금액과 갱생절차개시 시점에 해지환불을 위하여 적립한 보험료적립금 금

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카. 우선협상대상자의 선정

채무초과 상태인 도산보험회사의 재건을 위해서는 신용력의 보완을 위해 제3자 인

수자에 의한 지원이 필수적이므로 인수자로 나설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여 갱생

회사의 인수·합병(M&A)을 추진하게 된다.

실제 두 회사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사례를 소개해 두고자 한다. 먼저, 千代田生

命의 사례이다. 갱생회사가 영위하는 보험업에 있어서는 보험회사 자체에 경제적·

사회적 신용의 존재가 불가결한데, 갱생회사의 경우에는 이미 수년 전부터 재무체질

의 악화와 신용불안이 표면화되어 해약급증과 신계약 모집이 어려워져 4년여 간에 

약 45%의 자산규모가 축소되고 업계 내에서의 시장점유율 지위는 급속하게 하락하

였다. 상처입은 신용력의 회복이 최대의 과제이며 자력갱신이 어렵게 된 회사에 있어

서는 회사의 신용을 외부에서 지원받을 인수자의 존재가 매우 중요하다. 또한 보험회

사 기업가치의 원천의 대부분은 보험사의 영업력에 있고 구체적으로는 전국의 영업

망과 모집인 등의 영업직원이 영업력을 떠맡고 있다. 그런데 모집인은 소속사 이전 

등 유동성도 높은 것이 현실이므로 갱생회사의 영업력을 유지해야 할 관점에서도 조

기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전관리인 및 관리인

으로서는 구태여 입찰방식을 취하지 않고 일각을 다투듯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

고자 하여, 갱생절차신청 후 10일째에, 갱생결정 후 6일째 날인 2000년 10월 19일에 

AIG를 우선협상대상자로 하여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東京生命의 경우에는 1·2차 3개월여에 걸쳐 선정기준 및 조건을 진행하여 우선협

상대상자를 선정하였다. 우선 1차 선정을 다음과 같이 진행하였다. 2001년 3월 31일

에 갱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렸는데 그 전 날까지 7개 그룹에서 우선협상대상자 후보 

신청이 들어왔다. 7개 그룹에 입찰을 위한 예비실사를 시키는 것은 시간적· 물리적

으로 현실성이 떨어지므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제1차 선고를 하여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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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을 우선협상대상자후보자로서 선정했다.154) 이 때 모든 참가그룹으로부터 갱생

계획 수행 시에 계약자보호기구로부터 자금지원을 받지 않겠다는 것과, 보험계약자

의 부담을 최소화 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적 구속력 있는 

최종제안서(Binding Bid Offer)를 제출하는 확약 문서를 받았다. 다음으로 3개월이 

지난 2001년 6월 26일에 2차 선정을 하였다. 관리인으로서는 2차 선정 시에는 책임준

비금의 삭감률 및 예정이율의 인하율 등을 중심으로 계약자보호 관점에서 종합적으

로 검토한 후에 최종후보를 결정하기로 하였다. 최종선정된 회사는 T&D보험그룹이

며 조건은 다음과 같다. ① 책임준비금 삭감률은 전기질멜식 변경 후 0%, ② 예정이

율은 2.6%로 인하, ③ 특별배당은 2006년 4월부터 2012년 3월까지의 각 사업연도 기

계약의 연간 수익의 80%를 권리변경 대상이 된 기계약에 대해서 특별배당을 하며 이

후에는 약관에 따라 계약자배당을 할당한다.

3. 갱생계획안의 주요 특색 및 적용사례155)

가. 보험계약자의 지위 및 권리변경

보험회사의 갱생계획안에서 보험계약자는 우선적 갱생채권자로서 취급된다. 이는 

보험업법상에서 보험계약자는 생명보험회사의 총재산에 대하여 선취특권을 갖는다

고 되어 있기 때문이다(보험업법 제117조의2).

