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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적인 경기침체의 수렁으로부터 회복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올 4월의 총선과 20대 국회 개원
을 거치며 구조조정에 대한 본격적인 방침들이 제시되고 있음.
- 우리 경제가 정체 상황에 빠져 있다는 것이 다양한 거시경제지표
로도 반영되고 있는데, 미국발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막대한 추
경 및 정책자금 투입을 통한 반등(2010) 외에는 수년간 계속해서
3%대에 미치지 못하는 성장률을 기록
<표 1-1> 최근 주요 경제지표 추이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GDP상승률

2.9 4.9 3.9 5.2 5.5 2.8 0.7 6.5 3.7 2.3 2.9 3.3 2.6

물가상승률

3.5 3.6 2.8 2.2 2.5 4.7 2.8 3.0 4.0 2.2 1.3 1.3 2.2

자료 : 통계청(ko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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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활동의 원동력인 기업과 가계의 상황 역시 위기의 우려를 나
타내고 있는데,
- 영업활동으로 이자도 갚지 못하는 상황에 처한 기업들1)이 증가
하고 있고, 1,0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는 채무자 개인을 넘어
전체 경제 차원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금융기관 대출의
부실 또한 심화되고 있음.
◦ 적시에 구조조정과 사업재편이 되지 못한 결과, 경제 전반의 효율
성이 훼손되어 급변하는 기술·산업적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어 우리 경제의 미래에 대한 전망을 어둡게 함.
- 경제활동 과정에서 경기 변동과 기업·산업의 성장 및 쇠퇴는
필연적인 것으로 경쟁력이 떨어지거나 회복이 불가능해진 부문
의 정리와 신기술·신산업으로의 전환은 상시적으로 이루어져
야 함.
- IT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은 기업경쟁력과 산업생태계의 질서를
기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으며, 최근에는 자율주행, 인공지능
(AI), 3D프린팅, 사물인터넷 등이 본격화되고 있음.
◦ 그동안 수출의 주력을 담당해 오던 대기업들은 자동차, 반도체,

1) 영업활동을 통한 이익으로 이자비용을 얼마나 충당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이자보상
비율이 기업의 재무건전성을 나타내는 대표적 지표로 언급되고 있으며, 이자보상비율
100% 미만인 기업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여러 자료를 통해 나타나고 있음(하준·
정인환·채이배, 2015 등). 특히, 3년 연속으로 이자보상비율이 100%가 되지 않는 기업의
경우 언론을 통해 ‘좀비기업’이라는 명칭을 부여받으며 대표적인 구조조정 대상으로 지
적되고 있는데, 재무비율을 통한 정량적 평가가 중요하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현행 평가
의 객관성·공정성 및 자료의 한계를 감안해야 하고 재무지표 외의 다양한 부실 원인 및
과정에 대한 판단이 병행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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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해운, 철강, 화학 등과 같은 중후장대 제조업 제품 생산에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는 단계까지 올라섰지만, 급변하는
융합환경하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의 부재라는 위기상황에 처해
있음.
- 대표적 제조업 주요 산업에서도 매출액, 영업이익을 비롯한 주
요 재무지표들이 2010년대 초반의 정점을 지나 점차 쇠락하는 추
세를 나타내고 있음.
◦ 최근 총선 이후 정부의 본격적인 구조조정 추진 방침에 야당이
적극적인 입장을 표시하면서, 구조조정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분
위기 조성
- 이미 수년간 부실기업의 구조조정 및 사업재편 필요성이 제기되
어 왔고 정부에서도 ‘경제정책 방향’ 등을 통해 그 필요성을 인정
해왔지만, 구체적인 계획이나 방향을 제시하지는 못했음.
- 2016년 4월 20대 총선 이후 부총리의 구조조정 추진 발언(4.18)에
제1당이 된 야당(김종인 대표)이 적극적으로 화답하면서, 구조조
정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음.
- 작년 10월부터 차관급 협의체(금융위 산업별 경쟁력 강화와 구조
조정 협의체)와 실무회의 등을 통해 구조조정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지만, 원론적인 수준의 방침을 제시하는 수준에 그치다가
총선 이후 구조조정 논의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음.
◦ 구조조정은 문제가 생겼을 때 사후적 조치를 취하는 것보다는 위
기 발생의 초기 단계부터 즉각적인 처방을 취하는 것이 중요
- 구조조정에 관해 관계자들 대부분이 선제적·자발적 조치의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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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성을 이야기해 왔지만, 현실적으로 본질적 경쟁력과 무관한
계열사들을 정리하지 않고 한계기업들의 부실이 확대된 후에야
지원을 요청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음.
- 부실 판단은 결국 사후적(ex post)일 수밖에 없고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와 근본적인 경쟁력 저하를 명확하게 분별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부실화된 대규모 기업들의 경우 대부분 계열회사들을
통한 지원(subsidy)에 의존하다가 최악의 상황까지 와서 구조조
정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 문제2)
- 이미 이전 보고서들3)을 통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왔듯이
구조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상에는 여러 가
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1997년 외환위기를 거
치며 대기업집단 내에서도 상하위 집단 간 규모·실적의 격차가
확대되어 과도한 편중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계열사 간 출자
를 통한 기존 소유지배구조가 정상적인 상황뿐 아니라 위기 상
황에서의 기업 운영을 저해하는 구조가 고착화된 것이 큰 원인
으로 보임.
◦ 이러한 상황에서 주요 비교 대상국들의 다양한 구조조정 및 사업
재편 제도들을 분석·소개하여 우리 경제·산업 현실에 보다 적

2) 다음 장(제2장 구조조정 및 사업재편을 둘러싼 쟁점 및 현행 제도 검토)에서 언급하겠지
만 최근 구조조정 과정에서 채무기업-채권은행 간 자율협약 및 워크아웃(기촉법)의 문제
점이 드러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STX조선해양의 경우 2013년 8월 자율협약(채권단 공
동관리)에 들어간 후 계속적으로 국책은행을 통한 자금지원으로 연명하다가 결국 최근(6
월 7일)에야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는 등 조기에 적절한 절차를 회피한 결과 결
국 세금이 투입되어야 할 상황에 처한 사례들이 발생함.
3) 하준·정인환·채이배(2015), 하준·이은정(2014), 하준·위평량(2013)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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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한 절차 및 제도의 정착을 위해 필요한 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일본의 경우 버블붕괴 이후 도산법제 정비과정에서 중소기업 재
건형 절차로 민사재생법을 도입(1999.12 공포, 2000.4 시행)하였으
며, 회사갱생법도 정비(개정안 2002.12 공포, 2003.4 시행)
- 미국의 경우 1978년 파산법 개정을 통해 채무자(기업)에 유리한 자
동중지(Automatic stay) 등을 도입하였고, 법정 외의 워크아웃을 통
한 구조조정이나 회사법 및 세법상 조직재편도 활성화되어 있음.

2. 연구 방법 및 본문의 주요 내용
◦ 기존 문헌·통계 분석 및 주요 사례와 법·제도 연구
- 사업재편·구조조정에 관한 일본과 미국의 현황 및 제도적 차이
를 문헌 및 관련 통계를 통해 분석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 및
개선할 수 있는 여지를 모색함.
- 문헌연구, 통계 및 법·제도 분석 등을 통하여 모색한 정책방향
을 기초로 전문가 회의 및 주요국(일본) 관련 전문가의 자문 등
을 보완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우리 실정에 적합한 정책제안을
제시하고자 함.
◦ 본문의 주요 내용에 관해 요약하면,
- 제2장에서는 한계기업의 구조조정 추진 과정에서의 주요 쟁점들
을 정리하고 현행 구조조정·사업재편의 법·제도적 수단을 평
가하여 구조조정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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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최근 많은 입법적 정비가 이루어진 정상 상황에서의 사업
재편 수단들인 회사법과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기
활법4))의 제·개정 내용들을 소개함.
-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우리가 참조한 일본의 산업경쟁력강화법
에 대한 구체적 제도 운영 실태 및 전 세계에서 도산·사업재편이
가장 활성화된 미국의 제도 역시 충분히 소개되지 않은 상황임.
- 이를 고려하여, 제3장에서는 부실 기업의 재편 및 구조조정과 관
련하여 오랜 경험을 축적하고 있는 미국과 2000년대 들어 도산제
도의 체계적인 정비를 진행하고 있는 일본을 중심으로 해외의
제도를 조사·분석하였음.
- 다양한 해외의 사적·법적 구조조정 및 사업재편 관련 제도들을
소개하여 향후 우리 구조조정이 본격화될 경우 필요한 제도의
정비·보완 및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4) 최근 기활법의 통과로 그동안 기업구조조정을 주도하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금융
관련 정책당국뿐 아니라 산업부도 사업재편·구조조정의 주요 감독·규율기관으로 등장
하게 되었는데 동법은 8월 13일부터 시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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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계기업 구조조정 추진 과정에서의 주요 쟁점
(1) 2016년 총선 이후 구조조정 속도 가속화
1) 취약 산업에서 부실기업 증가와 이에 따른 구조조정 진행
◦ 대규모 장치산업 위주 제조업 부문의 혁신 미흡과 부실기업 증대
<표 2-1> 기업집단 차원의 부실징후기업 비중 추이(2001~2014)
단위 : %

전체
2001
2002
2003
2004
2005

28.1
22.1
24.2
24.0
23.3

20대
민간기업집단
29.7
21.9
23.1
24.9
22.1

총수 있는
민간기업집단
28.1
22.2
24.2
23.8
23.4

공기업집단
22.7
13.6
13.6
18.2
12.5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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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전체

20대
민간기업집단

총수 있는
민간기업집단

공기업집단

26.7
25.3
28.9
30.8
28.0
30.5
34.8
36.0
36.0

25.5
23.3
27.7
29.4
25.6
27.9
32.0
35.5
37.0

26.7
25.8
27.9
30.7
28.7
31.4
34.3
36.4
35.8

18.5
17.9
44.8
36.7
23.5
22.6
35.5
30.3
24.3

자료 : KIS-data에서 계산.

- 2000년대 중후반 이후 우리의 주력산업인 조선·해운·철강·화
학 부문들에서 적절·신속한 사업재편 및 부실기업 퇴출이 지연
되었고,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가 장기화되면서 주요 수요처
인 미·유럽 시장의 침체가 지속된 결과 <표 2-1>에서도 나타나듯
이 한계기업이 증가하고 있음.
- 부실(징후)기업이나 한계기업을 명확히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많이 활용되는 이자보상배율 1 미만5)(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조차 충당하기 어려운 상태)인 기업의 비중이 증가하
고 있다는 것이 다양한 통계로 발표되고 있는데, 중소기업뿐 아
니라 대기업집단 계열사들 중에서도 부실이 심각한 경우가 확대
되고 있음.

5) 부실 판정의 유용한 지표 및 기준이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동 비율을 기준으로 기업부
실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불가피한 면은 있지만, 기업의 부실은 다양한 원인과 복잡한 과
정을 통해 발생·유지·확대된다는 점에서 재무적 비율에만 의존하여 기계적으로 판단하
는 폐해를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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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한계기업 비중 및 이자보상배율 추이
35.0 (%)

0

30.0

-0.5

25.0

-1

20.0

-1.5

15.0

-2

10.0

-2.5

5.0
0.0

-3
2005

2009

2012
비중

2014

2015 上

-3.5

이자보상배율

자료 : 국가미래연구원·경제개혁연구소 토론회(2016.3) 발표 자료.

