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Ⅳ. 보험회사 도산 시 보험계약자 보호

1. 독일

보험자의 재산에 대하여 도산절차가 개시된 경우,397) 파산절차 개시 후 1개월

이 경과하면 보험관계는 종료한다. 이 시점까지 보험관계는 도산재단에 대하여 

유효하다(VVG 16조 1항). 관재인은 보험계약이 미이행쌍무계약으로 존속하더

라도 도산법 103조에 따른 선택권을 행사할 수 없다.398) 의무보험을 운영하는 

보험자에 대하여 도산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관재인이 이 사실을 관할기관에 

통지한 후 1개월이 경과해야 보험관계가 종료된다. 관할기관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도산절차개시 사실을 알리고 1개월이 경과해야 보험관계

가 종료된다(VVG 117조 6항).

보험자가 도산하여 채권자들이 책임준비금 대응재산으로부터 변제를 받는 

경우, 다음 채권들은 다른 모든 도산채권자들에 대하여 책임준비금 대응재산에 

대한 지분액만큼399) 우선권을 갖는다(VAG 77a조 1항). 아래 두 채권의 순위는 

동일하다(VAG 77a조 2항). 책임준비금 대응재산으로 위 채권을 변제하기 부족

한 경우 남은 채권액은 일반 도산채권으로서 다른 일반채권과 동순위로 남은 도

산재단으로부터 변제받게 된다.400)

397) 보험회사에 대한 도산신청은 감독관청만 할 수 있다(VAG 88조 1항).

398) Münchener §16 Rn. 8

399) 이에 대해서는 보험사고 발생 전에는 위 지분이 구체적 사안에서 실제 발생한 손
해를 고려한 적절한 지분보다 낮게 산정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지분만큼의 우선권
을 인정하는 것은 문제라는 비판이 있다. VAG §77a Rn. 7

400) VAG §77a Rn. 2; Münchener §16 Rn.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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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보험회사에 대하여 직접청구권을 갖는 피

해자의 보험계약상 청구권401)(도산절차 개시 이후 1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계약이 존속하고 있는 한 보험금청구권이 발

생하고 이 청구권도 우선권을 갖는다)402)

② 도산절차 개시 전에 보험계약이 불성립하거나 해지된 경우 보험료반환청

구권

생명보험, 대체적 건강보험, 사적 개호보험, 보험료환급이 보장되는 상해보

험, 그리고 일반책임보험·자동차책임보험·자동차상해보험·보험료환급보장

이 없는 일반 상해보험으로부터 지급되는 연금급부의 경우에는,403) 보험계약법 

16조 1항이 적용되지 않고, 도산절차의 개시와 함께 보험관계는 종료한다(VAG 

77b조 1문). 도산절차 개시의 효력에도 불구하고 보험감독법상 규정들은 그대

로 효력이 있다는 보험계약법 16조 2항은 위 보험감독법의 규정을 염두에 둔 조

항이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 등 보험계약상 권리자는 도산절차 개시 당시 책임

준비금 대응재산에 대한 지분액만큼의 권리를 갖게 되고, 이 권리에 대해서도 

보험감독법 77a조에 따른 우선권이 인정된다(VAG 77b조 2문, 3문). 도산절차 

개시 전 보험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성립한 보험금청구권

이나 보험계약법 169조 1항에 따른 환급금청구권은 우선권이 인정되는 권리에 

포함된다.404) 이러한 권리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도산절차의 개시로 보험관계가 

종료되기 전에 발생한 계약상 청구권에 대해서도 보험감독법 77b조에 따라 우

선권이 인정된다.405) 그러나 도산절차의 개시로 보험관계가 종료함에 따라 발

생하는 보험료반환청구권, 보험계약자 등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우선권이 인정

되는 권리에 포함되지 않는다.406)

401) 보험계약자의 보험자에 대한 초과지급한 보험료의 반환청구권도 포함된다는 견해
로는 VAG §77a Rn. 3

402) VAG §77a Rn. 4

403) Münchener §16 Rn. 25

404) Münchener §16 Rn. 29

405) Münchener §16 Rn.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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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규정들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법이나 보험감독법에 따른 계약의 

자동종료 이전에 보험계약자는 특별해지권을 행사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도 있다.407)

보험계약법 16조는 절대적 강행규정이다.408)

한편, 생명보험, 건강보험, 자동차보험의 경우 보험감독법 124조 이하에 따라 

보험회사를 회원으로 하여 설립된 담보기금(Sicherungsfonds)이 보험계약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즉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상 급부를 지급하기 어려운 

상태가 계속되면 담보기금이 보험계약을 인수하게 된다(VAG 125조).409)

