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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손해보험 ADR 도입 배경과 안착 과정
6)남

상 욱*

요 약
이 연구는 보험소비자 불만을 중립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원만히 조정해 당사자 간
신뢰를 쌓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발생을 줄여나가고 있는 일본의 보험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운영 체제와 정착 과정을 일본 손해보험업계를 중심으로 추적하였
다. 특히, 보험 ADR 시행의 도화선이었던 금융 분야 ADR 도입과 제도 설계 과정을 살
펴 일본의 보험 불만과 분쟁처리 체계 개혁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는지를 되짚어
보았다. 본래 보험 불만은 사전 불만 요인 발생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제기된 불
만을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보험경영 나아가 보험업의 사회적 신뢰 제고 차
원에서 보다 긴요하다. 이러한 시각에서 보험 불만과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그리
고 무엇보다 보험소비자와 보험회사 모두의 납득을 중요시하는 보험 ADR 체제를 정착시
킨 일본의 사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주제어> 금융, 분쟁, 불만, 보험, 일본, ADR

Ⅰ. 연구의 배경과 목적
보험상품, 보험회사 그리고 보험업에 대한 보험수요자의 불만 제기는 보험시장이 넓
어지고, 보험상품 구매자의 욕구가 다양해질수록 그 빈도와 강도가 늘어난다. 이는 단
지 우리나라만의 현상이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으로, 불확실
성을 기초로 한 보험상품의 특성상 다른 재화와 달리 보험소비자의 불만 발생요인이
매우 변화무상하다는 점에 기인한다.
또한 보험은 보험사고 발생을 전제로 장래 보험금 수령 여부가 결정되므로 원금보전
의식이 강할수록 불만 발생이 다발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도 다른 재화에 비해 보험 불
* 서원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swnam@seowo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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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이 많아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보험이 지니고 있는 제 특성을 고려하면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가 보험소비자
의 불만을 원천적으로 막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보험소비자 니즈가 점점 복잡 다변
화되고 있고, 소비자 주권도 날로 강화되고 있는 추세를 참작하면 보험회사는 보험소
비자 불만 대처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다.
보험회사가 시장에서 도태되지 않고 지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보험소비자뿐
아니라 전체 사회 구성원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신뢰를 쌓
기 위해 긴요한 것은 바로 보험소비자의 불만 발생에 대한 효율적 대처이다. 물론 보험
불만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완전무결한 상품 제시와 회사 경영을 하는 것이 더 중
요하지만, 불만 발생요인을 모두 제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가능
한 불만 발생 요인을 차단하고 보험소비자가 제기한 불만에 대해서는 적시에 소비자가
만족할 정도의 수준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 소비자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지름길이다.
보험소비자 불만은 단순히 불만 제기자의 불평으로 그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불만
제기에 대한 구전효과가 매우 커 순식간에 전파되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보험소비자가 불만을 제기하면 즉시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그간 많
은 연구에서 확인된 것으로, 보험소비자의 불만을 적시에 해결하지 않거나, 소비자가
제기한 불만사항이 원만히 모두 해소하지 못하면 그 파급효과는 해당 보험회사뿐 아니
라 보험업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소지가 크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의 보험 불만 해결체계는 아직 보험회사와 보험소비자 사이의 신뢰를 형성
시키는 다리를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보험소비자가 계약
한 보험상품 또는 해당 보험회사에 대해 불만을 생기면 직접당사자인 해당 보험회사에
불만을 토로해 해결책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감독당국에 민원으로 해결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굳어져 그 과정에서 해당 보험회사 나아가 보험업 전체에 대한 소비
자 불신의 골이 깊어지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지적도 상당한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보험 불만 발생 시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접수해 보험 불만을
처리하는 방식이 고착화되어 보험 불만은 금융감독원을 통해야만 해결되고, 또 민원
방식이 최고라는 대중 심리가 뿌리내리고 있다는 우려가 점점 짙어지고 있다. 감독당
국의 후견성에 의지하는 풍토 정착은 우리 사회에 더 굳어진다면 보험회사와 보험소비
자 간 믿음은 점점 약화시킬 뿐 아니라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지출을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 보험 불만 해결 과정에서 노정되는 여러 문제를 해
소하고 앞으로 보다 두터운 보험소비자 보호,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지출 억제 그리고
무엇보다 공정성과 합리성에 초점을 맞춰 보험 불만 해결 체계 개선을 이제 논의할 필
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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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우리나라보다 보험시장의 발전도 그리고 보험업의 역사 면에서 한발 앞선
일본의 보험소비자 불만 해결 체제를 살펴보았다. 특히, 보험소비자 불만을 중립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원만히 조정해 당사자 간 신뢰를 쌓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발생을
줄여나가고 있는 일본의 보험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운영 체제 도
입 논의 시부터 안착까지의 과정을 추적하였다. 이를 통해 일본의 보험 ADR 도입사를
살펴 향후 우리 보험 불만 처리체계 개선 논의 시 기초 자료로서 보탬이 되고자 하는
것이 연구의 주된 목적이다.
연구체계는 다음과 같다. 제Ⅰ장 연구의 배경과 목적에 이어 Ⅱ장에서는 ADR 제도
에 대한 이론적 접근으로서 선행연구를 고찰하였다. Ⅲ장은 일본의 보험 ADR 시행의
도화선인 일본 정부의 금융 분야 ADR 도입 배경과 제도 설계 과정을 살피고, Ⅳ장에
서는 일본손해보험협회의 보험 ADR 운영 체계와 안착 과정을 정리하였다. 마지막 Ⅴ
장은 일본의 보험 ADR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을 정리하였다.