◦ 다수의 대기업들도 부실 상황에 처해 있고 기업 차원의 자구노
력중
- 동양시멘트·동양네트웍스는 2015년 3월 회생절차가 종결되었고
경남기업은 2015년 4월 회생개시에 돌입했으며, 팬오션은 2015년
7월 회생절차가 종결되어 하림에 인수되었음. 그 밖에 동부건설
(2015.7 회생계획인가), 동부제철(2014.10 자율협약, 2015.10 워크
아웃, 2016.3 출자전환 추진), 현대상선(2016.3 자율협약 개시) 등
다수의 대기업 계열사들이 부실기업 처리 과정을 밟고 있는 상황
◦ 경기민감 업종·산업에서의 수익성 악화 실태
- 조선산업의 경우 2000년대 초 일본을 제치고 세계 1위로 부상했
지만 이후 글로벌위기를 거치며 급속한 성장을 추진해 온 중국
에 다시 추월당했는데, 위기 이후 급감한 상선 발주량과 중국의
추격에 대응하기 위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출한 해양플랜

16 구조조정 및 사업재편 관련 해외 제도 비교 분석

<표 2-2> 조선·해운 주요기업 구조조정 추진 현황 정리
구조조정 관련 현황 및 주요 내용 (2016.3 현재)
현대중공업

·자산 매각(1.6조원), 인력 감축(1,533명), 사업부 분사 등 자체 구조조정 중
·계열사(하이투자증권 등) 매각 추진으로 자금 확보 추진

삼성중공업 ·자산 매각(1천억원), 인력 감축(1,500명)
대우조선

·2011년 이후 영업이익·당기순익 대폭 감소, 2015년 상반기 대규모 적자
·기업실사, 경영관리단 파견 후 4.2조원 지원 정상화방안 발표(2015.10.29)

STX조선

·2013.8 자율협약(채권단 공동관리) 시작. 인력 20%, 인건비 10% 감축
·2015.12 이후 신규 수주 중단. 2016.6.7 회생절차 개시 결정

성동조선

·2010.3 채권단(수은) 공동관리(자율협약)후 2조원 자금 지원
·2010.8 경영정상화이행 약정 체결
·자산 매각(1,350억원), 비용 절감(1,265억원) 추진 중

현대상선

·2016.3.29 조건부 자율협약 개시. 채권단협의회 채무조정안(출자전환) 검토
·2016.7.15 주총에서 7:1 감자 결정(현정은 회장 경영권 상실)
·2016.8.5 신주상장 완료, 채권단 공동관리(산은 자회사 편입)

한진해운

·2008년 글로벌 위기 후 해상·항공 운송 감소로 경영 악화
·2014.6 대한항공에서 지분 인수, 1조원 이상 지원했으나 수익전환 실패
·2016.5.4 자율협약 개시. 채권단과 자구방안 협상 중

자료 : 각종 뉴스 및 정부 보도자료 정리.

트 부문의 악화가 새로운 부실의 진원지가 되고 있는 상황
- 해운산업 역시 2000년대 중반의 국제해상 물동량의 증가라는 조
선업 호황 사이클을 맞아 화물 운송보다는 임대(용선)를 위한 선
박 확보에 치중하다가 세계적인 대형화 추세를 쫓아가지 못했
고, 결국 글로벌위기 이후의 급격한 운임 하락을 맞아 경영 위기
상태에 처함.
- 철강산업의 경우 2013년 말 기준 전 세계 철강 생산 능력은 20억
톤 수준인데 공급 과잉량이 5억 4,000만톤에 이를 정도이고, 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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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데 60%가 넘는 3억 3,000만톤이 한·중·일 3국에 집중되어 있어
대표적 기업들6)의 경영 부진 및 자구노력이 진행 중임.
- 글로벌위기에서 가장 신속히 벗어날 수 있었던 요인 중 하나는
세계의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과의 교역규모 확대에 있는
데, 최근에는 중국마저 이전과 같은 폭발적인 성장세를 유지하
기 힘든 상황
- 석유화학과 석유류 제품의 경우 2009~2011년 사이에는 ‘중국 특
수’를 누렸지만 이제 더 이상은 그러한 효과를 기대하기 곤란한
상황에서 관련 기업들의 성장 및 수익성 악화가 발생
- 대표적인 경기민감 업종인 건설 부문의 경우 2013년 이미 100대
건설사 중 23곳이 구조조정에 돌입할 정도이지만7), 해외사업 부
진 및 인구 감소 등에 따른 국내공급 축소로 향후에도 추가 구조
조정이 예상

2) 정부 차원의 대책 및 평가
◦ 구조조정의 지연이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비효율을
야기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는 작년 10월부터 차관

6) 포스코의 경우 지나친 계열사 확장과 자원개발 투자로 계속해서 실적이 악화되었고, 동부
제철의 경우도 2003년부터 주채권은행(산은)과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갱신해 오다가 2014
년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를 신청(2014.7)한 후, 자율협약(2014.10)을 거쳐 결국 워크아
웃(2015.10 시작) 진행 중.
7) 주요 건설사의 경우 동부(27위), 경남기업(2009 워크아웃, 2011.5 졸업, 2013.10 워크아웃,
2015.3 회생신청), 고려개발, 삼호, 삼부토건, 진흥기업, STX건설, 남광토건, 동아건설 등
이 회생·워크아웃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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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 협의체 및 실무회의 등을 통해 산업별 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
정 방향을 논의해 왔음(2015.12.30 24차 경제관계장관회의 자료).
- 이후 2016년 4월 총선 이후 정부 차원에서 구조조정을 본격화하
겠다는 발표에 야당이 적극적으로 호응하면서 정책 진행이 가
속화됨.
- 금융위의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협의체 3차 회의’(2016.
4.26)에서는 ① 조선·해운 등 경기민감 업종은 채권단과 기업의
구조조정협의체를 구성하고, ② 신용위험평가를 거쳐 부실이 판
정된 개별 기업에 대해서는 워크아웃(기촉법)이나 회생절차를
통한 상시 구조조정을, ③ 철강·석유화학 등 공급과잉 업종은
향후 시행되는 기활법 등을 통해 선제적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3
Track의 기업 구조조정 추진체계를 정비하기로 함.
- 이후 구조조정을 둘러싸고 부실의 정도와 원인, 책임 규명, 재원
마련, 고용 충격 등에 대한 다양한 문제 제기가 진행되는 중에 정
부안으로 “산업·기업 구조조정 추진계획 및 국책은행 자본확충
등 보완방안”(관계기관 합동, 2016.6.8)이 발표됨.
◦ 부실 부문 중 특히 우선적 대상으로 떠오른 조선·해운업의 한계
기업들을 구조조정하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자금을 공급했던 국
책은행(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의 자본 확충에 주안점을 둔 방
안으로
- 정부는 직접출자(보통주 자본 확충)에 한은을 통한 11조원 한도
의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라는 간접출자8)를 병행하여 구조조
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융시스템의 불안에 대응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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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을 제시
- 이에 대해 구조조정의 방향과 개요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
태에서 자금 제공을 먼저 결정하는 것에 대한 문제와 국회의 검
증 및 동의를 받지 않고 특정 산업·기업의 지원에 중앙은행의 발
권력을 동원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으나, 결국 금통위에서 의결
됨(2016.7.1).
◦ 그 밖에 세계경제의 침체가 지속되고 조선업 등 구조조정 영향
의 가시화로 고용여건이 악화되고 있다는 판단하에 구조조정을
뒷받침하고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의 편성9)
도 추진
- 구조조정에 1조 9,000억원을 지원하는 등 총 11조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2016.7.22)
- 한은의 발권력 동원 외에 재정을 투입한다는 점에서 필요성은 인
정되나, 애초부터 재정을 통한 정공법으로 구조조정을 지원하라
는 문제제기를 뒤늦게 수용하여 시간을 소진한 점은 문제
- 특히, 조선·해운 등 취약산업의 부실 지원을 위해 동원된 국책은
행의 자본 확충(추경예산 중 수출입은행에 1조원, 산업은행 4천
억원 출자)을 지원하기에 앞서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국
책은행 출자 기업10)의 관리 및 재발방지 대책이 수립되어야 함.

8) 한국은행이 기업은행을 도관(conduit)으로 이용하여 10조원을 동 펀드에 지원하고, 이 펀
드가 산업은행에 출자하는 것이 핵심 내용임.
9) 추가경정예산안의 세부사업별 분석은 예산정책처의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참조.
10) 대표적으로 출자전환을 거쳐 산업은행이 최대 주주가 된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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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계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문제점 : 주요 행위자들 분석
1) 부실기업 구조조정 기피 및 계열사 지원을 통한 퇴출(exit) 거부
◦ 계열사 간 출자를 통한 지배구조 문제와 시장 질서 왜곡
- 우리 기업들의 소유지배구조상 문제점과 그로 인한 폐해에 대한
지적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기업 경영이 정상적일 때에
도 작동되지 않는 문제들이 재무곤경상의 위기에서 더욱 심각한
부작용으로 발생하고 있음.
- 1980년대 말부터의 글로벌화, 민주화, 기업규제 등의 환경변화와
이에 대한 대응으로 형성된 한국적 기업지배구조는 영미식과 달
리 ‘소유경영자’가 존재하지만, 과거에 비해 위상이 강화된 ‘전
문경영인’과 기업 활동을 감시·견제하는 ‘외부감시인’에 의해
투명성과 전문성이 제고되었다는 평가11)는 결국 허상에 불과하
다고 볼 수밖에 없음.
- 형식적·법적으로는 선진국의 지배구조 구축을 위한 제도들이
수용되었지만 사외이사, 집중투표, 집단소송제 등의 도입12)이 입
법만으로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는 것이 외환위기 이후 20여 년

상반기의 대규모 부실에 관한 분식 논란이 증폭되고 있으며, 감사원 감사(2016.6 감사결
과 발표)를 통해 상당한 문제점들이 드러나 검찰 수사가 진행 중임.
11) 「한국의 기업경영 20년」(SERI.08) p.172.
12) 사외이사가 독립성을 가지고 기업경영을 견제·감시하기보다는 학연·인맥을 통한 허
수아비에 불과한 장식품으로 전락했고, 집중투표는 대부분의 기업에서 정관으로 배제
해서 실제로 작동하지 않고 있으며, 집단소송 역시 어렵게 입법화는 되었지만 피해자들
의 이익 구제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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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경험임.
- 1997년의 외환위기를 거치며 부채비율 축소 압력에 기업집단은
계열사 간 출자 확대로 대응하여 소유-지배 간 괴리는 오히려 증
가13)했고, 최근에는 시너지나 미래사업동력 확보라기보다는 경
영승계를 위한 조직재편 사례14)들이 빈발하고 있음.
◦ 정상적 상황에서의 지배구조 문제가 위기 상황의 구조조정까지
방해
- 소수의 지분에 계열사 간 출자를 통해 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하
는 총수 일가는 혁신보다는 독과점 및 일감 몰아주기 등 경쟁질
서 교란과 후계자를 위한 지분승계15)에 치중하는 모습을 보여 왔
는데, 부실화된 기업의 처리 과정에서도 책임 회피 및 비용의 사
회화를 추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이번 구조조정 과정에서도 현대해상, 한진해운 등의 경우 계열
사를 통한 부실기업 지원의 폐해가 분명히 드러났고, 결국 부실

13) 소유-지배 간 괴리에 대한 다양한 분석 결과들이 나오고 있고, 그 원인으로 외환위기 이
후 부채비율의 급격한 하락과 창업가족의 계열사 지배지분 확대 등이 제기됨(SERI.2008
p.185). 최근 2002년부터 2014년까지 정부출자 주요 에너지공기업에 대한 정부의 소유지배 괴리지표가 증가했음을 분석한 김현종(2016)은 사익편취의 의지가 없는 정부가 출
자한 에너지공기업집단의 소유-지배괴리 지표가 증가했다는 점에서 소유-지배 괴리의
상승이 사익편취와 무관하다고 주장하지만 민간집단의 소유-지배괴리가 수익성뿐 아니
라 사익편취 등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됨.
14) 최근 수년간 발생한 삼성그룹의 SDS 및 제일모직 상장 및 잇따른 계열사들의 각종 합병
과 현대차, SK, 한진그룹 등의 조직재편 사례들.
15) 언론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것들만 해도 현대그룹 왕자의 난(2000), SK글로벌
의 대규모 분식(03), 최태원(SK), 김승연(한화), 이재현(CJ), 이호진(태광) 등 그룹 총수들
의 구속, 대한항공 땅콩회항(14),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2015), 롯데 형제의 난(2015)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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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적된 계열기업의 위기가 산업 전반 및 국가경제까지 부담
을 주는 상황을 야기하고 있음.