2. 일본

가. 파산절차의 경우

보험자가 파산절차개시결정을 받은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보험법 96조 1항). 보험계약자가 위와 같은 해제를 하지 않은 경우 당해 

보험계약은 파산절차개시결정일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 그 효력을 잃는다(보험

법 96조 2항). 이러한 해제는 장래효를 갖는다(보험법 31조 1항, 59조 1항, 88조 

1항). 이는 보험자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졌음에도 불구

하고 보험계약자가 계속 보험료를 지급하는 것은 가혹한 점을 고려한 규정이

다.410) 위 규정은 절대적 강행규정이다.411)

파산법 53조는 관재인이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을 해제하거나 채무를 이행하

406) Münchener §16 Rn. 28, 31

407) Münchener §16 Rn. 33

408) Münchener §16 Rn. 48

409) Münchener §16 Rn. 5

410) 보험법해설 779

411) 보험법해설 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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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보험법 31조 1항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해제권을 행사한다면 위 파산법 규정은 적용될 여지가 없으나, 보

험계약자가 해제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파산법 53조가 적용되는지 문제된다. 

학설은 대체로 보험계약자가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기 전에 파산관재인이 해제

권을 행사하면 보험계약자는 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이유로 파산법 53조의 적용을 부정하고 있다.412)

보험계약이 중도해제되면, 손해보험의 경우 다른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보험

계약자는 부당이득법리에 의해 미경과기간에 대응하는 보험료의 반환을 청구

할 수 있다.413) 이러한 권리는 파산절차상 일반채권으로 취급된다. 생명보험이

나 상해질병정액보험의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료적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보험법 63조 4호, 92조 4호). 보험자가 생명보험회사인 경우 보험계약자는 

피보험자를 위해 적립된 금액에 대하여, 보험금청구권, 손해전보 청구권, 반환

금 등 청구권을 갖는 자는 그 권리의 액수에 대하여 각각 보험회사의 총재산상 

선취특권을 갖는다(보험업법 117조의2 1항). 따라서 보험계약자의 보험료적립

금 반환채권은 파산절차에서 우선적 파산채권으로 취급된다(파산법 98조 1항). 

이러한 선취특권의 순위는 민법 306조 1호상 선취특권 다음이다(법 117조의2 2

항). 다만, 손해보험회사가 상해질병정액보험을 판매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파

산절차상 우선권을 누리지 못하고 생명보험회사가 이를 판매한 경우에만 보험

계약자가 우선권을 누리는 것에 대해서는 학설상 비판이 유력하다.414) 

참고로 책임보험에서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대하여 갖는 보험금청구권에 대

하여도 선취특권이 인정된다(보험법 22조 1항).

412) 보험법해설 782; 보험계약은 아예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
로는 山下友信 626

413) 보험법 187-188

414) 보험법해설 784; 山下友信 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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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회사갱생절차의 경우

관재인은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을 해제하거나 갱생회사의 채무를 이행하고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회사갱생법 61조). 이 규정이 보험회사의 

갱생절차에 적용될 경우, 갱생관재인은 회사의 재무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위험

도가 높은 보험계약(가령 생명보험계약 중 피보험자가 고령자이거나 건강상태

가 악화된 자인 경우)만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업무처리는 보험회사의 

갱생절차로서 적절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금융기관 등의 갱생절차의 특례 등

에 관한 법률(이하 ‘특례법’) 439조는 재보험계약을 제외하고는 보험회사의 갱

생절차에서는 회사갱생법 6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415) 갱생절차개

시결정 이후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상 이를 금지하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를 제외하고는 보험법 27조에 따른 임의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

계약자의 임의해제권 행사를 자유롭게 허용한다면 위험도가 높은 보험계약만 

잔존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보험회사의 재건이 어려워질 위험이 있으므로 갱생

계획에서 위와 같은 해제권 행사를 견제하는 조건을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특례법 445조 2항).416)

보험계약에 관한 채권 중, 보험회사의 갱생절차개시 후에 수수한 보험료에 의

해 적립해야할 책임준비금에 대응하는 보험계약자의 채권부분에 관해서는, 갱

생계획에서 이를 감면하거나 이에 영향을 미치도록 정할 수 없다(특례법 445조 

4항).