Ⅱ. ADR 제도에 대한 선행연구
ADR은 한마디로 불만 또는 분쟁 발생에 따른 당사자 간 갈등을 소송 외 방법으로
해소하는 제도로, 당사자 간 자체 분쟁 해결방법이다.1) 현재 ADR에 대해 우리나라에
서는 국문 용어가 통일되지 않은 채 소송 외 대체적 분쟁조정 또는 대안적 분쟁조정,
판결 이외의 분쟁해결, 소송에 의하지 않는 분쟁해결절차 등 학자에 따라 또 사법 관련
기관에 따라 편의적으로 제각기 지칭하고 있다.
그러나 어느 용어로 쓰건 표현만 다를 뿐 ADR의 개념은 하나로 수렴된다. 즉, ADR
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절차 또한 번거로운 법적 소송을 피해 간편하고 신속하게
당사자 사이의 갈등을 풀어내는 방법이라는 점이다. 다만, 학자마다 ADR의 성격과 궁
극적 기능을 조금씩 달리 봄에 따라 ADR의 정의는 그에 따라 차이가 난다.
Goldberg et. al.(1985)는 소송 시 법원에서의 혼잡과 소송비용의 과도로 인한 불
편을 피하고, 공동체 의식을 통한 갈등 해결과 사회 정의에 쉽게 접근해 효과적으로 갈
등 해소를 도모하는 것으로 ADR을 정의하였다. 또한 Sander(1985)는 ADR을 복잡한
재판에 따른 소송비용과 시간의 절약 그리고 당사자 참여로 효율적 갈등 해소를 통해
분쟁 당사자의 만족도를 충족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기도 했다.
1) ADR의 시초에 대한 학설은 17세기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온 이민자들이 당시 정립되지 않았던
공권력을 대신해 지역 사회 문제를 자체 해결하려는 것에서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Singer
1994; 김영욱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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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R에 대한 학자들의 초기 정의는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그러나 점차 ADR
의 활용이 늘어나면서 ADR의 최근의 정의는 예전에 비해 확장되는 모습이다. 대표적
으로 김영욱(2015)의 경우 ADR을 어떠한 힘에 의해서 갈등을 해결하는 시도와 대비
되는 것으로, 단지 ADR이 소송을 대체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갈등 해소를 위해 당사자
입장에서 좀 더 바라보면서 갈등 당사자 간 미래지속 가능한 관계를 복구할 수 있는 제
도로 정의하였다. 그는 ADR을 당사자가 스스로 소통을 통한 자율적 해결책 모색으로
공동체 신뢰 회복을 할 수 있는 기능을 한다는 점에 무게중심을 두었는데, 이는 ADR
이 불만 발생 당사자 간 신뢰 형성에 기여할 수 있음을 주목했다는 점에서 각별하다.
무엇보다 신뢰는 소비자의 불안감을 억제해 불확실성과 거래 리스크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는 Parasuraman et. al.(1985)과 Doney and Cannon(1997)의 연구결과와 연
결하면, ADR을 통한 불만 해소는 상호 신뢰로 이어져 소비자 불안감 해소와 거래 재
개로 나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김영욱(2015)의 신뢰 형성이 ADR의 긍정적 효과라는
해석은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된다.
함영주(2015)는 ADR을 DR(Dispute Resolution)로 바꾸어 지칭해도 무리가 없을
정도로 확장되었고, ADR이 기존 분쟁해결방법에 대한 대체물이나 보충적인 수단이 아
니라 분쟁 해결의 근본책이 되고 있다고 역설하였다. 이는 ADR의 기능이 크게 넓혀졌
음을 강조한 것으로, 앞으로 ADR이 우리 사회에 분쟁 해결방법으로 매우 확고한 자리
를 차지할 것임을 설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즉, ADR이 활성화될수록 기존의 소송이나
조정 등의 분쟁해결방법이 유연성을 도모해야 할 여지가 만들어지고, 환경오염 등과
같이 이해관계자가 불특정 다수일 경우 기존의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
하기 때문에 ADR이 이를 대체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ADR이 분쟁 해결의 중심이
될 것이라는 주장으로 이는 조홍식(2006)의 주장과 맥을 같이한다.
물론 ADR이 앞으로 분쟁이 발생하는 모든 분야로 확대될 것이라는 점은 ADR이 가
지고 있는 장점을 고려하면 동의하는 바이다. 다만, 확장의 속도가 어느 정도인가인데,
그간 많은 연구자는 그 속도가 가속화될 것임을 공통으로 주장하고 있다.
한편, ADR이 분쟁 해결 제도로 확산될 수 있는 요인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먼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소송 위주의 분쟁 해결책에 대한 대안 마련 필요성이 첫 번째
이고, 두 번째 요인은 갈등 당사자들이 좀 더 능동적인 방법으로 스스로 해결할 수 있
는 기반에 대한 요구를 들 수 있다. 이는 그간 많은 연구자가 주창해 온 것이어서 반론
의 여지가 적다. 특히, ADR 제도가 갈등 당사자 간 소통을 통해 소홀해진 관계를 복원
시키거나 믿음이라는 새로운 도약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 준다는 점에
서 갈등 당사자뿐 아니라 사회적 편익도 ADR 확산에 일조한다는 점도 힘을 얻는다.
ADR의 편익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주장하는 학자도 있다. Fiss(1984)는 ADR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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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정의 실현에 별반 도움이 안 될 뿐 아니라 사회적 약자에게 더 큰 희생을 강요하고,
단순히 편리하다는 것만을 내세워 동의를 강요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국내에서도 ADR은 불만 제기자가 편한 화해 등에 매달리게 해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
들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는 의견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김영욱, 2015). 그러나 앞에
서 언급한 대로, 김준환(1996)를 비롯해 강정혜(2008), 류승훈(2009), 김상찬(2012),
전한덕(2015) 등의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ADR의 긍정적 기능이 부정적 측면보다 훨
씬 많다는 것으로, 이해갈등의 원만한 해결 그리고 분쟁 당사자의 소송에 따른 시간,
비용의 절감 측면 그리고 단순히 분쟁 해결이 아니라 갈등 해소에 따른 상호 신뢰 증진
기능이 돋보이는 제도라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ADR의 도입과 운영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기존 방식의 소송
대체라는 협소한 시각에서 벗어나 전체 사회적 관점에서 분쟁을 원만하고 신속하게 처
리해 당사자 그리고 나아가 사회의 상호 신뢰감을 쌓는 갈등 해소 방법이라는 큰 시각
하에서 접근해 살필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보험 불만 및 분쟁해결은 아직 완전한 ADR 체제 접목이 아닌 금융감독당
국을 통한 민원 접수와 금융감독원 내에 설치된 행정 ADR 조직인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가 존속하고 있을 뿐이다.2)
다만, 2005년 10월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간 자율적 민원조정을 할 수 있는 민원
자율조정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는 있으나, 당사자 간 자율조정이 안되면 감독당국이
직접 처리를 하는 구조이다.3) 이에 따라 보험 불만과 분쟁 처리 과정에서 감독당국에
대한 의존성 확산, 감독당국과 업계 간 새로운 갈등 구도 조성 그리고 무엇보다 불필요
한 사회적 비용 발생 등 여러 문제가 노정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반면, 일본
은 1996년부터 민간주도의 ADR 제도 도입 논의에 착수해 2010년 금융권별 ADR를
정식 운영에 들어가 현재 제도가 안착 중으로 우리와는 차이가 있는바, 일본의 ADR
도입 배경과 제도 안착 과정을 중심으로 다음 장에서 살펴보았다.

2) 1978년 종전 보험감독원의 전신인 한국보험공사가 설립되면서 보험분쟁심의위원회가 만들어졌
다. 이후 보험업법 개정으로 동 위원회는 인보험분쟁심의위원회와 손해보험분쟁심의위원회로 분
리되어 각각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서 운영되었다. 그러다 1999년 금융감독원이 설립됨
에 따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로 기존 보험분쟁위원회가 통합, 개편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는 것이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약사이다. 현재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해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3) 민원자율조정제도는 민원발생평가 금융회사에만 적용되다가 2007년 10월 자산 1조 원 이상 저
축은행이 편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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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일본 금융 분야 ADR 도입 배경과 제도 설계 과정
1. 금융 빅뱅과 감독체제 개편(1996년~2001년)
1996년 11월 당시 일본 하시모토 류타로(橋本 龍太郞) 총리는 Free, Fair, Global
이라는 3원칙 하의 금융개혁안 발표를 시작으로 소위 일본판 금융 빅뱅을 추진하면서
본격적으로 금융 개혁을 진행하였다.4) 하지만 기대와 달리 일본 경기는 회복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 급기야 금융 빅뱅 이듬해인 1997년 제2차 불황까지 겹치면서 일
본 경제는 크게 흔들렸고, 1998년 명목 GDP가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데
이어 실질 GDP도 다시금 마이너스대로 주저앉았다. 그런 와중에 1997년 11월 산요증
권(三洋証券)를 시작으로 홋카이도타쿠쇼쿠은행(北海道拓殖銀行) 파산, 야마이치증권(山
一証券) 자진 폐업이 연이어 일어나면서 일본 금융시장 내 불안은 수그러들기는커녕
더욱 확대되었다.
<그림 1> 일본의 금융 빅뱅 전후 경제성장률, 금리 추이‘
시장금리