2) 대출 금융기관의 비전문적 감시(monitoring) 및 위험 인식
◦ 기업의 자금공급자 및 채권자로서 대출기관의 감시·감독 미흡
- 기업의 자금조달은 금융기관 및 자본시장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전통적으로 높은 타인자본 비율을 통해 외형을 성장시켜 온 우
리의 경우 비록 기업의 부채비율이 낮아졌고 자본시장을 통한
조달 비율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채권금융기관을 통
한 자금공급이 중요
- 문제는 금융기관(은행)이 대규모의 여신을 공급하면서도 사업
성·수익성에 대한 전문적인 판단 능력이 미흡해서 채권자로서
의 적절한 감시·감독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 가장 기본적으로 여신건전성 분류상의 문제가 지적될 수 있는데,
대출해 준 사업의 위험(risk)을 정확히 판별해서 부실화 정도에 따
른 평가 및 분류가 이루어져야 위험이 가격(대출) 금리에 반영되
고 은행의 충당금 적립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음.
- 그러나 1997년 외환위기에서 드러났듯이 수십 년에 걸친 관치금
융과 은행의 혁신 부재는 여신심사 능력의 미흡으로 이어졌고,
외환위기 이후 금융부문 구조조정 및 기관의 자체 노력을 통해
서도 충분한 수준에 도달했다고 보기 어려움.
◦ 대규모·장기 여신의 국책은행 편중과 위험 판정 기능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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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환위기 이후 금융 구조조정 과정에서 은행도 망할 수 있다는
것이 현실화되면서 과다한 기관 및 지점들의 축소가 이루어졌
고, 담당업무 면에서도 위험한 기업 여신보다 소비자·주택담보
대출이 성장
- 조선·해운 등 장기에 걸쳐 대규모의 공급 과정을 밟게 되는 소위
‘수주산업’의 경우 시중은행의 지원 기피로 국책은행 중심의 대
출 및 보증이 이루어졌는데, 국책은행이 이러한 부문에서 특화
되거나 전문성이 축적되었다 볼 수 없어 문제가 발생
- 특히, 조선산업의 경우 금융기관은 선수금환급보증(RG)16)을 담
당하고, 계약금액의 일부만 선수금으로 받고 인도 시 잔금을 지
급받는 관행상 조선소 운영에 부족한 제작자금을 공급하는 등
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므로 보증 및 대출에 있어 채무이행능
력 심사가 중요
- 그러나 미흡한 여신심사로 대출 기업(조선소)들의 위험을 사전
탐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추가 충당금 적립 및 손실 반영을 통한
부실의 조기 처리보다는 확산을 자초함.
- 이는 결국 집합적 채무재조정을 통해 개별적 추심을 억제하여
기업의 회생을 촉진하는 도산법 본연의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등
기존 구조조정·기업회생 제도의 작동조차 사용하지 못하는 결
과17)를 야기

16) 발주자(선주)가 수주자(조선사)에게 선수금을 지급한 후 수주자가 선박을 인도하지 못
할 경우 금융기관이 발주자에 이를 대지급하는 보증.
17) 언론을 통해 자율협약을 통해 부실 조정 중인 조선소가 회생절차로 가게 되면 선주들
에게 선수금을 환급해줘야 하고 대출 손실도 부담한다는 식으로 은행 자율협약에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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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본시장의 경보 체제 미작동 : 공시 및 신용평가
◦ 자본시장의 효율적 작동을 위해서는 정보 공시·투자자보호가
필수적
- 기업이 금융기관이 아닌 투자자로부터 직접 자금을 조달하는 자
본시장(capital market)이 제대로 기능하려면, ① 기업 및 증권의 가
치가 정보에 기하여 정확하게 평가되어야 하고, ② 유가증권의
가격형성이 인위적으로 왜곡·조작됨이 없이 시장에 참여하는
투자자의 신뢰를 얻고 용이한 접근이 보장되어야 함.
- 정확한 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공시제도가 운영되어
증권 발행 및 거래에 있어 다양한 형태의 공시의무가 부과되고
있으며, 유가증권의 가격 왜곡(시세 조종) 및 각종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규제 및 사후적 구제
장치들18)이 필요

회생절차가 불리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는데, 이는 부실기업의 상태
가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liquidity risk)에 불과하여 운영자금의 조달만으로 조기회복이
가능한 경우에나 적용될 수 있는 경우임. 아직도 많은 부실기업들이 자율협약 등을 통
해 본격적인 구조조정 절차에 진입하기보다는 일시적 미봉책에만 매달리고 있는데(박
용진 의원 보도자료 참고) 자율협약을 신청(2013.4)한 후 3년이 넘는 동안 4조원 이상을
지원하고도 결국 회생절차(2016.6)로 갈 수밖에 없었던 STX조선 같은 경우가 대표적임.
18) 그 대표적인 것이 집단소송 및 징벌적 배상제도인데 적은 금액의 피해를 입은 다수의 피
해를 구제하는 데 효과적인 집단소송제(class action)는 2005년 증권 분야에 처음으로 도
입되었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범위가 좁아 10년 가까운 기간 동안 10건도 되지 않는 소송
만 제기되는 수준에 그치고 있음. 또,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반사회적일 경우 실손해
보다 훨씬 고액의 배상을 강제하여 장래 그러한 행위의 반복을 억제하는 목적을 가진 징
벌적 배상제(pugnitive damage)의 경우 2012년 대선을 거치며 하도급법에 일부 도입된
수준이지만 최근 가습기살균제 파동, 자동차 연비조작 등의 사태를 거쳐 소비자보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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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시장에 대한 규제는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데, 우리의 경
우 금융위·금감원처럼 각종 규제 권한 및 집행·검사권을 보유
한 공적규제기관과 거래소·협회 등의 자율규제기구(SRO, Self
Regulatory Organization)가 병존하고 있음.
- 기업 및 유가증권의 가치를 생산·검증하는 회계 조직 및 이를 평
가해서 시장참여자에게 전달하는 신용평가기구의 역할도 중요
◦ 그러나 이번 구조조정 추진 과정에서 드러나듯이 우리 자본시장
의 정보 공시 및 투자자보호 기능은 매우 낙후되어 있음.
- 많은 투자자들이 실적에 대한 긍정적 전망을 부추기는 증권사
의 매수 추천에 의존하는 실정이고, 신용평가회사는 부실이 불
거지기 전까지는 우량 신용등급을 부여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며,
수조원대의 적자가 발생한 기업의 재무제표가 흑자로 발표되는
사례도 발생
- 자본시장의 낙후 및 투자자 보호 미비는 결국 자원의 효율적 배
분이라는 시장 기능을 저해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지
장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개선을 위한 적극적 노력이 필요

4) 회계 정보의 불투명성 및 부적절한 회계감사
◦ 자본시장의 핵심인 기업 가치에 대한 정확한 정보 생산을 위해
서는 회계시스템의 투명성 및 엄정한 회계감사·감리가 보장되

위해 조속히 도입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소액주주들을 대변한 현직 변
호사의 다양한 집단소송 경험에 관해서는 김주영(2014)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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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야 함.
- 회계 정보는 투자자와 기업을 연결하고 사회적 신뢰를 구축하는
인프라라는 점에서 해당 기업의 정확한 재무제표 작성과 회계
전문가의 편파부당한 감사 및 감독기구(금감원)의 전문적인 감
시·감리 능력이 구비되어야 함.
-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감사대상 기업으로부터 일감을 받는 회계
법인이 을의 처지에 있어 대다수 기업에 ‘적정’ 의견이 남발되
어 부정확한 회계정보 제공 및 회계부정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1,900여 개 상장회사의 분식회계19) 여부를 검토하는 금감원의 조
사 인력은 30여 명에 불과한 실정
◦ 투명하고 엄격한 회계시스템의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 필요
- 기업 공시 정보의 파수꾼 역할을 하는 회계법인이 저지른 부정
에 엄격한 미국에서는 2000년대 초반 ‘엔론’사건20)에서와 같이 관
계자에게 중형을 선고하고 회계 법인이 파산하는 일도 빈번히
발생
- 우리의 경우 이전에 발생했던 수차례의 회계 부정에 대해 엄격한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의 개선을 위해 2005년 증권관련집
단소송법이 도입되었으나 엄격한 제약 요건으로 인해 여전히 제
소 자체가 부진한 상황

19) 구체적인 회계 실무 및 분식회계 사례에 관해서는 김도년·유윤정(2016)을 참조.
20) 2001년 미국의 에너지 운송업체 엔론은 15억 달러(1조 7천억원) 규모의 분식회계가 드
러나면서 최고경영자(CEO) J.스킬링에 24년 중형이, 재무책임자(CFO) A.패스토에 10년
형이 선고되었고, 미 5대 회계법인 중 하나로 장부 감사를 맡은 아서앤더슨은 21건의 민
형사 소송을 겪으며 결국 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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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대우조선해양의 회계분식이 문제로 떠오르면서 검찰 수사
가 진행되는 중21)인데, 6월 발표된 감사원 감사 결과는 주채권은
행(산은)의 임직원 3명에 대한 경징계 수준에 불과
- 현행 외감법상 부실 감사가 드러날 경우 회계법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담당 회계사의 등록취소만 가능하지만, 대표이사의 직무
정지 및 등록취소까지 규정된 개정안이 9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
- 근본적으로는 기업이 자율로 회계사를 선택하는 자율수임 방식
의 회계감사를 줄이고 금융당국이 직접 감사인을 선정하는 ‘지
정감사제’를 확대해 소신 있는 회계감사가 이루어져야 함.

