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Ⅴ. 결론

1. 행정절차 방식과 갱생절차 방식의 도산처리 비교

가. 행정절차 방식과 갱생절차 도산처리 방식의 선택적 사용

보험회사에 대한 도산처리 방법으로 보험업법에 의거한 행정절차 방식 이외에 갱

생절차특례법에 의거한 사법절차 방식이 선택적으로 사용 가능하게 되었다. 그렇다

면 어떤  방식을 활용하는 것이 도산처리에 효율적이고 계약자보호상 유리한 것일까? 

보험업법에 의거한 계약이전 방식의 경우에는 일반채권자를 위하여 상당한 책임

재산을 이전회사(도산회사)에 유보시켜 두어야 하기 때문에(보험업법 제135조 제3

항), 계약자에게만 보험금액 등 채권삭감을 하는 행정절차 방식은 갱생절차 방식에 

비하여 사용 빈도가 줄어들 수 밖에 없다. 행정절차에 의한 도산처리를 하는데 적합

한 경우로는 다음 두 가지를 들 수 있다.160) 첫째로, 일반채권자가 그 채권을 전부 포

기하고 채권자가 보험계약자만 남은 경우, 둘째로 일반채권자 수가 적고 채권의 감축

률도 낮은 등 채권 감축에 대해 일반채권자 전원 또는 다수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경

우 등을 상정해 볼 수 있다.

160) 金融審議会第2部会(1999. 12), 保険会社のリスク管理と倒産法制の整備, p.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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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1> 보험사 도산처리에 대한 행정절차와 사법절차 개념도

              자료: 生命保險契約者保護機構, "生命保険会社の保険契約者保護制度Q&A"
                       (http://www.seihohogo.jp/qa/qa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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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명백하게 선택적으로 보험업법에 의거한 행정절차 방식을 사용하지 않

더라도 부분적으로 사용을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보험업법 제241

조 제1항에 의거 보험회사의 업무의 운영이 현저하게 부적절하여 보험사업을 지속할 

경우 보험업의 신뢰성을 훼손하거나 공익에 반하게 되는 경우 내각총리대신의 명령

처분으로서 보험관리인에 의한 관리명령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일단 관리명령 처분을 

받아 보험관리인에 의해 회사의 재산상황이나 경영실태를 명확히 파악한 후에 필요

한 경우 갱생절차 개시를 신청하는 방식의 운영도 가능하다. 

나. 계약조건 변경 등 계약자보호 측면 비교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보험회사의 도산처리 방식은 선택적으로 보험업법에 의거

한 행정절차 방식이나 갱생절차특례법에 의거한 사법절차 방식 모두 사용 가능하지만 

보험업법이 보험계약자 이외의 일반채권자에 대한 권리변경이나 권리제한 등의 절차

규정이 정비되지 않는 한 계약자보호상 갱생절차 방식의 사용이 선호될  것이다.

<표 Ⅴ-1> 행정절차와 갱생절차 방식의 계약조건 변경 비교

구분 日産生命 東邦生命 第百生命 大正生命

행정

절차

적용

책임준비금 

삭감
삭감 없음

 원칙 90%로

삭감

원칙 90%로 

삭감

원칙 90%로 

삭감

예정이율

인하
2.75%로 인하 1.5%로 인하 1.0%로 인하 1.0%로 인하

조기해약

공제기간
6.5년 8년 10년 9년

구분 千代田生命 協榮生命 東京生命 大和生命

갱생

절차

적용

책임준비금 

삭감

원칙 90%로 

삭감

원칙 92%로 

삭감
삭감 없음

원칙 90%로 

삭감

예정이율

인하
1.5%로 인하 1.75%로 인하 2.6%로 인하 1.0%로 인하

조기해약

공제기간
10년 8년 10.5년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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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생방식이라 하여 보험계약자에게 특별히 불리하거나 가혹한 방식이 사용되지 