실질 경제성장률

출처：日本銀行 각 연도 시계열통계 자료

금융 빅뱅 직후 오히려 일본 거시 경제상황이 악화되고 금융시장의 불안이 심화되면
서 일본 정부로서는 자생전략으로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재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
이자 그 타개책의 일환으로 금융감독청과 금융재생위원회를 새로 발족시켜 일본 금융
감독체계를 폭넓게 재단하게 하였다.
특히, 종전까지 일본 금융 전반에 대해 감독, 검사권을 독점 행사해 오던 대장성(大
蔵省) 공무원들이 1998년 오직사건(汚職事件)에 휘말리면서 금융감독에 대한 사회적
4) Free는 시장원리가 작동하는 자유 시장, Fair는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장 그리고 Global은
국제적으로 시대를 앞서는 시장이라는 의미로 설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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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향이 크게 일어나고 그 여파가 중앙부처에 대한 강한 재편 요구로 번지게 되었다.5)
이에 위기의식을 느낀 일본 정부는 그간의 대장성과 금융기관 사이의 밀착 관계에 대
한 거센 비난 여론을 돌파할 묘책이 필요하게 되었고, 논의 끝에 동년 6월 새로운 금융
감독기구인 금융감독청을 설립함과 동시에 종전 대장성이 독점 행사했던 은행, 증권회
사에 대한 검사 및 감독권을 금융감독청에 전격 이관시키고, 금융시장 위기관리와 금
융업에 대한 경영건전성 감독 및 검사를 총괄 수행할 기구로 금융재생위원회를 새로
만들어 금융감독청 산하에 배치해 금융감독체계 재편에 박차를 가했다.
이어 2000년 7월 일본 정부는 또다시 대장성이 가지고 있던 금융제도 기획, 입안권
을 금융감독청으로 이관하고, 관청명을 금융청으로 개명한 후 이듬해인 2001년 금융
재생위원회 업무마저 금융청 본청으로 흡수시킨 후 금융재생위원회를 폐지하였다.
<표 1> 일본의 금융감독체제 변천
시기

체재

금융 검사 감독권

∙ 당시 대장성의 접대뇌물사건 발생 여파로 중앙부처
금융감독청 설치 전까지
1998년
재편 요구
금융 감독 및 검사는 당시
6월
∙ 대장성의 은행국과 증권국의 민간 금융회사에 대한
대장성(현 재무성)이 관할
검사, 감독권을 금융감독청으로 이관, 분리
1998년
11월

총리부 관할의
금융재생위원회 발족,
금융감독청 산하 관리

∙ 금융사 파산처리, 금융위기관리에 대한 조사, 기획
입안 총괄
∙ 은행, 보험, 증권, 기타 금융업에 대한 경영건전성
감독, 검사 업무 수행

2000년
7월

금융감독청,
금융청으로 재편

∙ 금융제도 기획, 입안 관련 업무는 대장성이 그대로
관장해오다 금융감독청을 금융청으로 재편하면서
대장성 업무 이관

2001년
1월

금융재생위원회 폐지

2017년
7월

금융청 개혁 착수1)

∙ 금융청으로 업무 통합
∙ 조직 문화, 지배구조 개혁
∙ ｢국민을 위한, 국익을 위한 끊임없는 자기 개혁으로｣
이라는 개혁 모토 아래 금융 행정의 질 향상 목표
∙ 금융행정 운영 검토 프로세스에 민간 전문가 참여
∙ 행정 운영의 질을 높이기 위해 금융행정에 대한 외부
평가 실시 등