5) 금융감독 당국의 관리 소홀
◦ 기업의 부실은 당해 기업과 관련 채권단이 구조조정 관련 법·
제도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관치금융의 관행이 뿌리
깊음.
- 금융 당국이 직접 시장에 개입해서 구조조정을 좌우하는 경우 시
장 및 이해관계자들보다 기업 상황 및 내부 정보가 부족한 상황
에서 오히려 현실을 왜곡·악화시킬 수 있는 문제가 있고,
- 해당 기업 역시 많은 부분을 규제받는 것에 길들여져 실제 위기
상황에서도 감독 당국만 바라보는 분위기가 만연해 있음.22)

21) 작년 말부터 진행 중인 금융당국의 감리 결과 역시 언제쯤 발표될지에 대한 기약이 요
원한 상황.
22) 이번에도 총선 후 정부의 구조조정 관련 방향 발표 초기에는 부총리가 직접 구조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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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 은행이 대출을 기피하고 자본시장 및 회계시스템의 작동
이 미비된 상황에서 대형 국책금융기관과 감독 당국의 판단과
전문성마저 신뢰할 수 없다면 결국 그 피해는 세금으로 국민에
게 전가됨.
◦ 최근 감사원의 감사보고서(2016.6 금융공공기관 출자회사 관리
실태)에 따르면 부실기업 처리에 있어 국책금융기관의 관리 실
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남.
- 산업은행의 경우 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채무 기업에 실행한 여신
을 주식으로 전환하여 해당 기업의 부채를 경감하고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출자전환을 주요한 경영정상화 수단으로 활용해 왔음.
- 문제는 세계 경기 침체와 내수 부진으로 산은이 대출한 기업들의
부진이 누적되어 출자전환을 통해 지분을 보유하게 된 기업 수
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이후의 관리가 미흡하고 적절한 매각을
통한 채권회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표 2-3> 산업은행 출자전환기업 주식 보유 등 현황

출자전환
기업 수

합계

현재 보유

전량 매각

72

45

13

폐업·파산
피흡수합병
등
11

2

무상소각
1

자료 : 산업은행 제출자료, 감사보고서, p.17.
주 : 2001~2014년 사이 지분을 보유하였던 72개 기업에 대한 2015년 6월 말 보유 현황.

챙기겠다는 입장에서, 이후 정부가 직접 개입하기보다는 시장과 채권단 주도로 진행하
겠다는 식으로 정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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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3>에서 알 수 있듯이 구조조정 과정에서 출자전환을 통해
경영정상화를 완료한 기업의 주식을 적시에 매각하지 않고 보유
한 비율(금액)이 상당한 정도
- 감사 결과에 따르면 출자전환기업에 대한 관리 미비 외에도 여신
을 제공한 기업의 재무상태 파악 실패, 경영실적 평가 이행약정
체결 후 체계적인 평가·관리 미흡, 방만 경영에 대한 통제 부적
절 등 다수의 적발 사항이 밝혀짐.
- 이처럼 현 구조조정 상황의 부진에는 부실기업, 대출 금융기관,
자본시장, 회계법인, 감독기구 등 제반 주체들의 무능과 집착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기존의 관련 법·제도상의 문제는 없
는지 검토하는 것도 필요함.

(3) 과연 법·제도가 미흡해서 구조조정·사업재편이 원활하지 않은가?
◦ 현행 구조조정·사업재편의 법·제도적 수단과 기본 취지
- 다액 채무·다수 채권자가 관련된 경우는 법적 절차를 통해서 처
리하고, 소규모 채무, 적은 수의 이해관계인이 관련된 경우에는
사적 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신속하고 효율적이며 사업 계속의
측면(상거래채무 별도 해결 등)에도 유리
- 우리의 경우 기본적으로 민사 계약에 따르고 별도의 공시의무 등
이 없는 채무기업-채권은행 간 사적 절차를 진행하다가 상태가
악화되면 워크아웃(기촉법), 회생·파산(도산법) 절차를 밟는 비
효율적인 구조조정 방식이 반복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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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협약·워크아웃의 현황 및 문제점 : 기촉법과 주채무계열제도
- 최근의 자료(2015.9 국회의원 정우택 보도자료, 2016.6. 국회의원
박용진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드러나듯이 소규모 금액·소수 채
권자들 위주의 중소기업뿐 아니라 대기업의 상당수가 자율협약
에 들어가고 있으며, 구조조정 기간 역시 법적 절차 못지않거나
그 이상의 장기간에 걸쳐 있고, 의미 있는 성과도 내지 못하고 있
는 상황임.
- 특히 장기·다액의 자금을 지원받은 대기업들의 경우 시중은행
들보다는 주로 산업은행(KDB), 수출입은행(EXIM) 등의 국책은행
을 통한 대출과 지급보증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들 기업들의 부
실 처리는 신속성·효율성이라는 사적 구조조정 절차(자율협약)
와 달리 장기에 걸쳐 성과 없는 자금 투입이 유지되고 있는 경우23)
<표 2-4> 대우조선해양 계열에 대한 금융권 여신잔액 현황(2015년 6월 기준)
단위 : 억원

2001

2005

2007

2009

2011

2013

2015. 6월

산업은행

4,923

33,298

43,279

30,942

28,623

26,456

41,066

수출입은행

44,106

53,563

124,333

179,125

131,963

104,969

123,923

기타

2,773

10,103

20,159

43,778

41,952

56,018

69,359

합계

51,802

96,964

187,771

253,845

202,538

187,443

234,348

자료 : 산업은행 제출자료, 감사보고서, p.47.
주 : 은행연합회 조회(주식 제외) 자료로서, 기타는 제1금융권 및 제2금융권을 포함하여 2015
년 6월 말 현재 48개 금융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음.

23) STX조선해양의 경우 그룹 차원에서 호황기의 과도한 확장 후 2008년 글로벌 위기를 맞
아 유동성 위기를 겪게 되어 자율협약을 신청했고(2013.4), 이후 채권단 공동관리가 시
작(2013.8)되었지만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을 비롯한 채권단의 4조원이 넘는 자금 지원
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호전되지 못한 채 결국 총선 이후 최근의 구조조정 본격화 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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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다수 발생
- 박용진 의원 보도자료(2016.6)에 따르면 현재 구조조정의 주된 채
권은행을 담당하고 있는 산업은행의 경우 2005~2014년 기간 동안
자율협약에 착수한 대기업 9곳 중 4곳에 대해 여전히 절차를 진
행 중일 정도로 장기에 걸쳐 채권단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24)
- 그렇다면 과연 우리의 현행 제도가 부실 상태에 처한 구조조정
을 저해하는 요소를 보유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최근의 기촉법
개정 등을 통해 살펴보고, 다음 절에서는 재무적으로는 정상적
이지만 경쟁력을 잃어가는 부문의 사업재편과 관련해서 검토하
기로 함.

1) 기촉법 개정
◦ 올해 초의 기촉법 개정(5차) 및 기활법(기업활력제고 특별법) 제
정을 통해 워크아웃 절차상 많이 지적되어 온 절차적 문제점들이
일정 정도 개선되었고, 정상 상태에서의 원활한 사업재편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음(금융위 보도자료, 2016.3.15. 참조).
- 개정 기촉법은 ① 신용공여액 500억원 이하에 적용되던 대상기
업의 범위를 무제한으로 확대하였고, ② 채권자의 범위도 기존의

서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2016.6.7).
24) 조선사 구조조정의 경우 STX조선해양 외에도 성동조선(수은), SPP조선(우리은행), 대선
조선(수은) 등이 자율협약 중이며, 이들에 대한 막대한 자금 지원은 결국 국책은행의 부
실로 이어져 이후 세금을 통한 국책은행 지원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됨. STX조선해양
의 구조조정 사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하준·위평량(2013)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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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금융기관에서 모든 금융채권자로 확장(제2조)
- 자율협약을 적용받던 중소기업(신용공여 50억원 이하)에도 기
촉법을 적용하게 되어 특례(은행법 등 출자전환의 예외 인정, 법
인세법상 세제 혜택 등)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국내 금
융기관에만 적용되어 해외 채권자와 차등을 야기해 왔던 문제
점도 해결
- 절차 면에서도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오던 반대채권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여 재산권 보장을 강화하고25), 채무기업 및 소
액 채권자의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
치26)를 마련하였음.
◦ 기촉법 개정을 통해 미흡하나마 일정 정도 통합도산법에 가까운
절차 보장이 이루어지고 있음.
- 기촉법이 가지고 있던 절차상 문제점 및 재산권 보장에 대한 위
헌적 요소들을 개선해가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나, 자율
협약의 법제화·연장에 불과한 기촉법을 별도의 수단으로 계속
존치하는 것이 적절한지, 애초 한시법으로 출발한 취지에 맞는

25) 구조조정 중인 기업에의 신규 신용공여로 인한 금융채권을 법정담보권 다음으로 타 금
융채권자의 금융채권에 우선하게 하였고, 금융채권자협의회의 공동관리절차에서 신규
신용공여에 따른 손실은 공정하고 형평에 맞게 분담하도록 하였고(제18조), 협의회 의
결에 반대하는 금융채권자의 매수청구권 행사 시 매수가액에 대한 청산가치 보장 원칙
등을 규정(제27조).
26) 이전과 달리 주채권은행 등이 부실징후기업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해당기업에 신용위
험평가 결과를 통보한 경우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주채권은행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도록 하였고(제6조), 과거 금융감독원장이 수행하던 채권행사 유예요청을 주채
권은행이 하도록 변경하였음(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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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기촉법(5차 개정)과 통합도산법상 주요 내용 비교
「기촉법」상 워크아웃
대상
채권자

「통합도산법」상 회생절차

·“모든” “금융” 채권자
·“모든” 채권자
- 소액 사채권자 등은 채권단 결정으 - 금융채권자는 물론 협력업체 등
로 배제 가능
상거래채권자도 포함

절차

·금융채권자만의 자율적인 채권 행사 ·모든 채권자의 채권행사 동결 후 법
유예 후 구조조정
원 관리하에 채권자·주주 등 관계인
- 주채권은행의 비구속적 채권행사 유 의 이해를 조정
예 요청
- 법원의 보전처분

진행
기간

·금융기관 간 협의를 통해 상황에 따 ·법원의 엄격한 절차에 따라 다수 관
라 탄력적으로 대응하므로 신속한 진 계자의 이해를 조정하면서 진행되므
행 가능
로 장시간 소요

신규
자금
지원

·채권단의 신규자금 지원 활발
·채권단의 신규자금 지원이 없는 경우
- 일시적인 유동성 악화 기업의 회생
가 대다수
에 적합

파급
효과

·하청업체·일반 상거래채권자 등과 ·하청업체·일반 상거래채권자 등 모
정상적 영업거래 계속
든 채권자의 채권 동결
- 상거래채권을 제외한 금융채권만을 - 경제적·사회적 파장이 큼
조정하므로 경제적·사회적 파장 최
소화

경영권
변동

·원칙적으로 변동 없으나, 부실책임이
있는 경우 등에는 법원이 제3자를 관
·원칙적으로 변동 없으나, 부실책임이 리인으로 선임*
있는 경우 등에는 채권단이 경영진 * 다만, 이 경우에도 DIP(Debtor In
교체 요구 가능
Possession) 제도를 악용해 부실사주
가 관리인으로 선임되기도 해 문제가
되고 있음

자료 : 금융위 ‘신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주요 내용(2016.3.8).