회사갱생법 제167조와 갱생절차특례법 제259조에서는 ‘갱생계획에서 정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전부 또는 일부의 갱생채권자 등 또는 주주(상호회사는 사원)의 권리

의 변경’을 정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갱생채권자가 되는 보험계약자의 권

리변경을 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회사갱생법 제168조1항에 의거, 갱생계획에 의한 권

리변경의 내용은 동일 종류의 권리를 갖는 자 간에는 각각 평등하다. 여기서 보험계약

154) 선정된 3개 그룹은 AIG, GE에디슨생명, T&D보험그룹(太陽生命 및 大同生命)임

155) 갱생계획안의 주요특색에 대해서는, 松下淳一·事業再生研究機構(2014), 전게서, pp. 631~639를 

인용·참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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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속한 종류는 2순위에 속하여 있다. 회사갱생법 제168조1항 및 갱생절차특례법 제

260조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채권종류별 권리의 순위’는 <표 Ⅳ-2>와 같다. 

<표 Ⅳ-2> 갱생특례법상 각 채권의 권리 순위

순위 주식회사 상호회사

1순위 · 갱생담보권 · 갱생담보권

2순위
· 일반 선취특권 등 기타 일반우선

권이 있는 갱생채권

· 일반 선취특권 등 기타 일반우선

권이 있는 갱생채권

3순위 · 전호 및 차호 이외의 갱생채권 · 전호 및 차호 이외의 갱생채권

4순위 · 약정열후(후순위) 갱생채권 · 약정열후(후순위) 갱생채권

5순위
· 잔여재산의 분배 시 우선적 내용

을 갖는 종류의 주식
· 기금에 관계된 갱생채권

6순위 · 전호 이외의 주식 · 사원권

1순위는 갱생담보권이고, 2순위는 일반 선취특권 등 기타 일반 우선권이 있는 갱생

채권(우선적 갱생채권)이며, 3순위는 1·2순위 및 4순위 이하에 속하는 것 이외의 갱

생채권, 4순위는 약정후순위갱생채권, 5순위는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하여 우선적 내

용을 갖는 종류의 주식, 6순위는 전호 이외의 주식이다. 갱생담보권이란, 갱생절차개

시 시점에서 갱생회사의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

등기담보권 등을 말하며, 갱생담보권은 우선적 갱생채권보다 유리한 취급을 받게 된

다. 그 다음 순위가 일반우선권있는 갱생채권인데 보험계약은 이 범주 안에 포함된

다. 근로자의 노동채권도 같은 종류인 우선적 갱생채권에 속해 있어 평등한 취급을 

받는다.

나. 보험계약의 권리변경

보험계약의 권리변경의 주요 대상 및 내용은 책임준비금 등의 삭감, 예정이율의 변

경, 조기해약공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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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책임준비금 등의 변경

 千代田生命은 조건변경기준일(갱생절차개시결정일인 2000년 10월 13일) 시점에

서 책임준비금 등을 다음과 같이 삭감하였다. 책임준비금의 적립방식을 전기질멜식

으로 변경할 수 있는 보험 종류에 대해서는 주무관청의 인가156)를 얻어 당해방식으

로 변경한 후에, 변경 후 책임준비금 등을 기준으로 하여 본 갱생계획 및 갱생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삭감한다. 개인변액보험에 대해서는 변경기준일의 적립액을 책

임준비금으로 취급한다. 또한 보전관리명령 발령일인 2000년 10월 9일 이후에 납입

이 된 보험료에 관계된 책임준비금은 삭감하지 않는다. 또한 책임준비금의 삭감률은  

개인연금보험, 재형보험, 재형연금보험의 경우는 0%, 상기 이외 보험은 10%로 하였

다.

大和生命의 경우는 변경기준일(갱생절차개시결정일인 2008년 10월 17일)에 책임

준비금을 <표 Ⅳ-3>과 같이 삭감하였다. 삭감률은 원칙적으로 10%로 하였고 책임준

비금 적립방식을 전기질멜식으로 변경할 수 있는 보험 종류에 대해서는 주무관청의 

인가를 얻어 동 방식으로 변경한 후에 변경 후 책임준비금을 기준으로 본 갱생계획 

및 소정의 방법에 따라 삭감하였다. 또한 보전관리명령 발령일 이후에 납입된 보험료

에 관계된 책임준비금 등은 삭감하지 않는다.  