주：1) 2017년 7월 착수된 금융청 개혁 착수 내용은 본 절에서 다루는 시기를 뛰어 넘는 내용이나,
일본 금융감독체제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 첨부한 것임.
출처：日本 金融庁
5) 1998년 1월 당시 대장성 금융검사부 소속 공무원들이 장기간에 걸쳐 시중 은행 임직원들에게 거
액의 유흥 접대와 뇌물을 받은 대가로 은행 검사 일정을 알려주고 감독 편의를 봐준 사실이 발각
되어 검찰에 전격 체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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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금융감독체계는 <표 1>에서 보듯이 대장성, 금융감독청, 금융재생위원회 그리
고 현재 금융청으로 재편되어 왔고, 이에 맞춰 금융개혁도 속도감 있게 진척되었다. 이
러한 금융개혁 과정에서 금융 분야 ADR에 관한 논의가 서서히 싹이 트이기 시작했고,
이에 맞춰 일본 정부는 금융 빅뱅의 후속책으로 다방면의 금융시스템 개혁이 추진되는
동시에 금융소비자 보호 환경 정비에 나섰다.
그런 와중에 일본 정부가 심혈을 기울인 것 중 하나가 종전 금융업태별 규제를 거래
규율, 사업자규율, 시장규율 등 세 가지 기능별 업태 횡단적 금융법제로 재편하는 것이
었는데, 이 세 가지 기능별 규율 중 거래규율에 금융이용자 보호 및 소비자가 안심하고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환경 정비 내용이 포함되었다. 이후 1998년 8월 금융감독청에
설치된 금융심의회에서 첫 의제로 금융상품 판매 권유에 관한 규제 정비와 함께 규제
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안을 선정함으로써 금융 분야 ADR제도 도입이 정식
으로 거론되었고, 이에 맞춰 금융심의회가 중요 추진과제로 소비자 금융교육과 함께
금융 분야 ADR제도 도입을 제안하기에 이른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이 있는 데, 바로 일본에서 금융 분야
ADR 왜 도입하려 했는지에 대한 배경이다. 이를 보기 위해서는 먼저 그 당시 일본 금
융시장을 봐야 한다.
당시 일본에서는 금융 불만 및 분쟁 발생이 계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금융소비자 사
이에서 금융 불만과 분쟁사안을 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사법제도를 오롯이 이용
해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늘고 있었다. 다시 말해, 일본 금융소비자들은 사
법제도를 통한 금융 불만과 분쟁 해결을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 그리고 사법절차에 대
한 불편성을 감수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일었고, 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차츰 쌓이고 있었다. 또 한편으로는 금융당국 내에서도 신속하고 간단하면서도 편리해
야 하고 또 당사자 쌍방의 납득이 중요한 금융 불만과 분쟁 해결을 꼭 재판이라는 사법
제도로만 해결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 제기가 확산되기 시작했었다.
결국 이러한 사회 분위기와 금융당국의 인식 변화가 새로운 금융 불만과 분쟁 해결
방식으로 금융 분야 ADR 도입을 불러온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당시 일본에서는 금융
거래를 둘러싼 소비자 불만과 분쟁해결절차가 금융업종별로 제각각 운영되고 있었던
때라 전체적으로 통일된 규정이나, 업계 규칙 등이 전무했고, 각 금융회사와 협회 등
업계 단체가 각기 개별 대응체제가 단단히 뿌리내려져 있었다. 그러한 상황에서 일본
정부 또한 금융 불만이 여타 재화에 대한 소비자 불만과는 다른 특징이 있음을 인식하
고, 엄격한 재판 절차와는 다른 당사자의 자주성, 자율성을 살린 해결이 필요하다는 정
책적 판단을 내리게 했던 것이다.
일본 정부가 당시 인정한 금융 불만의 특징은 다음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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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의 분쟁 발생 건도 적지 않으나, 소액 사안도 많아 간편하고, 신속한 분쟁해결이
요구되고, 둘째, 상품 설명에 관한 불만과 분쟁 건이 많아 계약 대상 비가시성과 함께
사실 확인이 어렵고 당사자의 인정도 곤란한 경우가 적지 않고, 셋째, 금융상품의 복잡
성, 다양성으로 인해 불만 및 분쟁해결에 고도 전문성이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금융 불
만은 오해나 감정적 갈등에 꼬이는 사례가 많아 이를 해결하자면 무엇보다 당사자 쌍
방의 납득이 중요하다는 점을 뽑았다.
일본에서는 무엇보다 간소, 간편, 신속하고 또 비용이 저렴한 해결, 또 다양한 분야
의 전문가 지식을 동원해 문제를 풀고, 법률상의 권리 의무의 존재 여부에 치우치지 않
고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강구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던 터라 일본 정부는 금융 불만의
특징을 참작해 유연한 대응이 가능한 재판 외 분쟁처리제도가 민사소송제도의 보완으
로 유효한 수단이지 않을까 하는 인식이 점차 강해졌고, 재판 외 분쟁처리제도를 통해
금융소비자 불만 해결 및 예방 그리고 나아가 불만 발생요인을 제거해 각 업태 및 금융
시장에 대한 소비자 신뢰 향상으로 연결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졌다.6)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때부터 금융당국 주도로 금융 분야 ADR 도입 검토가 본격화
되었고, 1999년 4월 금융심의회 제1분과 도매ㆍ소매금융 실무반(이하, 실무반)에서 분
쟁처리제도를 정비하기 시작하였다.7) 이어 동년 6월 금융분야 ADR 도입 검토 의제를
담은 도매ㆍ소매금융 실무반 리포트 작성을 시작으로 본격 논의에 들어갔다. 이후 실
무반은 추가 논의를 거쳐 금융심의회에 「금융 분야에서의 재판 외 분쟁처리제도 정비
에 대해」라는 보고서 제출을 시작으로 ADR제도 도입의 밑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였
다.8) 그리고 이를 받아 금융심의회는 「21세기를 떠받치는 새로운 금융 틀에 대해」라는
답신서를 작성해 대장성에 보고하고 금융 분야 ADR 정비를 공식화했다.
금융심의회의 당시 답신서를 보면, 주안점은 다음 두 가지 사안이었다. 그 첫째가 금
융 분야 ADR이고, 둘째는 일본 증권시장의 인프라 정비와 증권결제시스템에 관한 것
이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금융심의회가 실무반의 최종보고서(2000년 6월
9일)를 받은 후 경과기일 없이 곧바로(동년 6월 27일) 처리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금융
분야 ADR 도입에 대한 일본 정부의 강한 의지로 해석되는 동시에 그 당시 대장성, 금
융감독청과 금융심의회가 얼마나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는지를 볼 수 있는 대목이라 하
겠다.9)
6) 大森 泰人 외(2011) pp. 22-25.
7) 원 명칭은 ホールセールㆍリテールに関するワーキンググループ으로, 1999년 4월 6회차 회의부
터 분쟁처리제도를 의제로 올려 검토하기 시작하였다. 당시 실무반에는 변호사(3인), 교수(3인),
언론인(1인) 등 7인 멤버로 구성되었고, 옵서버로 은행(3인), 증권(2인), 보험(1인, 동경해상 경영
기획부 과장)이 참여하고, 관청에서는 법무성, 일본은행, 금융감독청 직원이 참석하였다.
8) 1999년 1월부터 시작된 금융심의회 논의는 2000년 6월까지 총 25회 실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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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금융심의회의 답신서에는 일본의 금융 분야 ADR 도입을 위해 무엇을 고민하
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인가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성 등 일본 금융시장에 이
식할 ADR 틀이 종합 정리되어 있었다. 특히, 일본의 금융 불만과 분쟁처리 관련 제도
의 문제점, ADR 제도의 기대효과, 금융 분야 ADR 정비의 방향성이 총망라되어 담겼
을 뿐 아니라 금융심의회의 답신서와 그 안에 첨부된 실무반 보고서에는 일본 금융당
국이 당시 고민했던 것과 향후 지향했던 바가 매우 구체적으로 적시되었다.10)
한편, 2000년 9월 일본 금융 ADR 도입 추진의 실질 기획자로 금융소비자 불만 및
분쟁해결제도 재단할 금융트러블연락조정협의회(이하, 조정협의회)가 자율협의체로 만
들어졌다. 이 조정협의회에는 소비자행정기관, 소비자단체, 업계, 변호사회와 금융당국
이 참여하였고, 출범과 동시에 영국의 ADR 제도를 주시하면서 원활한 ADR 체제 도입
과 정착을 위한 운영모델 설계에 곧바로 착수하였다.11)
실제로 조정협의회는 첫 번째 회의에서 개별 분쟁처리기관 간 연계 강화, 불만 및 분
쟁처리절차 투명화, 불만 및 분쟁처리사안에 대한 후속조치 체제 충실화, 불만 및 분쟁
처리실적 적극 공표, 홍보활동을 포함한 소비자 접근성 개선 등 5가지 사안을 구체적
운영 목표로 설정하고, ADR 제도 도입체제 정비에 돌입하였다. 이처럼 조정협의회가
빠르게 움직일 수 있었던 것은 이미 금융심의회에서 일본 금융시장 내 ADR 도입을 기
정사실화했기 때문이었다.
이상과 같이 1996년 금융 빅뱅을 시발로 2000년까지 일본 정부는 금융감독체제 개
편과 금융소비자 보호 환경 정비 등 금융시스템 개혁에 박차를 가했고, 그 속에서 금융
판매 창구 원스톱화와 금융법제 통일화 등이 추진되면서 일본판 금융 분야 ADR 제도
도입의 틀이 금융심의회로부터 일궈졌다.

2. 금융 분야 ADR 운영 체제 설계(2001년~2010년)
2001년 시작과 함께 일본 금융심의회가 나서 금융시장 재구축의 일환으로 금융소비
9) 실제 당시 일본 금융감독청, 일본은행, 금융재생위원회 인사가 금융심의회 옵서버로 참여해 상호
간 인식 교류가 실시간으로 이루어졌다.
10) 당시 실무반이 작성한 보고서에는 금융ADR 도입 시 고려사안과 논점별 스탠스, 제도 운영 시
참고사항이 종합 정리되었다. 이 실무반의 금융심의회 보고 내용은 일본의 금융 ADR법 제정과
금융 ADR 운영 모델 설계 시 시금석 역할을 하게 된다.
11) 조정협의회는 2000년 9월 첫 회의를 시작으로 2018년 현재까지 계속 운영되고 있다. 그간 조
정협의회는 제1차 회의(2000년 9월 7일) 후 지금까지 55차 회의(2018년 6월 27일)가 열렸다.
참고로, 2018년 6월 말 기준 조정협의회는 각 업권 ADR 지정단체8개 기관을 비롯해 소비자단
체, 변호사회, 학계 및 소비자청, 금융청 관계자 등 총 37명 외 사무국 1명 참석하였으며, 조정
협의회 사무국은 금융청 내 총무기획국 기획과 금융트러블해결제도추진실장이 총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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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보호 규정 제정, 금융트러블 발생 시 신속한 피해구제조치 강구, 금융소비자 교육 및
계발 등 3가지 현안과제를 의결하기에 이른다. 이중 금융심의회는 금융 분야 ADR을
소비자 보호 및 금융트러블에 대한 신속한 대응조치라는 범주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를
이어 나갔다.
이후 조정협의회가 2002년 4월 불만 및 분쟁처리모델 워킹그룹에서 확정한 금융 불
만 및 분쟁해결지원모델(이하, 지원모델)을 제시하고, 각 금융회사와 업계 단체가 이를
준용해 불만처리 및 분쟁해결에 나서도록 조치하면서부터 일본의 금융 불만과 분쟁 처
리 흐름이 바뀌어 나갔다.12)
특히, 이 지원모델은 금융 불만과 분쟁처리의 목표와 목적 그리고 불만의 정의 및 불
만처리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이 모두 정리되어 있다는 점, 금융상품 등에 관한 소비자의
불만과 분쟁발생에 대해 공정하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신속하고 투명한 해결책 제시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점이 유의미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지원모델의 무게감은 불만과
분쟁해결체계 재정비를 위한 구체적 방향성이 정리되어 있다는 점으로, 그중에서도 다
음과 같은 것들이 전체 중량감을 더해 주는 것으로 평가된다.
첫째, 금융상품 등에 관한 소비자 불만 및 분쟁을 공정, 중립적 입장에서 신속하고
투명하게 해결함으로써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고, 금융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한다
는 것을 불만 및 분쟁처리에 대한 기본 이념으로 정립했다는 점이다. 이는 금융회사의
불만 및 분쟁처리에 대한 인식의 방향성을 명료하게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
다. 나아가 이 기본 이념의 적용 대상을 민간형 ADR로 꼭 집고, 이를 각 업권의 불만
및 분쟁해결기관 규범으로 삼을 것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 또한 이 지원모델의 무게를
배가한다 하겠다.
둘째, 불만 및 분쟁해결 지원모델의 운영 이념으로 불만 및 분쟁 발생 원인에 대한
규명과 그 재발 방지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동종의 불만 및 분쟁 재발방지
및 확대 방지와 예방을 중시함을 담고 있다는 점으로, 이는 불만과 분쟁해결을 통해 소
비자를 보호하고, 해당 금융업종의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불만 발생의 원인과
그 배경을 소상히 밝힐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고 있는 점에서 주목된다.
셋째, 금융 불만과 분쟁에 대해 다음 <표 2>와 같이 각각 정의를 내렸다는 점으로,
이에 따라 금융 불만이 분쟁해결 지원기관의 규칙에 정해져 있는 절차에 따라 해결될
수 있는 범위 내의 것으로 규정되게 되었다. 이는 금융 불만과 분쟁해결의 범위를 획정