다. 보험계약자보호기구를 통한 자금원조

보험업법은 보험회사를 회원으로 한 보험계약자보호기구를 창설케 하여 이 

기구의 자금원조(회원들의 부담금으로 조성된다)417)를 통해 보험계약자의 보호

415) 보험법해설 784

416) 보험법해설 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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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도모하고 있다(보험업법 259조 이하). 다만, 자금원조는 보험계약자에게 직

접 금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다른 보험회사가 파탄보험회

사418)에 자기자본을 투입하거나 기존보험계약이 다른 보험회사나 보험계약자

보호기구419)에 승계(인수)된 경우, 파탄보험회사나 승계(인수)인에게 자금지원

(자금대부 포함)을 하는 간접적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보험업법 266조 이

하). 원칙적으로 경영파탄시점에서 적립되어야 할 책임준비금의 80~100%가 보

험계약자보호기구의 자금원조에 의해 보상된다고 한다.420)

파산절차나 갱생절차가 계속 중이어서 보험계약에 관한 지급이 정지된 보험

회사는 보험계약자보호기구에 자금원조를 신청할 수 있다(보험업법 276조의6 1

항 2호). 보험계약자보호기구가 자금원조를 결정한 경우 보험회사는 보상대상

보험금에 관한 채무를 개별적으로 변제할 수 있다(특례법 440조 1항, 564조 1항).

라. 보험업법상 계약이전

주식회사인 보험회사의 경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고(보험업법 136조 1, 

2항) 내각총리대신의 인가가 있으면(보험업법 139조 1, 2항), 보험계약의 임의

적 이전이 가능하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계약조건의 경미한 

변경은 가능하다(보험업법 135조 4항).

계약조건의 변경 없이 보험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개연성이 있는 경우, 보험회

사의 내부절차를 통해 계약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 보험회

사 주주의 특별결의 및 내각총리대신의 승인이 필요하고(보험업법 240조의5 2

417) 또한 생명보험계약자보호기구가 자금원조 등의 필요를 이유로 자금을 빌리는 경우 
정부보증이 가능하다. 보험업법 265조의42의2

418) 업무나 재산 상황에 비추어 보험금의 지급을 정지할 위험이 있거나 지급을 정지한 
자, 그 재산을 가지고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자 또는 그러한 사태가 생길 위험이 
있는 자를 뜻한다(보험업법 260조 2호).

419) 구제보험회사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 보험계약자보호기구가 보험계약을 인수할 수 
있다.

420) 보험법 43; 보다 구체적 내용은 포인트 191~192; 石田滿 444-449, 475-47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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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240조의11 1항), 계약대상자들의 1/10 또는 대상 보험계약과 관련한 총채권

액 중 1/10을 초과하는 보험계약자들이 이의하는 경우, 계약조건의 변경은 허용

될 수 없다(240조의12 4항). 계약조건의 변경은 변경기준일까지 적립된 책임준

비금에 대한 보험계약상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보험업법 240조의4 1항). 

3. 미국

뉴욕주 보험법은 보험회사 도산 시 배당순위와 관련하여, 보험으로부터 발생

하는 모든 청구권(all claims under policies)421)이 도산처리 비용 다음의 2순위

로 배당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7434조(a)}. 이는 일반채권자(6순위)는 물론이

고 보험회사 근로자의 임금채권(4순위)보다 앞선 순위이다.

생명보험회사의 도산 시에는 배당순위가 조금 다르다{7435조(a)}. 이 경우 도

산처리 비용이 1순위, 근로자의 임금채권이 2순위, 보험회사가 도산선고를 받기 

전 90일간 통상의 영업과정에서 발생한 재화나 용역에 대한 채권이 3순위이고, 

이자채권을 제외한 보험으로부터 발생하는 나머지 모든 청구권은 4순위이며, 

일반 채권은 6순위이다. 

보험회사가 보험급부를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에 빠진 경우를 대비하기 위하

여 각 주는 보증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뉴욕주의 경우 보험회사들로부터 

미리 일정 분담액을 지급받아 계속적으로 위 기금을 유지, 관리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운영하는 반면, 다른 주들은 사후징수방식을 채택하고 있다고 한다.422) 

각 주 보증기금과 관련한 공통적 특징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고 한

다.423)

421) 과잉 지급된 보험료 반환청구권(claims for unearned premiums) 포함, 재보험의 경
우 제외

422) CPCU 78-79; Abraham 125-126

423) CPCU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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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험증권의 효력은 통상 파탄일 이후 30일 이내에 종료된다. 그러나 효력

이 종료되기 전에 발생한 미지급 보험금은 보증대상이 된다. 해당 보험회

사가 주에서 면허를 취득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자신이 거주하는 주의 보

증기금에 대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기금이 보험회사에 지급되는 

것은 대부분의 주에서 금지된다.424)

② 보험금에는 최고한도액이 설정되어 있는데, 통상 30만 달러 또는 보험증권

상 전보한도액 중 낮은 금액인 경우가 많다. 일부 주는 30만 달러보다 낮은 

금액을 한도액으로 설정한 경우가 있고, 소수의 주는 50만 달러 또는 100

만 달러를 한도액으로 설정하고 있다.