지 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
- 법적 구조조정 절차의 대표적 수단인 기촉법과 도산법 중 기촉법
이 자율협약의 법제화에 불과하고 도산법상 절차에 접근되어 간
다면, 양 제도의 병존을 통한 다양한 선택 못지않게 불필요한 절
차의 남용 문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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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위험평가 결과 발표에 있어 워크아웃과 회생절차를 부실 심
화 정도에 따라 구분하는 식으로 양 제도 간 차별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절차의 병존이 기업의 선택폭을 넓히기보다는
요행을 바라고 구조조정을 지연시키는 방편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이 문제

2) 주채무계열제도의 현황27)
◦ 주채무계열이라는 방식으로 관치금융을 합법화·상시화하는 시
스템이 문제
- 대부분의 주채무계열을 우리은행, 산업은행 등 국유은행이 담당
하고 있는데, 이는 개별 기업의 수익성을 우선시하는 민간은행
들의 위험부담 회피와 국유은행 주도하에 부실계열 구조조정을
진행하려는 금융당국의 의도를 반영한 결과로 보는 견해도 제기
되고 있음.
- 사실 주채무계열 자체가 복잡한 출자 구조로 얽힌 독립된 계열사
들 간의 지분 보유 및 채무보증 등에 대한 위험을 그룹 차원에서
규율하겠다는 한국적 특성을 반영한 제도
- 세계에서 가장 구조조정이 활발한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에
는 주채무계열 같은 제도가 존재하지 않고, 개별 기업의 신용 위
험에 대한 적절한 공시 의무와 채권은행·자본시장의 감시를 통
한 규율 및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통례

27) 제도의 자세한 내용과 소개는 하준·위평량(2013), p.82 이하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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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채무계열의 미약한 법적 근거, 불투명한 정보공개 등도 문제
- 주채무계열의 선정(은행업 감독규정 제79조) 및 재무구조 평가
(주채무계열 재무구조 개선 운영준칙), 재무구조 개선 약정 등의
근거가 충분한 법적 근거 없이 감독규정이나 은행연합회의 협약
등에 기반하고 있어 개정·변경 및 책임 소재 등을 둘러싼 문제
에 미흡한 상황
- 기촉법상 워크아웃·채권은행 자율협약 등과 마찬가지로 대상
기업의 선정부터 시작하는 절차의 진행 과정28)이 베일 속에 가려
져 있어 이해관계자(주주, 채권자, 근로자 등)의 접근이 차단되
는 문제도 심각

3) 구조조정 제도들의 기본적 문제점 검토
◦ 관련 절차상의 밀행성과 비공개 : 시장 혼란 vs 이해관계자들 보호
- 법원에 의해 운영되는 도산법상의 구조조정 과정(회생절차)에서
는 이해관계인(채권자, 담보권자, 주주 등)에게 조사보고서나 회
생계획안의 접근이 가능하지만, 기촉법상 절차는 더욱 불투명하
고 정보제공 부재

28) 주채권은행이 해당 주채무계열에 대한 재무구조 개선평가를 실시한 후 기준에 미달한
계열과 ‘재무구조 개선 약정’을 체결하여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식으로 자율협약·워크
아웃에서의 신용위험 평가, 부실징후기업 선정 등과 유사한 과정을 겪게 되며, 그 과정
에서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과 절차상 이의제기 등의 절차보장이 미흡
한 수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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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채무계열 선정에 따른 재무구조 개선 약정의 경우도 작년에 드
러났던 경남기업 사례나 대우조선 분식회계에서처럼 기본적인
주요 정보에 대한 공시·공개 미비와 감독 당국의 감시 결여, 대
기업(총수)과의 부적절한 관계를 제어할 방법이 없음.
- 금융당국에서는 시장 혼란 등을 주된 이유로 관련 정보의 공개·
공시를 최소화·억제하고 있는데, 자기책임하에 위험을 부담하
는 투자자는 나쁜 소식도 알아야 할 권리가 있고, 그 밖에도 정보
부족으로 피해를 입는 다수의 이해관계자들이 존재
- 공시(disclosure)는 이해관계자에게 기업의 좋은 상황뿐 아니라 위
험도 알려줄 것을 전제하며, 모호한 시장 위험을 이유로 이해관
계자들의 정당한 권한·절차를 침해해서는 안 됨.
- 현실적으로도 정보의 은폐·왜곡으로 인한 피해가 미공개에 따
른 일시적인 안정보다 클 것
◦ 국책은행 및 감독 당국 구조조정 관련 부서(인원)의 전문성 미흡
- 이번 STX조선, 대우조선해양 등의 사태에서도 구조조정을 주도
하고 있는 국책은행·금융기관의 관련 담당자들이 기본적인 전
문성에서도 미흡하다는 것이 드러남.29)
- 주요 부실 대기업들의 구조조정을 관장하고 있는 산업은행, 수

29) 많은 사례가 제시되고 있지만 그 중 한 언론 기사에 따르면 2011년 9월 성동조선의 주채
권은행인 수출입은행이 추가 자금 지원을 추진하자 시중은행 대부분이 채권단에서 탈
퇴하였는데, 한 시중은행의 임원에 의하면 당시 수은은 청산가치가 존속가치보다 몇 배
나 높게 나온 실사보고서를 가지고 지원을 종용하는 등 구조조정 담당자들의 전문성 결
여를 경험했다고 함(중앙일보, 2016.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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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은행 등의 담당 부서 역시 관련 기업의 상태나 구조조정 제
도의 이해에 대한 전문성보다는 승진을 위해 거쳐가는 순환보직
의 하나로 운용되고 있으며, 인력 등도 그때그때 주먹구구식으
로 운영되고 있음.
- 앞서 언급한 감사결과보고서(2016.6 금융공공기관 출자회사 관
리실태)는 수조원의 자금 지원에도 불구하고 부실의 치유는커
녕 심화를 가져온 국책은행 및 감독 당국의 무능을 여실히 보여
주고 있음.
- 이에 비해 인력·예산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2006년부터 시행
된 통합도산법상 기업회생·파산을 담당해 온 법관들의 노하우
와 전문성이 국책은행에 비해 우월할 것으로 보이며, 법원의 중
재하에 경제경영 판단에 대한 전문성은 얼마든지 보완 가능할
것임.

2. 정상 상황에서의 사업재편 수단 검토
(1) 회사법상 사업재편 및 현황
◦ 기업의 재무위기 시 구조조정 절차는 구비되어 있지만 정상 상
태에서의 일상적인 사업재편을 촉진하는 제도가 미비하다는 지
적이 있음.
- 일본의 경우 버블 붕괴 후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에 대해 사업재
편 절차를 간소화하고 금융 및 세제 지원 혜택을 부여하는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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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력강화법’이 사업재편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기업
측 제안을 수용하여 2015년 7월 소위 ‘원샷법’이 발의됨.
- 그러나 특별법이 아니라도 정상적인 상황에서의 사업재편·기
업조직개편을 위한 일반법이 존재하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회
사법
◦ 정상 상태에서 사업재편 수단의 기본적인 제도는 회사법(상법)
- <표 2-6>에서도 알 수 있듯이 최근의 상법 개정과 기업들의 자발
적 필요에 따라 상장법인의 조직개편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 기업 입장에서는 기존 경영권을 유지한 채 원하는 방향에 따라 사
업재편 하는 것을 희망
- 그러나 이미 상법상의 다양한 수단들이 사실상의 경영권 방어 장
치로 그 역할을 충분히 담당하고 있음.
- 신주의 제3자 배정을 통한 경영권 이전, 조직재편 시 자기주식
의 활용, 인적분할 및 현물출자 유상증자를 이용한 지주사 전환
<표 2-6> 최근 5년간 조직재편 상장법인 규모 현황
대기업
건수

중소, 중견기업

비중(%)

건수

비중(%)

계

합병

108

25.8

311

74.2

419

분할

43

24.4

133

75.6

176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4

33.3

8

66.7

12

영업양수도

13

21.3

48

78.7

61

자산양수도

75

10.3

656

89.7

731

계

243

17.4

1,156

82.6

1,399

자료 : 기업활력법 적용사례(2016.2.23 설명회, 한국상장협의회 발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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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다양한 수단의 경영권 방어·사업재편 수단들이 사용되고 있
는데, 기존의 계열사 간 출자는 가장 강력한 경영권 방어 장치로
활용됨.
- 특히, 자기주식30)의 경우 지배력 확보를 위한 다양한 수단으로 남
용되고 있는데, 한 예로 호남석유화학의 KP케미컬 합병 시 처음
에는 반대매수청구권이 과다하여 합병이 무산되자 이후 KP케미
컬에 대한 지분을 늘려 결국 소규모합병 방식으로 처리
- 구조조정·사업재편의 목적은 비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경
영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가능한 주체에게 이전할 수 있
도록 하는 것인데, 기존의 대주주가 경영권 방어를 최우선으로
전제한다면 적대적 M&A31)나 부실기업의 퇴출은 사실상 불가능
◦ 최근 수차례의 상법 개정을 통해 정상 상황에서의 다양한 사업재
편 수단들이 구비되어 왔음.
- 이미 2011년 4월 상법 개정(2012.4 시행)으로 현물배당 및 삼각합
병·교부금합병이 도입되어 다양한 구조조정·사업재편 수단들
이 허용되었는데32), 2015년 11월 개정(2016.3 시행)을 통해 추가적

30) 기업분할 시 분할회사의 자기주식에 대해서도 무조건적으로 신주 배정을 하여 기존 자
기주식이 많을수록 분할에 따른 소수주주 몫이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 이러한 문제점
을 시정하기 위한 상법개정안이 발의(2015.2 김기준 의원)되었으나 작년 말 개정안에
는 반영되지 못함.
31) 적대적 M&A의 유인은 기업가치가 실제보다 저평가되었기 때문이고 그 원인의 대표적
인 것으로 tunneling 같은 경영상 왜곡을 들 수 있음. 시장경제가 제대로 작동한다면 이
경우 기업 인수를 통해 더 가치 있는 사업재편·기업역량 강화의 유인을 가진 경쟁자
가 발생해야 하는데, 경영권 방어수단을 강화해 달라는 것은 이러한 경쟁을 차단해 달
라는 것.
32)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으로는 임정하(2012)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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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조치들이 도입됨.
- 특히, 이번 개정에서는 주식의 포괄적교환 시 모회사 주식을 지
급할 수 있도록 하는 삼각주식교환을 도입하여 역삼각합병이 가
능해졌는데, 이 경우 모회사 주주총회가 생략되고 반대주주의
매수청구권도 인정되지 않아 절차가 간편해졌음.
- 이 외에 삼각분할합병·간이 영업양도·양수 제도 등이 도입되
었으나 이의 남용 및 규율 수단이 충분치 않은 점이 문제되고 있
는데, 주주평등원칙의 약화에 따른 소수주주 이익이 침해될 가
능성이 높음.
- 일본의 경우는 2014년 회사법 개정을 통해 의결권의 90% 이상을
보유한 특별지배주주의 매도청구 시 주총결의 면제(제179조), 일
정 경우의 다중대표소송 도입(제847의3조) 등 사업재편 유연화
를 보장하되 이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장치들이 도입
되었음.
◦ 사업재편·기업조직 변경은 지배력 강화보다 성장동력·혁신의
추구를 지향해야 함.
- 우리의 기업 현실은 계열사 간 출자를 통한 소유경영자의 존재로
적대적 M&A가 사실상 불가하고 부실계열사 퇴출도 원활히 이루
어지지 않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사업영역 진출 및 신성장동력의 확보
를 위한 M&A 활성화는 필요하지만 자신이 지배하는 회사가 M&A
되는 것은 반대하는 이율배반적인 주장이 난무함.
- 외국 기업으로부터의 M&A를 방어해 달라는 주장은 우리가 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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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 경제하의 주요 교역국으로 편입되어 있고 우량기업 대부분이
글로벌화의 수혜자이자 적극 이용자라는 사실과 모순됨.