12) 워킹그룹은 소비자행정기관 대표로 국민생활센터 상담실장을 비롯해 소비자단체(2인) 및 금융업
권별 대표단체(5인), 변호사회(2인), 학계(3인) 그리고 금융청 총무기획국과장 등 14명 구성되었
다. 여기서 금융업권별 대표단체는 일본손보협회, 생보협회, 전국대부업협회, 전국은행협회, 일
본증권업협회 등 5개 협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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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나아가 이 정의는 이후 금융업권별 ADR 기관이 운영규정
과 규칙에 금융 불만과 분쟁 정의를 포함하는 토대가 되었다는 점에서도 그 의미가 한
결 더 크다 하겠다.
<표 2> 금융 불만과 분쟁에 대한 정의
구분

정의

불만

관계자의 책임 또는 책무에 기초한 행위나, 상품이나 서비스 내용 또는 영업활
동 등에 기인해 어떠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

분쟁

상기 불만 사례 중 당사자 간에 해결이 되지 않아 소비자가 각 기관에서 정한
분쟁해결지원 규칙에 따라 그 처리를 신청하여 해당 규칙에 따라 해결을 도모
하는 것

출처：日本 金融トラブル連絡調整協議会

넷째, 불만 및 분쟁해결지원 담당자의 능력 제고와 인력 육성을 규정화했다는 점이
다. 실제 불만 및 분쟁해결지원 절차가 충분히 기능하려면 불만 및 분쟁사안의 해결을
지원하는 담당자의 능력 향상이 불가결하다. 이에 불만 및 분쟁해결 담당자는 경험, 연
수이력 등을 고려해 임용할 것을 규정화하도록 요구한 것이다. 또한 담당자 연수 등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관련 지식과 능력이 체화될 수 있도록 연수 내용 등을 구체화하
도록 제시한 것도 그 의미가 크다.
마지막으로, 금융당국에 대한 요구사항도 명료하게 적시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즉, 금융업계 자율에 의한 불만 및 분쟁해결에 금융당국이 지원토록 정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금융 불만 및 분쟁은 직접 당사자인 금융업계가 자발적으로 대응하는 것
임을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금융당국은 단지 불만 및 분쟁해결지원 개선 활동을 지원
하는 것으로 정리한 점이다.
한편, 조정협의회는 불만 및 분쟁해결 지원기관에 소비자 이용을 촉진한다는 관점에
서 금융당국이 해야 할 두 가지 사안을 제안하였는데, 그 첫째가 개별 불만 및 분쟁해
결 지원기관 간 정보ㆍ의견 교환을 통한 각 기관의 운영 개선 및 기관 간 협력 촉진이
고, 둘째 불만 및 분쟁해결 지원기관에 관한 적극적인 정보 제공이었다.
그런데 이 시기 또 하나 눈여겨볼 것이 바로 민간 ADR을 활성화할 목적으로 제정된
재판 외 분쟁해결절차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ADR 촉진법)이다. 이 ADR 촉진법
은 2004년 12월 공포되어, 2007년 4월에 시행된 법으로, 2009년 제정되는 금융 분야
ADR 시행 근거법인 금융ADR법의 기틀이 되었다는 점에서 주목받을 가치가 있다.13)
13) ADR 촉진법은 전체 조문 5장 34조, 부칙 4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후 2009년 일본 정부가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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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ADR 촉진법의 제정 경위를 보자면, 1999년 일본 정부가 사법제도개혁심의회
를 설치해 사법제도에 대한 전면 개혁을 착수한 때로 올라간다. 당시 일본 정부는 명확
한 규율과 자기책임원칙에 따른 사후 체크ㆍ구제형 사회로의 전환이라는 명제를 설정
하고, 법이용자인 일반 국민의 시각에서 사법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결정한다.
그리고 이에 따라 논의된 사법제도 개혁안에 배심원제도 도입과 함께 ADR 기능 확대
및 활성화 도모 방안을 포함시켜 새로운 법 제정에 착수한 것이다.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ADR의 존재 의의와 국민 인식 및 이해 부족을 타개할 필요성
과 함께 민간 ADR에 대한 정보가 불충분해 국민이 이를 이용하는 데 주저하고 불안감
을 느낄 수 있다는 우려로 ADR 촉진법의 제정을 서둘렀다. 더욱이 실제 분쟁 조정 및
알선 등에 전문가가 관여할 경우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었던 데다 ADR 진행 시 시
효가 중지되지 않고, 재판과 연계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점에서 편의성 제고를 위
한 법제도 정비가 필요했다는 것도 일본 정부가 ADR 촉진법 제정에 적극 나선 배경이
었다.
한편, 이와는 별개로 일본 정부는 중재에 관한 법률을 국제정합성 도모 차원에서
2003년 8월 개정 공포, 2004년 3월 시행했다. 이는 일본 중재법 제정(1890년) 후 113
년 만의 전면 개정으로, 중재제도의 국제표준인 국제상사중재모델법(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준용한 것이었다. 이 중
재법 역시 민간 ADR제도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법적 뒷받침 차원에서 개정한 것으
로, 중재 합의 대상 분쟁에 대해 소송 제기 불가, 중재절차 개시 시 소멸시효 중단 등
의 내용이 새로 담겼다.
이상과 같이 ADR 활성화 촉진을 위한 일본 정부의 전방위 지원 속에 금융심의회는
조정협의회의 금융 불만 및 분쟁해결지원모델을 토대로 추가 검토과정을 거쳐 2008년
12월 금융심의회 금융 분과 주도로 최종 민간 ADR 도입방안인 금융 분야의 재판 외
분쟁해결제도의 기본방향을 마련해 정부에 제출하였고, 이것이 토대가 되어 최종 금융
ADR 도입 방향이 확정되었다. 이때부터 금융ADR 용어가 재판 외 분쟁해결제도와 병
기되다가 이후 금융 ADR로 용어 통일이 되고, 금융심의회가 제시한 기본방향에 따라
앞으로 일본의 금융 분야 ADR제도 도입 방향이 종결되었다.
이후 일본 정부는 금융심의회의 최종 보고서를 받아 16개 금융업법에 지정분쟁해결
기관제도에 관한 규정 신설을 골자로 한 금융상품거래법 등의 일부 개정 법률안을
2009년 3월에 각의에서 결정하고 국회로 송부하였다.14) 이후 동 법률안은 중의원 재
융ADR법을 제정하면서 이 ADR 촉진법의 규정을 상당부분 준용하였다. 다만, 금융ADR법은 각
금융업법에서 금융회사가 일정한 대응을 하도록 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충실히 도모한다는 점
에서 민간의 ADR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ADR 촉진법과는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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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금융위원회를 거쳐 중의원 본회의에서 가결되고, 이어 참의원 재정금융위원회에서
통과됨으로써 일본 금융ADR제도 도입을 위한 법 개정이 완결되었다. 그리고 난 후 일
본 정부는 금융 ADR법이 완성됨에 따라 각 금융업권을 규율하는 각 업법에 금융
ADR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민간 금융협회 주도의 금융 ADR 제도 도입의 법적 근거를
완비하고, 금융ADR법 시행 후속책으로 금융상품 거래법 등의 일부 개정 법률 시행에
따른 관계법령의 정비 등에 관한 법령을 2009년 12월 공포하였다.
한편, 금융 분야 ADR에서 지정분쟁해결기관 관련 신청에 대한 심사 기준을 명확히
한 금융 분야 ADR 가이드라인이 2010년 4월 발표됨으로써 각 금융협회는 이에 맞춰
지정분쟁해결기관 지정을 준비해 신청토록 하였다. 그리고 이와 함께 일본 정부는 금
융 분야 ADR 시행에 따른 금융감독지침 및 금융검사매뉴얼을 개정하고, 2010년 6월
발표함으로써 일본판 민간 금융ADR제도 도입체계를 마무리하였다. 이후 각 금융회사
와 금융협회는 일련의 법 규정과 시행령 그리고 금융분야 ADR 가이드라인에 근거해
각기 ADR 운영체계를 정립하고 본격적으로 ADR 시행에 들어가기에 이르렀다.