갱생처리된 協榮生命, 東京生命 모두 책임준비금의 적립방식을 전기질멜식으로 

변경하였다. 삭감률은 千代田生命과 大和生命이 10%, 協榮生命이 8%, 東京生命은 삭

감을 하지 않았다. 大和生命의 갱생계획안에서 高예정이율계약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이율을 적용하였다. 여기서 高예정이율계약이란, 갱생절차개시결정일 시점에

서 과거 5년간 예정이율이 기준이율(3%)을 초과해 있었던 계약을 말하는데, 보상률

은 “高예정이율계약의 보상률 = 90% -〔(과거 5년간의 각 연도의 예정이율 - 기준이

율)의 총화 ÷ 2〕” 이고, 삭감률은  “高예정이율계약의 삭감률 = 100% - 高예정이율

계약의 보상률” 을 적용하였다.

156) 책임준비금 적립방식 변경은 보험업법 제123조에 의해 주무관청 인가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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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3> 大和生命의 책임준비금 삭감 현황                                

구분 개인보험 개인연금 단체보험 단체연금 재형보험

책 임

준비금

보험료적립금 10% 10% 10% 10% 10%

미경과보험료 10% 10% 10% - 10%

지급

준비금

보험금
생존 0% 0% - 0% 0%

비생존 0% 0% 0% 0% 0%

연금 0% 0% 0% 0% 0%

해약환급금 0% 0% - 0% 0%

실효 10% 10% - - -

 계약자배당준비금 10% 10% 0% 10% 10%

주:  高예정이율 계약(연3.0% 초과)의 경우에는 별도로 산출된 삭감률을 적용함

자료: 大和生命, 갱생계획안,  p. 29

2) 조기해약공제제도

 갱생처리된 모든 보험회사가 조기해약공제제도에 대해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다. 

조기해약공제는 <표 Ⅳ-4> 조기해약공제를 적용하는 사유에 의하여, <표 Ⅳ-5>의 조

기해약공제의 대상액에 <표 Ⅳ-6>의 조기해약공제율을 연차별로 달리 적용하여 지

급하고 있다.

<표 Ⅳ-4> 조기해약공제를 적용하는 사유

보험 종류 조기해약공제 적용 사유

개인보험·
개인연금보험

1. 해약(특약만 해약하는 경우도 포함)

2. 감액(특약만 감액하는 경우도 포함)

3. 실효

4. 납제보험 및 납제연금보험으로의 변경

5. 연금의 일괄지급(선납)

6. 전환일 또는 연금 등 이행일에 대출금 잔액이 있는 경우 전환

    가격이 될 적립금에 의한 대출금의 원리금의 변제충당

7. 연금개시일에 대출금 잔액이 있을 경우 연금적립금에 의한 

    대출금의 원리금 변제충당

8. 연금개시일에 대출잔액이 있고 새로 기본연금액을 정하는 때

    회사가 정한 금액 미달 시 연금적립금잔액의 일시금 지급

9. 적립된 배당금의 지급

 자료: 大和生命, 갱생계획안, p.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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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5> 조기해약공제 대상액

보험 종류 조기해약공제의 대상이 되는 금액

개인보험 ·
개인연금보험

1. 해약환급금

2. 책임준비금

3. 선납보험료(일시납 포함)의 미경과 부분

4. 적립배당금

5. 미지급연금의 현가에 상당하는 금액·연금수령기시적립금

6. 개인연금세제적격특약: 변경기준일 시점 적립금액(이자 포함)
7. 고지의무위반 및 중대사유에 의한 해약환급금

단체보험

1. 해약환급금

2. 탈퇴급부금

3. 배당금

4. 연금기금가격 또는 미지급연금의 현가상당 부분

5. 월납의 일시납보험료의 미경과 부분

단체연금보험

1. 환급금

2. 일시금(연금을 대신하는 일시금을 포함)
3. 연금수령기시적립금

4. 연금수령인이 신청한 잔여보증기간 대응의 연금현가

5. 배당금

6. 인수비율의 변동에 따라 지급하는 책임준비금

자료: 大和生命, 갱생계획안,  p. 37

<표 Ⅳ-6> 연차별 조기해약공제 공제율 비교
                                                                (단위 :%)