않도록 갱생특례절차법에서 보험계약자보호 장치를 규정하고 있다는 것은 앞에서 

설명하였다. 또한 보험계약의 권리삭감 즉 책임준비금 삭감이나 예정이율의 변경, 높

은 예정이율 계약에 대한 추가적 삭감 또는 조기해약공제의 적용 등을 보면 보험업법

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므로 실제로 보험업법 적용에 의한 행정절차 방식이나 갱생

절차 방식 모두 보험계약자보호 측면에서는 다른 점이 없다고 할 수 있다. 오히려 갱

생절차 방식을 적용한 東京生命의 경우에는 책임준비금을 삭감하지 않고 있다. 

다. 직원의 고용승계와 노동채권 일부면제

보험업법에 의거하여 행정절차의 일환으로 계약이전을 한 日産生命, 東邦生命, 第

百生命, 大正生命의 경우 보험계약은 다른 보험회사에 전부 포괄계약 이전되었으나, 

기존회사의 임직원은 기존법인의 청산이나 흡수합병 등 해산됨으로 인해 실직하게 

되었다.

그러나 보험업법에 의거하여 타사에 포괄계약이전이나 사업양도 등을 하는 경우 

대부분의 도산회사 직원들은 고용을 유지하지 못하게 된다. 신설된 あおば生命에 모

든 계약을 포괄이전한 日産生命은 바로 법인해산을 하였고, 메뉴라이프에 신계약의 

사업양도를 한 第百生命은 기계약의 유지관리회사로 존속하게 되었으나 최소한 유

지관리인력 외에는 전부 실직하게 되었다.

그러나 갱생처리를 한 千代田生命, 協榮生命, 東京生命, 大和生命의 경우에는 기존

법인이 해산하지 아니하고 회생을 한 것이므로 사무효율화를 위한 인력구조조정 대

상자 이외에는 고용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예를 들어, 協榮生命의 경우에는 갱생

절차개시일  당시에 재직했던 내근종합직·영업종합직·사무직 직원 총 2,901명에 

대해서 희망퇴직을 실시하여 53%인 1,537명이 퇴직하여서, 우선적 갱생채권인 노동

채권(퇴직금채권 및 퇴직연금채권)의 8%에 대해서 면제조치를 받아 채권삭감을 하

였다. 노동채권에 대해 千代田生命이 25∼38%, 東京生命이 15.76%, 大和生命이 

24.8%를 면제조치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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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갱생처리된 도산회사의 경우 갱생계획안에서 노동채권의 삭감 내용이 반영된 채 

법원의 허가를 받게 되나, 보험업법에 의거 행정절차로 도산처리를 한 회사의 경우에

는 감독당국이 노동채권에 대해 삭감 등 관여를 할 수 없으므로 고용은 유지되지 못

하지만 노동채권은 보장을 받고 있다.

2. 일본 도산처리제도의 특징 요약

일본 보험회사에 대한 도산처리제도의 특징을 요약해 보면 다음 여섯 가지로 정리

해 볼 수 있다.

첫째로, 도산처리 시스템 설계에 도산회사에 대한 계약자보호와 건전회사의 계약

자보호를 양립하고자 노력하였다는 점이다. 일본에서 도산처리 시스템인 ‘지불보증

제도(보험계약자보호제도)161)’를 설계할 때 논란이 되었던 것은 지불보증제도가 과

연 적법하고 필요한 것인가라는 점과 도산회사의 계약자보호와 건전회사의 계약자

보호를 어떻게 양립할 것인가라는 점이었다. 지불보증제도의 타당성으로 보험업의 

공공성, 국민경제적 의의, 보험업의 신뢰성의 유지 등이 주장되곤 하나 이러한 대의

명분으로는 지불보증제도를 위한 갹출금의 지출을 정당화할 수 없고 그 적법성에 의

문이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162) 예컨대, 독일에서는 생명보험분야에 도산 시 계