Ⅳ. 일본 보험 ADR 운영구조 변천과 안착 과정
1. 신구체제 양립(2010년 9월~2012년 4월)
일본에서는 1996년부터 2010년까지 ADR 제도 도입의 틀이 완성되고, 이에 맞춰
일본손해보험협회(이하, 손보협회)는 개정된 보험업법 규정에 따라 지정분쟁해결기관
을 신청하였다.15) 그리고 2010년 9월 손해보험 지정분쟁해결기관으로 승인을 받은 손
보협회는 즉시 보험ADR 운영기구로 손해보험분쟁해결지원센터(약칭 손보ADR센터)를
설립하고, 손해보험업무 등에 대한 분쟁해결업무규정을 제정해 보험소비자 불만과 분
쟁에 대한 정의 등을 다음 <표 3>과 같이 규정화하였다.

14) 각 금융업법에 새로 ADR 규정이 포함되고, 이들 각 금융업법에 신설된 ADR 규정들을 통틀어
금융ADR법 또는 금융ADR제도(금융분야에서의 재판외분쟁해결제도)로 통칭된다. 다만, 이 금융
ADR법은 앞서 2007년 제정된 ADR 촉진법을 상당 준용하고 있으나, 금융ADR법이 각 금융업
법에서 금융회사가 일정한 대응을 하도록 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충실히 도모한다는 점에서
민간 ADR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ADR 촉진법과는 차이가 있다.
15) 일본손해보험협회는 분쟁해결 등의 업무를 행하는 ADR 지정분쟁해결기관으로 내각대신이 지정
하며, 근거법령은 금융ADR법 제2조, 보험업법 308조의 2 제1항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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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손해보험업무 등에 대한 분쟁해결업무규정(제2조 3)
구분

정의

불만

① 손해보험업무 등에 관한 불만족의 표명
② 자동차배상책임보험회사업 등에 관한 불만족의 표명

분쟁

상기 불만 가운데 당사자 간 해결하지 못하고 제29조에 정하는 분쟁해결절차
신청이 가능한 것

출처：日本損害保険協会

또한 손보협회는 손보ADR센터 안에 ADR평의회와 ADR운영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여기서 ADR평의회는 지정 ADR업무에 관한 의사결정기관으로, 업무집행권한을 손보
협회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아 사업계획 예산, 규정 제정, 개정 및 폐지 등 중요사항에
대한 심의, 결정 권한을 가지며, ADR평의회 위원으로는 외부 공익위원 2인, 손보협회
상근임원 2인, ADR 운영위원회 위원장 1인 등 5인으로 구성하였다.16) 그리고 ADR운
영위원회는 ADR평의회 하부조직으로, 실무 및 평의회 부의사항을 사전 심의하도록 조
직되었다.17)
<그림 2> 일본손보협회의 소비자 상담, 불만, 분쟁 대응체계(2010년~2011년)

출처：日本損害保険協会
16) 평의회의 의장과 부의장은 외부 공익위원 중에서 선출되며, 외부 공익위원은 임기 2년으로 연임
이 가능하게 했다(山本 和彦ㆍ井上 聡 2012, p. 265).
17) 운영위원회 위원은 분쟁해결위원 4인, 손보협회 임원 2인 등 6인으로 구성되었다(山本 和彦ㆍ井
上 聡 2012, p. 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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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2012년 4월 손보ADR센터로 모든 소비자 상담, 불만, 분쟁 업무가 통합되기
전까지 신구체제가 공존하는 형태로 운영되었는데, 이 시기 손보협회의 소비자 상담,
불만, 분쟁 대응체계는 위의 <그림 2>와 같이 구조화되어 있었다. <그림 2>에서와 같
이 ADR 시행 초기에는 종전 손보협회 본부와 각 지부에서 운영해 오던 손해보험상담
실과 자동차보험청구상담센터에서 그대로 소비자 상담 및 문의 대응을 하고, 지정분쟁
기관 업무는 손보협회본부에 설립된 손보ADR센터가 담당하는 이원화체제로 운영되었
다. 그리고 그동안 도쿄와 오사카에서 운영되던 손해보험조정위원회는 손보ADR센터
가 담당하는 분쟁해결절차 합의제의 심사의 장으로 그 기능을 이동시키고, 명칭 또한
심사회로 변경하였다.18)

2. 체제 일원화(2012년 이후)
종전 손보협회가 자체적으로 운영했던 보험소비자 불만 및 분쟁 대응체제와 함께 공
존했던 ADR체제의 양립 기간을 거쳐 2012년 4월 손보협회는 손보ADR체제의 공고화
를 위해 그간 존립시켰던 소비자 상담, 불만, 분쟁 접수체제를 손보ADR센터로 통합
일원화시킨다. 그 과정에서 손보협회는 손보ADR센터의 정식 명칭을 기존 손해보험 분
쟁해결 지원센터에서 손해보험 상담, 분쟁해결 지원센터로 개명하고, ADR체제 정착에
매진하였다.
당시 진행되었던 신구체제 통합과정을 보면, 우선 손보협회는 손해보험상담실과 자
동차보험청구상담창구 업무를 손보ADR센터 내 흡수시키면서 체제 통합을 발동시켰
다. 이어 손보협회는 법적 근거인 보험업법 규정에 따라 손보회사와 소비자의 불만 문
제가 해결되지 않은 경우 소비자 불만 접수나 소비자와 손보사 사이의 화해안 제시 등
의 분쟁해결 지원을 손보ADR센터가 전담하는 체계로 일원화시켰다.
또한 손보협회는 손보ADR센터에서 취급하는 불만과 분쟁의 범위로 손보협회와 지
정분쟁해결기관에 관한 절차 실시 기본 계약을 체결한 손보사(손보협회 회원사 26개
사)와 관련된 것으로 한정했다. 이로써 손보협회와 지정분쟁해결기관에 관한 절차 실시
기본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외국 손해보험회사는 외국손해보험협회에서 운영하는 일반
사단법인 보험옴부즈만을 통해 보험 불만 및 분쟁에 대응하는 이원체제가 일본 손해보
험시장에 형성되었다.