(2)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활법. 소위 ‘원샷법’)
◦ 정상 상태에서의 사업재편 수단 필요성과 입법 과정
- 재계는 정상 상태에서의 기업 구조조정·사업재편 수단이 부재
하다는 것을 명분으로 일본에서 도입한 ‘산업경쟁력강화법’33)과
같은 특별법 제정에 대한 요구를 2015년 한해 동안 줄기차게 주
장해 왔음.
- 일본의 경우처럼 공급과잉 산업에 속한 잠재 부실기업이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사업구조 재편(합병·분할·양수도 등)을 추진
할 때 상법·공정거래법 등의 절차와 규제를 간소화하고 자금 및
조세를 지원한다는 것이 입법 취지이지만,
- 계열사 간 출자를 통해 소유-지배 괴리가 심각하고 총수 일가의
그룹 계열사에 대한 과도한 경영 간섭이 일상적인 현실에서 소
수주주권을 더욱 위태롭게 만들 수 있는 원샷법상 독소 조항들
에 대한 논란을 거쳐 2016년 2월 ‘기활법’(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 통과34)

33) 1990년대 이후 장기간의 불황이 계속되면서, 이로부터 회복하려는 노력 끝에 1999년
‘산업활력재생특별조치법’이 입법되었고 이후 수차례의 보완을 통해 2014년 동법이 제
정됨.
34) 기활법의 통과로 그동안 기업 구조조정을 주도하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국 등 기업금
융 관련 부서뿐 아니라 산업부도 사업재편·구조조정의 주요 감독·규율기관으로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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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 기활법 지원내용 종합 요약 : 상법·공정거래법 부분
지원 내용
·소규모분할 도입
·소규모합병 범위 확대

·간이합병 범위 확대
상법

·주총기간 단축
·채권자 보호절차 단축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단축

·부채비율 규제 유예기간 연장
·지분비율 규제 유예기간 연장
·공동출자 규제 유예기간 연장
공정
거래
법 ·증손회사 규제 유예기간 연장
·상호·순환출자 규제 유예기간
연장
·채무보증 규제 유예기간 연장
·기업결합심사 합리화

구체적 내용
·자산규모 10% 이하의 소규모 사업부문 분할 시 주
총 특별결의를 이사회 결의로 갈음
·합병으로 발행한 신주가 발행주식 총수의 10% 이
하인 경우 주총 특별결의를 이사회 결의로 대체 →
20% 이하까지 확대
·피합병회사의 발행주식 총수 90% 이상을 합병회사
가 소유 시 피합병회사 주총특별결의를 이사회 결
의로 갈음 → 80% 이상까지 확대
·주총 소집기간을 기존 2주에서 7일로 단축
·채권자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음을 입증 시 채권자
보호절차 생략(입증 못할 시 이의제출 기간을 30일
에서 10일로 단축)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을 30일에
서 10일로 단축하고, 회사의 주식매수 의무기간
연장*
* (상장) 1개월 → 3개월, (비상장) 2개월 → 6개월
·지주회사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 보유
를 금지하는 규제의 유예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특정회사를 계열사로 편입 시 계열사 지분의 의무
적 취득기간을 1~2년에서 3년으로 연장
·동일 지주회사 내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 간 공동출
자를 금지하는 규제의 유예기간을 1~2년에서 3년
으로 연장
·지분 100%를 보유하는 경우에 한해 증손회사 보유
를 허용하는 규제의 유예기간을 1~2년에서 3년으
로 연장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상호·순환출자 금지 규
제의 유예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간 채무보증 금지
규제의 유예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기업결합신고창구 단일화, 기업결합심사 시 부처
의견 고려 가능

자료 : 산업부 기업활력제고특별법 시행 보도자료(2016.8.11).

하게 되었음. 기활법 제정을 위한 일본 산경법의 주요 내용 검토 등에 관해서는 권종호
외(2015)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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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지금 원샷법인가? 원샷법이 없어서 사업재편이 순조롭지 않
은가?
- 원샷법은 정상 상태의 사업재편에 있어 상법, 공정거래법, 세법
상 혜택을 추가하는 것인데, 과연 이러한 규제 완화가 우리 기
업·산업의 활로를 개척하고 창의와 혁신을 조장하는 본질적인
방안인지에 대해서는 보다 진지한 고민이 필요
- 재무위기 상황에서뿐 아니라 정상 상태의 구조조정·사업재편
을 위해서도 이미 다양한 제도가 구비되어 있고, 기존의 법·제도
를 활용한 효율적 조직 재구축 사례가 얼마든지 존재하고 있음.

제3장
해외의 구조조정 및 사업재편 제도

1. 구조조정의 이론적 배경 및 관련 문헌 검토
(1) 구조조정·도산 제도는 투자 및 기업의 자본구조 등과 밀접한 관련
◦ 부채계약의 불이행을 조정하는 파산법(bankruptcy law) 및 관련된
법정 외 제도(out of court mechanism)는 경제의 필수적인 구성요소
중 하나를 형성
- 기업이 채무지불에 실패할 경우 채권자가 겪게 되는 보이지 않
는 갈등들을 해결하는 것을 돕는 일반적인 틀을 제공할 뿐 아니
라, 재무곤경에 처한 기업의 다양한 채권자들에 대한 지배권 배
분(allocation of control)과 재무적 위기를 해소하는 데 시장메커니
즘이 얼마나 적용될 것인가를 결정
- 이러한 결과 투자자들의 사전적 자금제공과 기업의 자본구조 및
자본비용 선택에 영향을 미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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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과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도산절차는 각국의 관련
제도 및 거래관행·문화 등을 반영하여 다양한 양상을 나타냄.
- 어떤 파산제도에서는 기존 채권계약이 유지되면서 신규 채권자
가 우선 순위를 부여받는가 하면, 다른 제도하에서는 담보채권
자가 경영의 계속성을 위협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는 식의 차
이가 나타남.
- 미국이나 프랑스 같은 국가는 기존 경영진과 계속기업의 유지에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법제를 가지고 있는 반면, 영국이나 스웨
덴의 경우는 실패한 기업의 자산을 배분하는 데 있어 시장의 역
할에 많이 의존하고 있음.

(2) 도산 절차·제도와 관련한 주요 문헌들 개관
◦ 유동자산이 경성 계약의 지급요구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하지 못
할 경우 기업은 재무곤경(financial distress)에 처하게 되는데, 재무
곤경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산이나 금융계약의 재조정(restructuring)이 필요
- 그런데 시급한 지급에 맞추기 위해 자산을 매각할 경우, 특히 비
유동자산의 조기매각은 계속기업 가치의 붕괴를 초래해 과다한
청산비용을 소요할 수도 있음.
- Shleifer and Vishny(1992)는 재무곤경 시 자산매각(asset sales)에 관한
청산비용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여 산업에서의 신용제약, 자산전
환성(fungibility), 참여 제약요인(해외 인수와 반독점 규제 등) 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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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시장 유동성의 다른 측면들을 검토하였음.
- 분석 결과, 전 산업이 재무 곤경에 처해 있고 산업내부자들이 유
동성 제약 때문에 자산 확보를 위해 경쟁할 수 없을 경우에 재무
위기 상황의 자산매각 가격은 대폭 할인된 것일 수 있다고 주장
- 금융계약의 재조정 방법으로는 채권자들과의 협상을 통한 기
존 채무의 감축·이연으로 경성계약(hard contracts)의 조건을 재
구성하거나, 경성계약을 고정지급(fixed payoffs) 대신 잔여청구권
(residual)을 보유한 연성증권(soft securities)으로 변경하는 것이 활
용됨.
◦ 현실에 존재하는 계약의 불완전성과 자산가치에 대한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정보비대칭은 서로에게 이로운 부채재협상(mutually
beneficial debt renegotiation)을 억제할 수 있음.
- Hart and Moore(1998)는 당사자가 현금흐름에 기반한 계약을 체결
하지 못할 경우 채권자에게는 차입을 실행할 수 있도록 실물 자
산을 청산하는 권리가 주어져야 함을 보임.
- Brown(1989)은 채권자-채무자 간의 대칭적 정보가 보장되는 상
황에서는 사적 워크아웃이 항상 성공적일 수 있다는 것을 지
적함.
- 반면, 정보문제가 심각할 경우 Giammarino(1989)와 Mooradian(1994)
는 상대적으로 정보가 부족한 채권자는 워크아웃보다 비용이 많
이 드는 파산절차를 선호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함.
- Mooradian(1994)의 제안처럼, 현실적으로 채무자의 협상력이 주어
진 상황에서 비효율적 기업들은 사적 재조정에서의 효율적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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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흉내내기35)보다는 법정 재조정 절차를 선호함.
◦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것은 일시적 재무곤경(financial distress)
뿐만이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위기(economic distress)에 처했기 때
문임.
- 경제적으로 비효율적인 기업의 자산은 더 높은 가치의 사용자에
게 이전되고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위기 기업은 운영을 계속하는
것이 최적이지만,
- 경제적 효율-비효율 여부의 관측이 용이하지 않고, 경영자는 기
업이 경제적으로 비효율적이라는 것을 자발적으로 공개하지 않
으려고 함.
- Aghion, Hart, and Moore(1992)와 White(1996)는 파산 시 경영자가 직
장을 잃게 되는 경우 고위험이나 음의 현재가치를 가진 프로젝
트를 수행할 유인이 증가한다는 것을 모형을 통해 제시
- Eckbo and Thorburn(2003)은 경영자가 성공적인 재조정 후에도 기
업을 계속 운영하기를 원하면 bondholders의 희생하에 과잉투자
하려는 유인을 줄일 수 있다고 제안함.
◦ 이상적인 세상에서는 재무곤경 기업의 청구권자들은 항상 재협
상을 통해 자발적으로 기업의 자본구조 재조정에 동의할 것
- 그러나 현실에는 정보비대칭(information asymmetries) , 버티기 문

35) 미국의 연방파산법상 기업의 갱생과 관련된 제11장 회생 절차는 제대로 작동할 경우 비
효율적인 부실기업이 효율적인 부실기업을 모방하는 데 비용을 부과하여 비효율적인
부실기업이 자발적으로 파산을 선택하고 효율적인 부실기업만이 살아남게 되는 효율
적인 제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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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holdout problem), 이해갈등(conflicting interests) 등의 저해요인이
존재하므로 기업들은 법원이 감독하는 파산절차에 의존하게 됨.
- 이하에서는, 구조조정 및 사업재편의 대표적인 해외 사례로 미
국과 일본의 제도를 검토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시사점을 찾아
보기로 함.