구분 千代田生命 協榮生命 東京生命 大和生命

1년차 20 15 20 20

2년차 18 14 18 18

3년차 16 12 16 16

4년차 14 10 14 14

5년차 12 8 12 12

6년차 10 6 10 10

7년차 8 4 8 8

8년차 6 2 6 6

9년차 4 - 4 4

10년차 2 - 2 2

 자료: 松下淳一·事業再生研究機構(2014), pp. 634~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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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4개 보험회사의 갱생처리 중에서 千代田生命, 東京生命, 大和生命은 삭감기간, 

삭감률이 동일한 데 비하여 協榮生命은 삭감기간이 짧고 삭감률도 초년도보다 상대

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되어 있다. 이는 協榮生命의 재정형편이 다른 회사보다 상대적

으로 나았기 때문에 계약자보호를 좀 더 고려한 것이라 할 수 있다. 

3) 특별배당

千代田生命에서는 부동산의 매각액을 기초자금으로 하는 특별배당이 규정되었고, 

協榮生命에서는 대출 및 부동산에 대하여 환가회수액을 기초자금으로 한 특별배당

이 규정되어 있었다. 東京生命에서는 일정기간 동안 연간사업수익의 80%를 기초자

금으로 하고 미처분자산이 평가액보다 고가로 매각된 경우의 차액분 및 구 임원 등으

로부터 배상금이 회수된 경우의 특별배당이 규정되어 있다.

한편, 계약자보호기구로부터 자금원조가 집행된 大和生命의 경우에는 특별배당은 

없었다. 

다. 보험계약 이외의 채권의 권리변경

1) 노동채권

노동채권도 회사갱생법 제168조1항 및 갱생절차특례법 제260조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우선적 갱생채권에 속하여 보험계약 채권과 평등을 도모하여야 하므로 자산훼

손율을 반영하여 노동채권의 면제율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도산회사의 자산훼손

율에 따라 면제율이 상이하다. 協榮生命, 東京生命, 大和生命은 모든 노동채권에 대

해서 동일률을 적용하는데 반해서, 千代田生命의 경우에는 노동채권의 종류별로 각

기 다른 율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갱생처리된 4개사의 회사별 적용률을 비

교해 보면 <표 Ⅳ-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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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7> 갱생처리 보험회사의 노동채권 면제율 비교

구분 千代田生命 協榮生命 東京生命 大和生命

퇴직연금

·10년보증 종신

   연금 선택 시 : 
    37.91% 면제

·10년 확정연금 

   선택 시: 
    25.27% 면제

·8% 면제 ·15.76% 면제 ·24.8% 면제

퇴직일시금 ·37.91% 면제 ·8% 면제 ·15.76% 면제 ·24.8% 면제

자료: 각사, 갱생계획안에서 작성

2) 일반갱생채권의 권리 변경

보험회사의 갱생계획 처리 시 회사갱생법 및 갱생특례법의 규정에 따르면 앞서 <표 

Ⅳ-2>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일반갱생채권의 권리 순위는 보험계약채권이나 노동채권

에 후순위이다. 한편, 보험회사의 목적상 보호필요가 큰 우선적 갱생채권인 보험계약채

권과 노동채권액도 삭감 또는 부분 면제조치하고 있으므로 이에 후순위이고 보호필요

성이 덜한 일반갱생채권에 대해서는 갱생처리 4개사 모두 전액 면제조치를 하였다. 또

한 후순위갱생채권(열후적갱생채권)에 대해서도 갱생처리 4개사 모두 전액 면제조치를 

취하고 있다. 