18) 山本 和彦ㆍ井上 聡(2012), pp. 263-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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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일본손보협회의 소비자 상담, 불만, 분쟁 대응체계(2012년 이후)

출처：日本損害保険協会 そんぽADRセンター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쳐 신구체제를 통합한 후 손보협회는 ADR운영체제를 견고
히 뿌리내릴 수 있는 토대를 다진 결과, 손보ADR센터의 보험소비자 불만처리절차의
효율성이 제고되고, 또한 불만해결건수가 늘어나면서 소비자의 절차 이용 인식도 차츰
호전되기 시작하였다.
실제 2014년까지 불만처리절차 진행률은 20%대에 머물렀으나, 2015년 이후 40%
대로 상승하였고, 이후 그 추세가 계속 이어졌다. 그리고 이러한 불만처리절차 진행률
의 상승은 2012년 이후 3년 만에 손보ADR센터가 시장에 안착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것이어서 매우 의미 있는 시그널로 해석된다.
그리고 불만처리절차 진행에도 불구하고 보험소비자와 보험회사가 서로 납득이 안
돼 분쟁해결절차로 넘겨져 처리된 결과 역시 손보ADR체제 일원화 후 화해 성립률은
보험 ADR 시행 초기였던 2012년 30.6%였던 것이 2015년 37.1% 그리고 2017년
43.2% 등으로 계속 상승하고, 화해 실패율은 계속 반대로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추이
를 보였다. 이러한 현상 또한 일본 보험시장에서 보험 ADR체제가 안착하고 있다는 반
증으로 평가할 수 있다.19)
19) 일본손해보험협회의 보험 ADR 운영 추세를 시계열 자료로 분석한 남상욱(2019)에 따르면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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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손보ADR센터의 불만처리절차 진행률
불만접수1)(a)

(단위：건, %)

불만처리절차2)(b)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b)/(a)×100

20.79

26.19

41.90

43.55

41.19

36.12

주：1) 소비자가 불만 신청서를 작성해 손보ADR센터에 접수한 것
2) 불만을 접수한 소비자의 의사에 따라 손보ADR센터가 소비자 불만 내용을 해당 손보사에 통
보하고 이에 대한 해결을 요구한 것
출처：日本損害保険協会「そんぽADRセンターにおける苦情ㆍ紛争解決手続の実施概況」
각호