2. 미국
(1) 연방파산법하의 기업 구조조정

◦ 미합중국 법전 제11편(Title 11)에 수록된 연방파산법은 제7장의
청산(CH 7. liquidation)과 제11장의 회생(CH 11. reorganization) 절차
를 중심으로 기업 및 소비자의 사업실패·재정위기를 해결하려
는 제도임.
- 특히 기업파산의 경우 실패한 사업체의 전체적인 가치를 증가
시키고 채권자 개개인이 아닌 채권자들의 집합적 이익을 실현하
기 위한 장치임.
- 연방파산법은 사업체의 실패로 인한 손해를 채무자와 관련 있는
당사자에게 부담시켜 채권자의 사전 심사 및 사후 감시 노력을
유지하도록 하고 비용을 내부화(internalize)하는 장치
◦ 연방파산법은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당사자에게 결정권을 주
는 식으로 기업실패에 따른 경제적·사회적 결과를 감당하는 구
조를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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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의 채무상태, 장래 사업전망, 소득 예상 등에 대해 가장 충
분한 정보를 가지고 가장 잘 판단할 수 있는 채무자에게 파산결
정권 부여
- 채무자는 파산 신청 이전보다 더 정확하고 많은 정보를 공개하고
더 광범위한 법원의 감독을 받도록 요구받지만, 일시적인 몰락
을 막고 다시 회생하기 위해 필요한 ‘숨쉴 수 있는 여유’(breathing
space)를 제공하므로 자발적인 신청을 할 유인이 있음.
- 파산제도는 다양한 이해관계 및 분배 문제와 관련되어 있으므
로 기업실패로 인한 경제적·사회적 결과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
가에 관한 근본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구조를 편성하여야 함
(E.Warren, p.45 참조).
◦ 대부분 미국 기업들의 공식적 파산 실무는 1978년 파산개혁법과
최근 2005년 파산개혁법(Bankruptcy Reform Act of 2005)에 의해 운
영됨.36)
- 파산신청 제출(petitions)은 94개 지역 파산법원 중 하나에 제기되
는데, 보통 기업 자산의 물리적 소재지에 근거함.
- 채권자들이 제7장하에서 비자발적 신청을 제기할 수 있지만 경
영자가 비자발적 제출을 기피할 수 있으므로, 파산신청은 대부
분 경영자에 의해 제기됨.
- 제11장 절차의 신청은 기업재생을 목표로 기업이 영업활동을 계
속할 수 있도록 고안되어 있음.

36)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Hotchkiss et al.(2008)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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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 파산개혁법은 기존의 제11장에서 채권자의 권리를 강화
시켰음. 중요한 변화로는 경영자 보상과 퇴직금 지급의 이용 및
규모에 대한 제약, 배타적 계획안 제출권의 제한, 시해적 양도 부
인권 행사기간(§548)을 2년으로 연장한 것 등임.
◦ 연방파산법 중 특히 기업재생을 담당하는 제11장 절차의 주요 내
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보통, 기존 경영자가 계속 경영을 담당하며 채권자에게 원본 및
이자의 지급 일체를 중단하고 담보채권자의 목적물에 대한 압류
를 제한하는 자동중지(automaric stay. §362)를 발동
- 채무기업은 신규 대출이나 상거래비용의 자금조달 형태의 DIP
financing을 얻을 수도 있는데, 기업은 제11장 신청제출과 동시 또
는 직후에 DIP대출37)을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임.
- 회생절차에 관련된 다수의 채권자와 주주들을 관리하기 위
해 도산법은 서로 다른 청구권자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위원회
(committees. §1102)를 임명하고,
- 파산기업이 제11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청구권들을 재구성
하고 재분배하는 회생계획(reorganization plan)을 제출해야 하는
데, 성공적인 계획안이 되려면 기업은 파산절차로부터 벗어난
후 부적절한 자본구조나 계속된 영업실적 부진으로 조만간 다시
파산신청을 하지 않을 것임을 파산법원에 증명하여야 함.

37) 파산법 §364에 의하면, 이러한 사후제출 대출(post petition loans)은 기존 채무의 우선권
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초우선권(super seniority)을 부여받는데, 이는 신규 대출의 불이
행위험을 감소시켜 대출을 장려하는 효과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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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산법은 청구권자들 간 협상을 제고하고 법원의 한정된 개입하
에 계획안에 관한 동의를 달성하는 것을 촉진하지만, 계획안이
각 불이익조(impaired class. 계획안에서의 배분이 원래 청구권의
조건에 불충분한 경우)로부터 승인받지 못하더라도 법원은 계획
안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한(fair and equitable)”38) 일방적으로
강제조정(cram down. §1129(b))을 할 수 있음.

(2) 사적 절차(워크아웃)
◦ 법원 감독하의(court-supervised) 기업 재생과 사적(private) 절차 간
의 선택
- 단일 채권자, 완전한 계약, 대칭적 정보하에서라면 재무곤경 해
소의 효율적 방법은 부채계약의 사적 재조정일 것임.
-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비용 없는 사적 워크아웃이 가능하지 않으
므로, 기업은 사적 워크아웃과 법원이 주도하는 절차 사이의 비
용편익을 계산해야 함.
◦ 앞서 언급했듯이 재무에 처한 기업들의 경우 워크아웃을 위해 부
채의 감축이나 지불 이연, 또는 고정지급 대신 잔여청구권을 가
지는 연성 증권으로 교체하는 방법을 택할 수 있음.
- 워크아웃은 전형적으로 은행 부채 및 여타의 사적 청구권들의 재

38) 즉 계획안하에서 각 조에 부여되는 새 증권의 시장가치가 청산 시 받게 되는 금액보
다 적지 않는 한(at least equal to what the class would receive in a liquidation of the 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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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을 포함하는데, 공개 거래되는 부채(publicly traded debt)의 경
우 기존 부채가 신규 부채나 주식으로의 교환매수(exchange offer)
를 통해 재조정됨.
- 대표적 연구인 Gertner and Scharfstein (1991)은 다수 채권자들이 존
재할 때 발생하는 갈등에 초점을 맞추었는데, 특히 public debt과
같은 식으로 청구권자 조가 분산되어 있을 경우 버티기(hold out)
문제가 심각할 수 있음을 지적
- 초기의 실증 연구들은 상당수 기업들이 법정 외 재조정 절차에
서 실패한 후 11장 절차를 신청한다고 보고했는데, 갈수록 워크
아웃을 통해 성공적으로 채무 재조정을 수행하는 기업들의 비율
이 감소하고 있음.
◦ 기본적으로 워크아웃과 같은 법정외 절차의 경우 상대적으로 간
소한 채권채무관계를 대상으로 유연성·신속성 면에서 장점을
보임.
- 법정절차가 아니므로 절차적 제약에 얽매이지 않고 사안에 따
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한편으로 절차적 안
정성의 부족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이는 결국 trade off 차원으로
받아들여야 함.
- 일본의 경우도 자국의 상황에 맞는 다양한 방식의 법정외 절차
가 발달함.
- 우리의 경우 경제개발 과정에서 정부 주도의 금융통제하에 형성
된 직간접적 영향력이 부실기업정리 차원에서 법제화되어, 사적
절차(자율협약)와 법적절차(도산법) 간의 가교 역할보다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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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출에 정부가 개입하는 장치로 작용하는 것이 문제39)

3. 일본40) : 사적정리 절차를 중심으로
(1) 법적 구조조정 절차
◦ 기업 구조조정에 관련된 일본의 제도는 사적정리 절차 및 법정정
리 절차로 대별되며 그 밖에 최근 우리가 수용한 기활법(기업활
력제고특별법)의 모델인 산업경쟁력강화법41)이 있음.
- 법적 구조조정 절차로는 민사재생법상 민사재생, 회사갱생법상
기업 갱생 및 회사법상 특별청산이 있음.
- <표 3-1>에서 나타나듯이 전체 도산사건 중에서 건설업과 서비스
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제조업과 도소
매업이 그 다음이며, 농림·어업·광업 등 1차 산업과 금융·보험
업이 상대적으로 낮은 도산사건 수를 기록하고 있음.
- 2008년 글로벌 위기를 겪으며 전체 도산사건 수가 증가했다가 이
후 다시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일본의 경우 도산 관련 DB업체(동경상공리서치, 제국데이터뱅

39) 워크아웃 제도의 성립 배경 및 평가 등에 관해서는 오수근(2006)을 참조.
40) 본 절의 내용은 전문가 면담 및 자료수집을 위한 출장에서 얻은 전문가들의 의견 및 참
고문헌들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음.
41) 과잉채무 문제를 겪는 기업의 조기회생을 지원하기 위해 1999년 제정되어 2007년 산
업활력재생특별법으로 개정되는 등 몇 번의 변화를 거쳐 2014년 산업경쟁력강화법으
로 대체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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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일본의 산업별 도산사건 추이(2005~2013)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88

85

90

87

77

93

98

98

93

建設業

3,783

3,855

4,018

4,467

4,087

3,523

3,391

3,002

2,421

製造業

1,971

1,856

2,022

2,341

2,619

2,095

1,901

1,790

1,690

卸売業

1,837

1,880

2,054

2,226

2,192

1,743

1,641

1,790

1,561

小売業

1,675

1,784

1,839

1,842

1,693

1,515

1,489

1,431

1,408

金融·保険業

95

70

71

107

92

70

54

58

69

不動産業

485

465

463

575

596

441

420

367

315

運輸業

469

423

447

624

575

482

414

473

428

情報通信業

266

328

374

466

583

561

514

507

450

2,329

2,499

2,713

2,911

2,966

2,798

2,812

2,608

2,420

農林漁鉱業

サービス業他
合計

12,998 13,245 14,091 15,646 15,480 13,321 12,734 12,124 10,855

자료 : 동경상공리서치(http://www.tsr-net.co.jp/news/status_before/yearly).

크)에서 매년 전체 기업 도산 건수 및 부채금액, 업종별, 요인별
도산 건수 등에 관한 통계를 발표하고 있으며 중기청의 도산상황
통계에서도 동 자료들을 기본으로 제공하고 있음.
- 우리의 자율협약이나 미국의 워크아웃처럼 일본에도 구조조정
과 관련된 법정 외(out of court) 절차들이 다양하게 존재하는데, 이
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함.

(2) 사적정리 절차
◦ 우리처럼 채권단 위주의 자율협약이나 이를 법제화한 기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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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아웃) 같은 방식 대신 다양한 사적 채무조정 절차들42)이
존재
- ‘사적정리 가이드라인’에 기반한 사적정리 절차, 사업재생 ADR
(산활법 제48조 이하), ‘중소기업재생지원협의회43)’(산활법 제41
조 이하), ‘기업재생지원기구44)’(2009.6 주식회사 기업재생지원기
구법에 의해 설립), ‘특정조정 절차’(특정채무 등의 조정 촉진을
위한 특정조정에 관한 법률) 등이 대표적인 사적정리 절차
- 다양한 사적정리 절차들은 대부분 앞서의 법적 재건형 절차와
달리 상거래채권 등을 동결시키지 않고 금융기관과의 협조로 사
업가치 훼손을 방지하는 장점과 전원의 동의를 요하는 단점을
공유
◦ 사적정리 절차의 장점과 한계 : 대상채권자 한정과 전원의 동의
필요
- 민사재생의 경우 개시 전 원인으로 발생한 재생채권(제84조)은
상거래채권자도 포함해서 절차에 참여할 것을 요구하지만, 사적
정리의 경우 대상을 금융채권자로 한정하여 상거래채권자를 끌
어들이지 않고 재생 지원이 가능하므로 사업가치의 훼손 방지가

42) 본 절의 내용은 全国倒産処理弁護士ネットワーク(2014)의 「私的整理の実務」를 많이 참
고하였음.
43) 중소기업에 대하여 재생계획 책정지원 등의 재생지원을 실시하기 위해 경제산업대신(경
제산업부 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상공회의소 등에 설치된 조직(산활법 제41조, 42조).
44) 유용한 경영자원을 보유함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채무를 짊어진 지역의 중견사업자, 중
소기업 등의 사업재생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5년간의 한시적인 국가 허가법인으로 설립.
초기에는 JAL(회사갱생제도 병행) 등 대기업도 대상으로 했지만, 이후 중견·중소기업
중심의 사적정리 안건 위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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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고 대상채권자 외에는 비밀리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 상대적 장점
- 최근에는 사적정리를 선행하여 상거래채권을 약정대로 변제하
는 것에 대한 금융채권자의 이해를 얻은 후 회사갱생을 진행하
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최근 신속한 구조조정의 모범으로
거론되는 일본항공(JAL)45)이나 웰컴 등이 대표적인 사례
- 반면, 채권액 규모에 상관없이 대상채권자 중 1인이라도 반대하
면 사적정리가 불가하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음.