약자보호제도가 없고 손해보험분야에는 자동차강제보험에만 존재하며, 프랑스의 경

우에도 손해보험분야에선 자동차·수렵분야의 강제보험에만 동 제도가 존재하고 모

든 분야에 도산 시 계약자보호제도가 존재하고 있지는 않다.163) 그러나 일본에서 대

다수의 학자 및 행정당국에서는 정보 약자인 개인계약자의 보호 필요성에는 이의를 

제기하는 자가 거의 없었다. 문제는 그 보호의 정도와 수단인데 보험회사가 도산 시 

개인 계약자의 자기책임 부담이 전혀 없이 전액을 지불보증제도에서 보증해 준다고 

161) 우리나라의 예금자보호제도와 같은 의미임

162) 出口正義(1998), “保険会社の破綻と国の責任”, 上智法学論集, 41卷4号, p. 89

163) 독일, 프랑스에서 과거 여러 차례 학자나 행정당국에 의해 계약자보호제도의 도입 필요성과 

대안이 제기되기는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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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보험계약자(나아가서는 보험회사 및 감독당국)의 모럴해저드를 유발하게 될 것

이므로 보험계약자보호의 이념도 자기책임의 이념과 밸런스를 갖춰야 한다는 것이

다.164) 즉, 도산회사의 계약자보호와 지불보증제도에 자금을 갹출하는 건전한 회사에 

가입된 계약자보호가 양립되기 위해서는 도산회사의 계약자에 대한 자기책임 원칙을 

확립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논쟁을 거쳐 일본의 지불보증제도는

「(도산회사의) 보험계약자보호」,「(도산회사 가입자의) 자기책임」,「(도산회사와 

건전회사의) 보험계약자 간의 공평성」이라는 세 가지 이념의 밸런스를 갖춘 제도로 

설계되어 제도의 필요성과 적법성의 문제를 모두 충족시켰다고 할 수 있다.165)

둘째로, ‘최소 비용의 원칙’에 의하지 않고 ‘보험계약의 유지를 통한 위험보장의 지

속’이라는 대원칙을 관철166)하여 청산·파산을 배제하고 구제회사를 찾아 계약이전

을 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은행 등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금융

재생법 제3조제6호에 의거 ‘최소 비용의 원칙’ 즉 금융기관의 도산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이 최소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대원칙이 법상 명문화되어 있다.167) 이는 은행

의 경우에는 은행예금을 한 자는 예금반환채권자이고 은행은 예금반환의 채무자이

어서 도산 시 은행이 예금채권을 반환하면 그 관계가 소멸되므로 최소 비용의 원칙 

적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보험의 경우에는 파산법상 파산을 적용하여 파산절차개시

결정을 할 경우 3개월이 경과하면 보험계약이 실효처리 되므로 그 시점의 해지환급

금(보험료적립금)을 지급하고 법인을 해산한다고 하면, 계약이전이나 인수합병 등보

다 훨씬 최소 비용으로 처리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처리된 후 타보험사와 새로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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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 175~176

165) 전게서, p. 176

166) 지불보증제도연구회의 좌장인 倉沢康一郎 교수는 정부 자문기구인 ‘금융시스템개혁 연

락협의회’에서 보험의 특수성을 주장하여 Payoff를 적용하지 않고 보험독자적인 방법으

로 도산처리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인정받았다고 기술하고 있음(生命保險協會(1998. 7), 

“支払い保証制度について(강연록)”, p. 8)

167) 금융기관 도산처리에 있어 ‘최소 비용의 원칙’에 직접적인 도산처리비용 뿐만 아니라 도

산한 경우의 실업의 증가나 지역경제에 대한 악영향 등 사회적·경제적 비용도 포함되

어야 한다는 일부의 주장도 있으나, 국가 전체의 정책판단이나 금융위기적 상황 등 고

도의 정책판단이 요구되는 상황을 제외하고는 협의의 비용으로 판단되고 있음(比護正史

(2011), p.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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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약손실 뿐만 아니라 보험료 인상이나 위험증가에 따