Ⅴ. 일본의 보험 ADR 평가 및 시사점
어떠한 대상에 대해 불만이 생기고 그 불만이 제때 해소되지 않아 분쟁으로까지 확
대되면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먼저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을 유형별로
나누면, 크게 당사자 간 상호 합의에 의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고, 그것이 안 되
면 소송을 통해 시비를 법률에 의거해 재판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가 제3자를 통
한 알선, 조정, 중재와 같은 ADR이다.
ADR은 불만 및 분쟁 발생 당사자 간 합의와 조정을 이끌어 내는 재판을 대체하는
갈등 해소 방법으로, 무엇보다 소송에 따른 과다하고 또 불필요하고 사회적 비용 지출
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ADR을 통한 분쟁 해결은 당사
자 사이의 신뢰의 싹을 틔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갈등 문제 해소
해결절차 진행 결과 비록 화해 성립보다는 화해 불성립 비중이 높기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간극이 점점 좁혀지고 있다. 그리고 손해보험회사가 의무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특별조정도
크게 줄어들고 있는데, 이는 보험회사가 의무적 화해안을 수용하기 보다는 보험소비자와 보험회
사가 상호 납득할 수 있는 화해안으로 화해를 성사시키는 것이 증가하고 했음을 역설적으로 보
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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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더 유리한 데다 그렇게 만들어진 상호 신뢰가 성장의 토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는다.
이러한 점에서 일본의 금융 분야 ADR 제도 도입과 실제 일본손해보험협회의 보험
ADR 체계 운영에 대한 평가를 사회적 편익 측면, 보험소비자 편의 측면 그리고 보험
업의 지속발전 측면으로 나눠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사회적 편익 측면이다. 일본에서는 1996년 금융 빅뱅을 추진하면서 금융당국
이 나서 금융소비자의 불만을 신속하고 편리하고 그리고 비용 지출에 따른 부담 경감
과 공정한 해결 도모를 위한 관련 금융제도 개혁에 나섰다. 그리고 그동안 일본 금융시
장에 쌓여 온 금융소비자의 불만 해결 통로를 공정, 공평하게 새로 만들고, 분쟁 발생
시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모두 납득할 수 있는 갈등 해소 구현 차원에서 금융 분야
ADR를 전격 도입하였다.
이러한 일본의 ADR 도입 추진은 소위 공정하고 인정미 넘치는 중재 실현을 지향하
면서 관 중심이 아닌 민관이 같이 제도 도입방안을 숙의해 제도 운영의 틀을 마련했다
는 점에서 높게 평가된다.20)
즉, 일본의 금융 분야 ADR은 민간주도로 무엇보다 행정기관 등을 거친 반 자율적
합의 유도가 아닌 금융권별로 자체 설립한 협회가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간 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체계라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둘째, 보험소비자의 편의 측면이다. 일련의 금융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만은 누
구보다 그 상대방인 금융회사가 가장 잘 알고 또 해결할 수 있는 주체도 상대방인 그
금융회사가 적격이다. 불만이 발생하면 우선 불만 요인을 일으킨 상대방을 찾아 그 해
결을 요구하고, 금융회사는 금융소비자의 불만을 합리적으로 해결해 주는 것이 소비자
로서는 가장 편리하다.
이런 점에서 일본은 금융 ADR 체계 속에서 제일 먼저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불만
을 해결하도록 불만처리 및 분쟁해결절차 진행의 전제조건으로 규정하고, 보험소비자
와 보험회사 간 문제 해결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다리를 설치했다. 보험
ADR 역시 불만처리절차 개시 전 접수된 소비자 불만은 반드시 해당 보험회사에 통보
하고, 당사자 간 협의해 거치게 하는 것을 첫 단계 대응 절차로 규정해 놓고 있고, 분
쟁해결절차에서도 소비자와 보험회사 간 구체적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사안은 불만처리절차를 다시 밟도록 규정하는 등 당사자 간 우선 협의를 중시하면서
보험소비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있다고 하겠다.
셋째, 보험업의 지속발전 측면에서 보면, 무엇보다 보험 ADR 운영을 통해 일본 보
20) 일본에서는 에도 시대 명판결로 알려진 오오오카 다다스케(大岡 忠相)의 이름을 따 오오오카의
중재 또는 판결이라는 의미의 오오오카 사바키(大岡裁き)라 호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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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소비자와 보험회사 사이의 믿음의 간극이 좁혀질 여지가 많이 생겼다는 점을 평가할
수 있다. 보험은 한마디로 신뢰 산업이다. 계약자의 신뢰, 일반 대중의 신뢰가 보험업
의 지속성장을 가능케 하는 밑거름이기 때문이다. 사실 일본은 버블 붕괴 이후 초저금
리 시대에 들어서면서 대량 이차역마진 사태가 벌어지고 보험회사 파산이 이어지면서
사회적 신뢰에 큰 손상을 입은 바 있다. 이후 일본 보험소비자는 보험 관련 불만과 분
쟁 발생이 많이 늘어났으나, 보험업계의 신속하고 효율적 대처로 소비자 불신이 더 커
지지 않고 잦아들었는데, 그 기반 중 하나가 보험 ADR 운영 체계라고 평가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일본 보험회사는 보험 ADR을 통해 계약자의 보험회사에 대한 불신으로
파생되는 여러 잡음 발생을 줄여나가면서 사회적 신뢰를 쌓아가는 전략을 택했고, 이
것이 시장에서 효과를 발휘해 지금은 2005년 보험금 미지급사태 전 사회적 신뢰 수준
을 회복하였다. 이는 현재 보험, 보험상품, 보험업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가 여전히 낮
은 우리나라 상황에서 보면, 앞으로 보험 신뢰를 높이기 위한 한 방도로 보험회사가 자
주적으로 보험소비자 불만을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해소해 나가는 것이 긴요함을 보여
준다 하겠다.
한편, 현행 우리나라의 보험 불만 및 분쟁해결 체계를 돌아보면, 그 운영과정에서 많
은 문제가 노정되고 있음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다. 특히,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과
명확하지 않은 보험 민원처리 기준 그리고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간 상호 불신의 골
이 부득이 깊어지는 문제 파생 등은 서둘러 개선해야 할 사안이다. 물론 현재 우리나라
에서도 금융분쟁위원회에서 보험 분쟁조정을 하고 있다. 그리고 보험소비자와 보험회
사 간 자율적 민원 조정을 할 수 있는 민원자율조정제도도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국내
보험 분쟁조정은 행정형 체제로 운영되고 있어 순수한 민간형 ADR체제와는 결이 다르
다. 그리고 민원자율조정제도의 경우도 감독당국을 거치고, 당사자 간 자율조정이 안되
면 감독당국이 직접 나서는 형태로 순수 ADR의 순기능을 충분히 달성하기 어려운 면
이 있다. 반면, 일본은 금융소비자 편익 증대와 소송에 따른 불필요한 비용 억제 그리
고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가 상호 신뢰하고 납득하는 데 초점을 맞춰 불만과 분쟁을
해소해 나가는 체계를 안착시켜 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일본이 ADR를 그동안 치밀하고 탄탄하게 정착시켜 나갈 수 있었던 원동력은 금융과
보험 불만의 제 특성을 잘 반영할 수 있는 체제 정립과 소비자와 금융회사 간 불신의
씨앗을 신속히 제거함으로써 당사자의 상호 신뢰를 높이는 ADR이 가지고 있는 순기
능이 작동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현재 우리 보험업계의 신뢰 수준은 예전에 비해 많이 좋아지기는 했으나, 아직 기대
에는 못 미치고 있다. 이에 따라 보험에 대한 사회적 수준 제고 차원에서라도 보험 불
만과 분쟁해결체계에 대한 손질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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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차원에서 먼저 생각해 볼만한 것이 우리도 금융 분야에 ADR 체제를 접목하
는 방안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금융분쟁위원회가 설치되어 이미 행정형 ADR 체제가
존속하고는 있으나, 일본처럼 순수 민간 주도의 ADR은 아니다. 따라서 우리도 순수
민간형 금융 분야 ADR 체계에 대한 도입에 대한 이제 심도 깊게 논의를 할 가치가 있
다. 특히, 현재 금융권 중 민원 발생이 가장 많은 보험업계의 보험 불만과 분쟁 해결
체계의 틀을 전면적으로 개선하는 것도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몇 가지 선행적으로 고려해 할 사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일차적으로 검토 가능한 것이 보험소비자가 불만 발생 시 감독원을 거치지 않
고 그 상대방인 보험회사가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경로를 공식적으로 만들어야 주
는 것이다. 즉, 불만이 생기면 곧바로 감독원에 민원을 넣지 말고 해당 보험회사에 접
수해 1차 해결토록 하고, 이 과정에서 당사자 간 원만한 해결이 안 되거나, 보험회사가
문제 해결을 회피하면 생, 손보협회의 불만해결절차를 거치게 하는 수순에 대해 공론
화해 볼 가치가 있다. 그렇게 하면, 감독당국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보험소비자 불만
해결이 시작되어 시간상으로 가장 빨리 해결될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보험회사의
책임경영의식도 높일 수 있고, 보험소비자와 보험회사 간 불신의 골도 자율적 해결을
통해 메울 기회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보험 민원에 대한 규정을 정립해 간접적으로 보험 민원 접수 대상
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보험 민원뿐 아니라 여타 금융 민원도 마
찬가지로 민원에 대한 정의 규정이 없이 운영되고 있다. 이는 민원에 대한 정의를 명확
히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민원 남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또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이 연구는 ADR에 대한 그간의 이론적 정의와 ADR 제도의 장단점에 대한 학
계 논의를 고찰하고, 일본 손해보험업계에서 보험 ADR를 도입해 시행하면서 나타난
실제 이점을 그간의 학계 주장과 대응해 살폈다. 그 결과, 그동안 많은 학자들의 주장
과 같이 ADR이 불만과 분쟁 당사자 간 갈등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통로로서 충분
히 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과 함께 불만과 분쟁 해결 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상
당히 해소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 연구의 한계는 일본 정부와 금융심의회 그리고 금융업계가 ADR 체제 도
입과 진척 논의 과정상에서 생산한 문헌 자료를 중심으로 간접적으로 제도 운영 과정
과 안착 상황을 추적해 실제 민관 사이의 이견 상충과 의견 조율 등에 대한 깊은 사정
까지는 밝히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더욱 정밀한 일본의 ADR 도입 과정사를
살피기 위해서는 문헌 연구 외 당시 관계자들의 증언을 모아 종합적으로 바라볼 필요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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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불만과 분쟁 해결의 궁극적 목표는 보험소비자 보호이다. 그리고 보험소비자의
불만을 잘 해소해야 보험업도 발전할 수 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사회적 비
용 발생을 가능한 차단하고, 보험소비자와 보험회사 간 불신이 아닌 신뢰의 길로 갈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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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ackground and Stabilization Process of
Non-Life Insurance ADR in Japan

Sang-Wook Nam*
21)

Abstract
This study is concerned with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ADR) for insurance
disputes of Japan, which is building trust between parties and reducing
unnecessary social costs by amicable coordinating of insurance consumer
complaints from a neutral and fair standpoint. In particular, this study tracked
how insurance complaints and dispute settlement system were reformed in
Japan, with attention directed to the background and process of designing
the financial ADR system, which was the trigger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insurance ADR. Complaints need to be prevented in advance. However, it
is no less dubious to connect that resolving complaints quickly and rationally
is very important in the management and trust of insurance companies. In
this regard, the case of Japan, which has settled insurance complaints and
disputes quickly and efficiently through the Insurance ADR, and above all, a
solution acceptable to both consumers and insurance companies, has much
to suggest to us.
<Key Words> ADR, Complaint, Dispute, Finance, Insurance,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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