③ 상당수의 주가 미경과 보험료의 환급도 보증대상으로 삼고 있다.

④ 상당수의 주가 미지급 보험금 중 100달러를 면책금액으로 하고 있다.

⑤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 금원을 징수당한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료 인상을 

허용하거나 세금을 감면해주는 경우가 많다. 기금마련을 위해 보험회사뿐

만 아니라 보험계약자나 일반 납세자들도 직, 간접적으로 부담을 지게 되

는 것이다.

뉴욕주 보험법은 생명보험 보증기금(Life Insurance Guaranty fund), 손해보

험 및 재해보험 보증기금(property/casualty insurance security funds)에 대하여 

규정을 두고 있다.

생명보험회사 보증기구(LIFE INSURANCE COMPANY GUARANTY CORPORATION, 

생명보험회사가 보험급부를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에 빠진 경우 이를 보장하기 위해 

뉴욕주법에 의해 설립된 단체)가 보증하는 액수는 50만 달러이고, 특정 개인에 

관하여 연금을 보장하지 않는 단체연금의 경우 100만 달러이다{7708조(a)}. 생

명보험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생명보험회사 보증기구가 지

급해야 할 보험급부는 보험회사의 자산으로부터 변제될 수 있다{7713조(c)}.

424) Abraham 126



보험회사 도산 시 보험계약자 보호 279

4. 영국

FCA 등의 규제를 받는 인가된 보험회사가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경우 금융서

비스 보상기구{Financial Services Compensation Scheme (FSCS)}에 의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

보험금뿐만 아니라, 보험기간이 개시되지 않은 경우 보험회사에 지급된 보험

료반환청구권(재보험의 경우 제외), 재보험이 아닌 장기보험계약(생명보험이나 

연금 등을 뜻한다)에서 변제기가 도래하였거나 해약으로 환급되는 proceeds에 

관한 권리, 관련 일반 보험계약에 있어 초과지급 보험료 반환청구권 등도 보상

대상이 된다{Compensation(COMP) 5.4.7 R, 5.2.1 R}.

비투자보험(일반보험이나 장기요양보험이 아닌 순수보장보험, 재보험 제외)

의 중개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청구권도 보상대상이 될 수 있다(COMP 5.2.1 R, 

5.7.1 R). 

보상비율은 다음과 같다.425) 아래 한도는 각 한도유형별로 개별 권리자가 갖

고 있는 각 권리의 총합을 기준으로 적용된다(COMP 10.2.2 G). 

① 장기보험 : 2010. 1. 1. 이후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인가업자에 대한 권리의 

경우 최소 90%(상한 없음), 2010. 1. 1. 이전에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인가

업자에 대한 권리의 경우 최초 2,000파운드는 100%, 나머지는 90%

② 강제보험 : 100%

③ 임의보험 중 일반보험 : 2010. 1. 1. 이후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인가업자에 

대한 권리의 경우 90%(상한 없음), 2010. 1. 1. 이전에 지급불능 상태에 빠

진 인가업자에 대한 권리의 경우 최초 2,000파운드는 100%, 나머지는 90%

④ 비투자보험에 대한 조언, 중개 관련 : 2010. 1. 1. 이후 지급불능 상태에 빠

진 인가업자에 대한 권리의 경우 90%(상한 없음), 2005. 1. 14. 이후 이루

어진 영업행위로 인한 권리로서 인가업자가 2010. 1. 1. 이전에 지급불능 

425) COMP 10.2.3 R 및 FSCS 홈페이지 참조. FSCA(http://www.fscs.org.uk/what-we-cover/ 

eligibility-rules/compensation-limits/insurance-limits/), 최종검색일 2013.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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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에 빠진 경우 최초 2,000파운드는 100%, 나머지는 90%(다만 강제보험

의 경우 100%)

5. 호주

일반보험(재보험, 다른 제도를 통해 보호되는 강제보험, 주로 FCS에 따른 보

상을 받기 위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APRA가 판단하는 경우 등 제외)의 경

우 Financial Claims Scheme(FCS)이 존재한다.426) FCS하에서 보험계약자 등에

게 금원을 지급하기 위해 정부가 우선 자금을 조달하고, 이후 일반보험회사의 

청산과정에서 위 지급금원을 보충한다. 부족한 재원을 보충하기 위해 일반보험

회사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할 수도 있다.

APRA가 일반보험회사가 지급불능 상황에 있다고 판단하고, 주무부처 장관이 

FCS의 적용을 결정한 경우, FCS가 적용될 수 있다. FCS는 보험회사를 청산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만 사용된다. 