른 가입거절 등도 있을 수 있어 결국엔 위험보장을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손해보

험의 단기계약의 경우에는 미경과보험료를 해지환급금으로 받아 타사에 재가입할 

수도 있겠지만 생명보험이나 장기손해보험상품의 경우에는 타 회사에 동일조건으로 

재가입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일본의 은행 등 여타 금융기

관은 최소 비용의 원칙을 적용하지만 보험은 이를 적용하지 않고 보험업법에 의한 독

자적인 도산처리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로, 일본의 도산처리 시스템은 보험계약자에 대한 보상보험금의 직접지급

(Payoff)을 인정하지 않고 도산회사나 구제회사에 대한 자금지원 또는 계약자보호기

구에 의한 계약인수(직접 또는 자회사)만 인정한다는 점이다. 제도설계 시에 도산회

사의 계약자보호는 보험계약의 지속적 유지를 통한 위험보장의 지속이라는 측면을 

중시하였고, 특히 생명보험회사의 경우에는 법정 파산이나 법인해산을 하여 계약자

에게 보상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보험보장의 중단을 초래하며 위험의 증가 때문에 다

른 보험회사로 계약을 옮겨 계속적으로 보장을 받기도 어려운 구조이다. 결국엔 계약

이전이나 인수·합병의 형식으로 구제회사가 출현할 것이 기대되므로 직접지불제도

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생명보험회사의 경우에는 대부분 구제회사가 나타

났으나 第一火災保險會社의 경우에는 구제회사가 나타나지 않아 계약자보호기구가 

계약을 인수하여 관리하였는바, 향후 손해보험회사의 계약구조 특성상 구제회사가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 단기계약 중심이므로 직접 지급하는 Payoff 시스템이 

인정될 필요가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넷째로, 일본의 도산처리 시스템은 보상보험금에는 상한을 두지 않으나 보증비율은 강

제보험을 제외하고는 보험계약 채권액의 일정비율(80∼90%)로 제한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즉 정률보장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례는 영국의 제도에서 볼 수 있다. 

다섯째로, 일본의 보험계약자보호제도에 갹출하는 민간보험회사의 갹출금은 최대

부담금이 확정되어 있어 최대부담금 이상의 갹출은 하지 않으며 자금이 필요한 경우 

국가재정으로 공적자금을 출현하기로 하였다.168) 이 정부 지원자금의 성격은 사후에 

168) 일본 생보업계 전체의 최대부담금은 누계로 5,600억 엔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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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로부터 회수하지 않는 순수한 정부재정 자금의 성격이다.

여섯째로, 일반채권자의 권리도 변경할 수 있는 갱생절차에 의한 처리특례를 도입

한 점이다. 물론 보험계약자의 자기책임 원칙은 보험업법에 의한 행정절차 처리에서

도 시행되고 있었지만, 보험업법이 일반채권자 특히 후순위채권자의 채권액에 대한 

권리변경을 하지 못함으로써 계약자 채권은 삭감하고 일반채권자는 보호한다는 비

난과 함께 원활한 도산처리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갱생특례법을 적용하

게 됨으로써 일반채권자의 채권을 비롯한 모든 채권을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저비

용으로 신속한 구조조정이 가능하게 되었다.

<표 Ⅴ-2> 보험업법과 갱생특례법상의 도산처리 시 자금원조액 비교

                                                                        (단위: 억 엔)

구분 보험업법상 도산처리 갱생특례법상 도산처리

회사명 日産 東邦 第百 大正 千代田 協榮 東京 大和

원조액 2,000 3,663 1,450 267 0 0 0 277

위와 같은 일본의 갱생처리 방식은 미국의 전미보험감독관협회(NAIC)가 1977년에 제정

한 모델법인「보험회사 갱생·청산 모델법(Insurers Rehabilitation and Liquidation Model 

Act)」을 모방하고 있는데, 미국의 갱생·청산모델법에서도 보험회사가 도산하였을 때 최

초에 갱생명령 또는 청산명령을 내리며 법원의 보전명령, 갱생절차 특히 갱생계획 중의 보

험계약 변경이나 조기해약공제 등이 있어 일본과 미국의 갱생처리 절차는 거의 흡사하다.