한편, 東京生命의 경우 수재보험이 일반갱생채권에 포함됨을 명기하여 수재보험은 

전액 면제조치하고 있다. 수재보험은 보험계약이기는 하나 보험업법상 선취특권을 갖

고 있지 않으며157) 회사갱생절차상으로도 우선적 갱생채권이 되지 않음을 명확히 한 것

이라 할 수 있다. 協榮生命의 경우에는 후순위대출에 대해서 갱생계획안에 특기하고 있

는데, 후순위대출은 회사갱생절차에서 일반갱생채권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전액 면제가 

되어 변제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다. 千代田生命의 경우에는 불법행위에 의

거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서는 50%만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이는 변액보험 관

련 소송이 빈발하고 있어 피해자보호 관점에서 이와 같은 취급이 이루어진 것이다.158)

157) 보험업법 제117조의2 제1항

158) 櫻井忠明(2001), “更生特例法の運用状況”, 金法, 第1610号, p.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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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주의 권리변경

주주의 권리변경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 먼저, 갱생회사는 갱생계획인가결

정 확정일의 익일(또는 지정일 중 늦은 날)에 무상으로 발행주식 전부를 취득하고 주

식취득과 동시에 전부소각하며 자본금액을 감소시킨다. 다음으로 신주예약권의 권

리변경을 한다. 갱생회사가 발행한 신주예약권 전부를 무상으로 취득하고, 보유하게 

된 신주예약권 전부를 취득과 동시에 소각한다. 다음으로 모집주식의 발행이다. 갱

생회사는 보통주 등 모집주식의 종류와 수를 정하여 주식을 모집하고 갱생계획인가

결정 확정일의 익일(또는 지정일 중 늦은 날)에 납입하여 납입된 자금은 자본금 및 자

본준비금에 계상한다.159) 이 때 모집주식은 인수하는 회사에 할당한다. 

協榮生命과 大和生命은 위와 같은 프로세스로 주주의 권리변경을 하였으나 千代

田生命과 東京生命은 상호회사이기 때문에 먼저 상호회사에서 주식회사로 조직변경

을 한 후 인수회사에 신주발행, 주식할당 및 인수를 하도록 하고 있다.

라. 계약자보호기구의 자금원조

보험회사의 도산처리 시에는 책임준비금의 삭감, 예정이율의 인하 등 보험계약자

의 권리가 삭감되고 보험계약자 자신이 손실부담을 지게 된다. 그러나 반드시 보험계

약자에게 자기책임을 묻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 따라서, 보험회사의 도산처리 시에 

계약조건 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 재보험계약을 제외한 모든 보험계약에 대해 책임

준비금의 90%가 계약자보호기구로부터 보호된다. 이 때 영업권을 포함한 자산의 훼

손이 심각한 경우에는 책임준비금 등의 부채를 일부 면제한다고 하더라도 채무초과

가 해소되지 않는 경우가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계약자보호기구로부터 자

금원조가 검토될 수 있다. 갱생특례법이 적용된 사안에서는 大和生命만 자금원조가 

이루어졌다. 大和生命은 계약조건변경, 자산평가 및 우선협상대상자에 의한 영업권 

159) 보험업법상 법정 자본금은 10억 엔이나, 일반적으로 실제 자본금 납입은 지급여력 확보

가 가능한 수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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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반영에도 불구하고 채무초과 해소에 달하지 못해 계약자보호기구에 자금원조

를 신청하게 되었다. 大和生命의 자금원조의 사례는 <표 Ⅳ-8>과 같다.

<표 Ⅳ-8> 大和生命의 자금원조액 산정 사례

구분 산정 내역

자금원조액 = A - B + C

A

보상대상계약 관련 책임준비금에 보험계약자보호특별조치명령에서 정한 

율을 곱한 금액

· 高예정이율계약 이외 : 90%
· 高예정이율계약: 아래 산식에 의거 산출된 금액

 【90% - (과거 5년간 각 연도 예정이율 - 기준이율)의 총합  ÷ 2】

B
계약자보호기구의 ‘자산·부채사정매뉴얼’에 의거한 확인재산평가의 자산

가액 중 갱생채권액·조건변경대상 외의 보험채권액을 공제하고 무형재산

(영업권)을 가산한 금액

C
보험계약 이전 등의 원활한 실시에 소요된다고 계약자보호기구가 인정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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