FCS의 보호대상은 호주시민이나 영주권자, 호주에 소재한 위험을 부보한 비

거주 개인, 호주에 근거지를 둔 소규모 사업자, 호주에 근거지를 둔 비영리법인 

등이고, 보험금 전액이 보호대상이 된다. 중간규모나 대규모 사업자의 경우 보

험금이 $5,000 미만인 경우에만 보호대상이 되고, 보호범위는 보험금 전액이다.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미리 지급한 보험료의 상환청구권은 FCS

의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다.

제3자에 대한 책임과 관련하여 보험(재보험 제외)에 가입한 회사가 도산한 경

우, 도산 전 발생한 책임으로 인해 회사나 관리인에 지급된 보험금은 우선하여 

제3자에게 지급되어야 한다(회사법 562조). 보험회사가 도산 전 체결한 보험계

약과 관련하여 지급해야 하는 금원에 대하여 재보험에 가입한 경우, 회사나 관

426) 이하의 내용은 APRA 홈페이지 참조. APRA(http://www.apra.gov.au/crossindustry/fcs/ 

Pages/default.aspx), 최종검색일 2013.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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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인에 지급된 재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은 우선하여 보험계약상 권리자에게 

지급되어야 한다{회사법 562A조 (1), (2)}. 보험계약상 권리자의 신청에 따라 법

원은 관리인이 위 금원을 지급하는 공평한 방법을 지정할 수 있다{회사법 562A

조 (4)}.

6. 한국

보험계약자나 보험금을 취득할 자는 피보험자를 위하여 적립한 금액을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주식회사의 자산에서 우선하여 취득한다(보험업

법 제32조 제1항). 보험계약자나 보험금을 취득할 자는 피보험자를 위하여 적립

한 금액을 주식회사가 이 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예탁한 자산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보험업법 제33조 제1항).

보험계약자나 보험금을 취득할 자가 보험중개사의 보험계약체결 중개행위와 

관련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손해액을 제영업보증금에서 다른 채권자보

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가진다(보험업법 제103조).

또한, 보험업법은 제165조 이하에서 법령에 따라 가입이 강제되는 손해보험

계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손해보험계약의 경우(자동차보험계약의 경우 

법령에 따라 가입이 강제되지 아니하는 보험계약이 포함된다) 제3자가 보험사

고로 입은 손해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손해보험회사

는 손해보험계약의 제3자에 대한 보험금의 지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입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손해보험

협회에 출연해야 하고(보험업법 제168조 제1항), 손해보험협회의 장은 손해보

험회사로부터 지급불능의 보고를 받으면 금융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손해보험

계약의 제3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보험업법 제

169조 제1항). 손해보험협회는 보험금의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 

예금자보호법 제3조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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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으로부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보험업법 제

171조 제1항).

한편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는 5,000만 원 한도에서 미지급 보험

금을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예금자보호법 제31조, 제32조, 예금자보

호법 시행령 제18조 제6항).

한편, 상법 제654조 제1항은 보험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제2항은 위에 따라 해지하지 않은 보험계약은 파산선고 

후 3월을 경과하면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의 전부를 이전하는 경우(기존 회사의 해산을 전제

로 함)에 이전할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전계약의 내용으로 ①계산의 기초의 변

경, ②보험금액의 삭감과 장래 보험료의 감액, ③계약조항의 변경을 정할 수 있

다(보험업법 143조). 이에 대해서 계약조건 변경을 통해 계약상 권리를 사후적

으로 박탈하는 것은 금융위원회의 인가나 90% 이상 다수 계약자들의 찬성만으

로 정당화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보험계약자의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큰 경우 

법원으로 하여금 타당성 여부를 사전 심사토록 입법화함이 타당하다는 견해가 

있다.427)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상 강제적 계약이전 제도에 따라 보험회사

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데, 강제적 계약이전 제도에 대해서는 비효율

적이고 인수회사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등의 이유로 비판적인 견해

가 있다.428)

427) 노혁준(2013), ｢보험업의 구조조정｣, 기업과 금융에 관한 법률전문 저널 제29호, 

p. 350(다만, 이 견해는 부실보험회사에 대한 임의적 계약이전 제도를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신설할 경우, 법원의 사전심사와 같은 요건을 두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한다).

428) 노혁준(2013), ｢보험업의 구조조정｣, 기업과 금융에 관한 법률전문 저널 제29호, 

p. 360(일본 구 보험업법에도 강제적 계약이전제도가 있었는데,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1995년 보험업법 개정 시 폐지되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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