위와 같이 일본의 도산처리제도는 미국, 영국 등 제 외국의 제도를 흡수하여 국제

적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도산회사의 계약자보호와 건전한 회사의 계약자보호와도 

균형을 맞추어 제도적 불합리성이나 보험회사 및 계약자들의 반발을 최소화한 것으

로여겨진다. 또한 수많은 보험계약자나 일반채권자 등 채권자들의 이해관계를 적정

하게 조정·처리하면서 현존하는 건전보험사들의 경영악화나 연쇄적인 도미노 도산

을 방지함으로써 보험업계로부터 제도에 대한 지지를 받았고, 또한 정부의 최후의 재

정부담 지원을 제도화함으로써 향후 대형 도산도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립하였

다고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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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리나라 도산처리제도에 주는 시사점

보험회사에 대한 우리나라의 도산처리 시스템을 일본제도에 비추어 살펴보면 일

본의 사례에서 다음과 같은 시사점들을 찾아볼 수 있다.

첫째로, 계약자 자기책임원칙을 재정립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1인당 보험금 

지급한도가 5천만 원으로 정해져 있다. 5천만 원 이내에서 전액 지급보장을 한다면 

가입액이 5천만 원 이내에서는 모럴해저드를 유발하는 상품을 제조하여 계산기초율

이 부적절한 상품이라 할지라도 가입자에게 유리하다면 이런 상품이 대거 유통될 수 

있다. 만일에 계약자가 도산 시 부분책임을 지는 것을 알고 있다면 신중한 선택을 하

기 위하여 거래하고자 하는 회사의 안전성과 지급여력상태, 신용도 등을 충분히 따져 

가입하게 될 것이다.

둘째로, 우리나라는 1인당 보상한도가 정액 5천만 원이나, 연금보험 등의 경우에는 

5천만 원을 초과하는 보험계약들도 많다. 우리나라의 예금보험제도는 보험회사 도산 

시 사망보장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반해 일본의 경우에는 사망보장 외에도 연금

보장 즉 노후생활보장까지 포함하여 보장하고 있다. 이런 이유에서 일본의 계약자보

호제도에서는 보장의 상한액을 두지 않으며 다만 계약자에게 자기책임을 부담시키

기 위하여 보상액을 정률보호 방식으로 하고 있다.169) 일본의 계약자보호기구의 지

급보장의 범위에 대한 개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한다.

셋째로, 일본은 계약자보호기구가 도산회사의 가입자에게 직접 보상보험금을 지급

하는 Payoff를 시행하고 있지 않으나 우리나라는 직접지급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우

리나라에서 아직까지는 타 보험사로의 계약이전이나 인수합병 방식으로 도산처리하

고 있을 뿐 개별보험계약자 전부에게 계약채무인 보상보험금을 지급한 사례는 없다. 

보험의 특성상 파산절차를 진행하여 개별적으로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하는 

169) 미국 NAIC모델법에서는 생명보험분야의 보험금지급보장의 상한을 계약자당 30만 $, 해

약환급금은 10만 $ 보장이며, 뉴욕주보험법(제7708조)에서는 해약환급금을 포함하여 50

만 $가 상한임. 보험보증기구가 Payoff 시에는 책임준비금의 100%를 보장하나 실제 갱

생절차에서는 Account Value(책임준비금 등)가 재구성되어 감액 당하게 되고, 과도하게 

예정이율이 설정된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을 거쳐 예금보험기구가 계약인수하는 회사에 

대한 자금원조액 산정 시 이자채무를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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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는 외국에서도 생명보험분야에서는 거의 찾기 어렵고 일부 손해보험회사에서 종

종 나타나는 일이다. 자칫 파산처리된 보험사와 비슷한 순위의 회사에서 도미노 도산

을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생명보험 및 장기보험 보험회사는 계약자보호기구가 

직접 보상금을 지급하는 Payoff를 시행할 수 없는 연유이다. 우리나라 예금자보호법

에서는 은행을 비롯한 여타 금융기관의 도산처리제도상 파산도 염두에 둔 시스템이 

되어 있으나 보험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Payoff는 불가하고 계약이전이나 인수합병 

방식이 중심이 되어야 하므로 Payoff 원칙도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넷째로, 도산처리 방식의 선택에 있어 예금자보호법상의 최소 비용의 원칙은 보험

에는 적용배제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계약자이익 우선 원칙 속에서 최소 비용의 

원칙을 고려사항 정도로 적용하는 등의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다섯째로, 위와 같은 조건들이 개선된다면 갱생처리 방식의 도입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갱생처리특례법의 적용을 통해 보험계약자 및 일반채권자의 권리변경

을 사법적 구속력에 의해 신속하게 처리해 처리비용 최소화를 도모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부수적으로는 예금보험료의 절감을 도모할 수 있어 예금보험 재정의 안정화와 

보험회사들의 갹출부담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일본의 경우에 연쇄적 도산과 중

대형 보험사의 도산으로 도산처리 자금의 고갈을 초래하여, 우리나라에서도 향후 초

저금리의 장기화, 이차역마진의 심화, 엄격한 국제회계기준의 적용 등 경영환경의 악

화로 다수회사의 연쇄적 도산이 야기된다면 도산처리에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상

황이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보험업법에 의한 행정절차 처리 외에 선택적

으로 갱생처리특례법에 의한 도산처리도 가능하도록 선택지를 확대·정비해 둘 필요

가 있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도산 관련 법률체계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보험회사 

도산 관련 법제는 기본적으로 보험업법에 규정하고 있고 그 조문 수도 200여 개 이상

에 달하는 방대하고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들이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법

제는 보험업법상에 20여 개 조문에 지나지 않아 절차와 방법이 일본에 비하여 매우 

간략화되어 있고 게다가 도산 관련 행정절차의 많은 부분이 금융산업구조개선법에 

간략히 규정되어 있어 미흡한 점들을 찾아 보완할 여지가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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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대 ‘업무·재산의  관리’에 관한 조문 규정도 일본은 16개조에 달하는 상세한 절차

를 규정하고 있는데 반하여 우리나라는 2개 조문에 불과한 실정이다. 대부분의 도산

처리가 계약이전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여기에서 관리인이 수행하는 역할과 절차가 

많음에 비하여 그 세부적인 규정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할 수 있다.170) 

일본의 예금보험법은 보험을 다루지 않으므로 보험분야의 도산법제는 보험업법 

내에서 미국 등 외국의 도산법제의 장점을 수용하여 보험 독자적인 도산법제로 정비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 예금자보호법은 일본의 예금보험법과 법조문 

체계가 매우 흡사하다. 우리나라의 예금자보호법이 도산 시 보험계약자보호 충실화 

차원에서 일본의 보험업법이나 미국의 보험업법을 참고할 부분은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는 일본의 보험회사 도산처리 절차와 내용을 소개하는데 그치

므로 미국 등 외국의 제도를 다루진 않았고 우리나라와 일본 간의 비교분석을 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한·일 간 그리고 외국 법제와의 비교를 통해 계약자보호를 위한 도

산처리 법제가 보다 충실하고 정교하게 정비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170) 미국 뉴욕주보험법에서도 보험회사의 도산처리 관련 규정은 200여 개에 달하며 갱생, 청

산, 인수, 합병, 생명/손해별 계약자보호기구 등 상세한 내용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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