1) 사적정리 가이드라인46)(GL)
◦ 의의와 특징
- 기업갱생이나 민사재생 등의 법적 도산절차를 적용하지 않고 대
상채권자와 대상채무자의 합의로 채무에 대하여 유예, 감면 등
을 진행하여 사업가치를 유지하면서 과도한 채무로 인해 경영곤
란에 빠진 기업을 재건하는 절차로,
- 기업의 사적정리에 관한 기본적인 고찰을 정리하여 구체적인 관

45) 방만한 공기업의 대명사로 거론되며 2조엔이 넘는 적자행진을 지속하다 결국 2010.2.20
상장폐지된 JAL은 교세라 회장 이나모리 가즈오를 영입하여 신속한 조직·관리회계 혁
신을 통해 2012.10 2년 8개월 만에 도쿄증권거래소에 재상장하여 재기에 성공. JAL 변화
과정에서의 경영이념 확립과 조직쇄신 등의 경영 사례적 내용에 관해서는 인도우 마미
(2013)를 참조.
46) 동 제도의 상세한 내용에 관해서는 http://www.zenginkyo.or.jp/news/entryitems/GL010
926.pdf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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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자 간의 조정절차 및 대상이 되는 기업의 선정 기준, 재건계획
의 요건 등을 정한 가이드라인
- 2001년 4월 일본 정부가 발표한 ‘긴급경제대책’에 따라 발족한
‘사적정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연구회’가 2001년 9월 19일 채택 후
몇 번의 수정과 개정을 거침.
- 장점으로는 ① 법적 도산절차와는 달리 금융기관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거래처의 연쇄도산이나 납입거부 등의
사업 운영상의 혼란을 초래할 위험이 적고 사업가치의 급격한
훼손을 피할 가능성이 크고, ② 절차 개시(일시정지 통지)로부터
대략 3~3.5개월 안에 재건계획의 가능과 불가능이 정해지는 신속
성과 이해관계 없는 전문가 어드바이저의 관여로 투명성·신뢰
성 확보, ③ 대상채무자의 실질적인 재무상황을 검토한 후에 채
권파기 등의 금융지원이 행해지므로 근본적인 재건계획의 책정
이 가능하다는 점이 인정
- 단점으로는 ① 대상채권자 전원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재건계획
은 성립되지 않고, ② 메인 뱅크제를 전제로47) 하므로 정리과정에
서 메인뱅크 융자비율 상승폐해가 있다고 지적되며, ③ 장부 외
채무의 존재가 우려되는 사안에서는 이용이 곤란하다는 점이 지
적되고 있음.
◦ 절차(일정) 및 재건계획의 내용
- 사적정리GL은 대상채무자로부터 신청을 받은 메인뱅크(주채권

47) 일본에서도 메인뱅크제도의 중요성이 감소하고 있어 최근에는 이를 전제로 하는 ‘사적
정리 가이드라인’에 의한 정리 절차보다는 사업재생ADR이 많이 활용되고 있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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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사적정리의 절차
·사적정리의 개시(일시정지 통보)
2주간 이내
(사적정리GL 5(1) 참조)
·제1회 채권자회의
1~1.5개월
원칙적으로 3개월 이내
(사적정리GL 6(2) 참조)
·전문가 어드바이저 설명회
1~1.5개월
·제2회 채권자회의

자료 : 全国倒産処理弁護士ネットワーク(2014).

자)가 재생이 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일시정지 통보’를 대상채
권자에게 보내는 것으로 절차 개시
- 이후 제1회 채권자회의에서 재건계획안이 발표되고 계획안의 타
당성을 조사 검증하기 위해서 제3자(전문가 어드바이저)가 선임
되며, 전문가 어드바이저의 조사가 끝나면 그에 대한 설명과 채
권자협의를 위해 설명회를 개최하고 제2회 채권자회의의 일시
를 결정
- 제2회 채권자회의에서는 대상채권자가 재건계획안에 동의할 것
인지 하지 않을 것인지를 결의하는데, 대상채권자 전원이 동의
하지 않으면 사적정리는 성립할 수 없는 채로 종결
- 재건계획안의 사업계획은 채무자의 자발적인 노력이 충분히 반
영된 것이어야 하며 ① 경영이 곤란해진 원인, ② 사업재건계획
안의 구체적 내용(경영이 곤란해진 원인의 해소를 포함), ③ 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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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의 투입에 의한 지원이나 DES 등을 포함한 자기자본의 증강책,
④ 금후의 자산, 부채, 손익의 전망(10년간 정도), ⑤ 자금조달 계획,
⑥ 채무변제 계획 등을 포함하는 내용이 필수로 기재되어야 함.

2) 사업재생ADR
◦ 사업재생ADR의 특징 및 의의
- 사적정리 가이드라인에서는 주요 채권자의 역할이 크기 때문에,
그 이외의 채권자가 메인뱅크에 금융지원부담액을 부담하게 하
는 ‘메인뱅크 융자비율 상승’이라는 폐해가 발생하기 쉬움.
- 사업재생ADR에서는 이를 시정하고 절차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
여 법무성 대신의 인정과 경제산업성 대신의 인정을 받은 특정
인정분쟁해결사업자(JATP, 사업재생실무자협회)가 절차를 수리
하고 이해관계가 없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의 전문가가 절차
실시자로서 진행을 담당
- 채권자와 채무자의 교섭으로 열리는 채권채무관계의 조정(사적
정리)을 중립적이고 공정한 제3자48)가 관여하는 ADR에 의해 수행
되는 것으로, 사적정리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절차의 불공정

48) 사업정리GL의 경우 전문가 어드바이저들이 관여하므로 절차의 공정성·투명성이 확보
되지만, GL은 채무자와 주요 채권자가 절차실시의 주체로 됨에 반해, 사업재생ADR은
전적으로 제3자인 특정인정분쟁해결 사업자가 절차를 주재하므로 한층 더 높은 중립성
과 공정성을 지킬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함. 절차를 주재하는 실시자의 자격요건이
나 채권자회의에 따른 결의사항, 자산평가기준, 사업재생계획에서 정해야 할 내용과 상
세에 대해서도 법령에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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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불투명함, 불공평함의 위험을 피할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음.
◦ 절차
- 사업재생ADR의 절차는 ① 정식 신청과 정식 수리까지의 단계(사
전 준비단계)와 ② 정식 수리 후의 단계로 나눠짐.
- 사전 준비단계에서는 ① 사전 상담·절차 설명, ② 사업재생ADR
절차이용 신청, ③ 심사원에 의한 심사, ④ 이용신청 가수리·통
지, ⑤ 절차실시자 선임예정자의 선임, ⑥ 절차실시자 선임예정
자에 의한 개별면담 및 조사, ⑦ 사업재생계획안 개요의 책정, ⑧
절차이용의 정식 신청 및 정식 수리라는 흐름으로 진행
- 정식 수리 후의 단계에서는 ① 일시정지의 통지, ② 계획안 개
요 설명을 위한 채권자회의, ③ 사업재생계획안의 책정, 절차실
시자에 의한 조사와 조사보고서, 확인서의 작성, ④ 계획안 협의
를 위한 채권자회의, ⑤ 계획안 결의를 위한 채권자회의라는 흐
름으로 진행
◦ 장단점49)
- 장점으로는 ① 재건형 법적도산 절차와는 달리 절차가 비공개이
며, 원칙적으로 상거래 채권자를 절차에 참가시키지 않아도 되
며, 비교적 유연한 사업재생계획의 책정이 가능하며 채무자가
만약 상장기업이라면 상장유지 가능성이 높다는 것 등으로 채
무자 사업가치 훼손의 회피·감소에 유리하다는 사적 절차에 공

49) 김동환(2016)은 사업재생ADR은 사적정리의 유연성, 신속성, 상거래 지속이라는 장점에
법적정리의 장점인 법적 안정성이 더해진 제도로, 신청기업 중 약 70%가 재무구조조정
에 성공하고 있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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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된 특징이 있고, ② 사업재생ADR에서 인정되는 특례로서 특정
조정 절차에 이행했을 때 단독 재판관에 의한 조정 실시(산활법
제49조), 사전 DIP파이넌스에 대한 공적기관의 채무보증(제50, 51
조), 사전 DIP파이낸스의 민사재생 절차·회사갱생 절차에 있어
서 우선적 취급(제53, 54조) 등을 들 수 있음.
- 단점으로는 ① 채권자에 대하여 강제력을 가진 절차가 아니므로
사업재생계획의 성립에는 대상채권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고,
② 사업재생ADR을 이용하기 위해 JATP에 내는 비용은 전부 채무
자 부담이며 그 외에 신청대리인 등의 어드바이저 비용도 부담
해야 한다는 점 등이 거론됨.

3) 중소기업재생지원협의회에 의한 재생 지원
◦ 조직 및 역할
- 재생지원협의회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재생계획 책정지원 등의
재생지원을 실시하기 위해 경제산업대신(경제산업부 장관)으로
부터 인정받은 상공회의소(이하, ‘인정지원기관’) 등에 설치된
조직(산활법 제41, 42)
- 각지의 재생지원협의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독립행정법인
중소기업기반정비기구 내에 재생지원 전국본부라는 기관을 설
치하여 각지50)의 재생지원협의회의 기능 강화와 균일적인 능력

50) 전국 47개 행정구역(도도부현)에 각 하나씩 설치되어 있으며, 사업재생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중소기업진단사, 금융기관 출신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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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상을 도모
- 다른 준칙화된 사적정리 절차에 비하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다는 점이 특징인데, 중소기업은 수가 많고 업종이나 기업 형태
도 다종다양하며 지역성도 강하므로 재생지원협의회를 통해 사
업 면에서뿐만 아니라 회계, 세무, 법무, 금융 등의 복합적인 지식
과 경험을 지원함으로써 금융채권자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재
생계획안 수립에 기여
◦ 중소기업재생협의회에 의한 재생지원 절차 및 개략적 내용51)
- 재생지원 절차는 ① 곤란에 처한 중소기업으로부터 폭 넓은 상담
을 받는 ‘창구 상담’, ② 사업성을 인정받은 중소기업에 대해 재
생계획의 책정을 지원하는 ‘재생계획 책정지원’, ③ 재생계획 책
정지원에 의한 재생계획이 성립된 상담기업에의 ‘모니터링’이
라는 세 가지의 절차로 나눌 수 있음.
- 창구 상담(제1차 대응)은 곤란에 빠진 중소기업으로부터 신청을
받으면 재생지원협의회의 상주 전문가인 총괄책임자(프로젝트
매니저) 또는 총괄책임자 보좌(서브 매니저)가 상담하는 것으로,
상담기업이 지참하는 자료(가령, 3기분의 세무보고서 등)의 분
석, 또는 설명을 듣고 상담기업의 경영상태 및 재무상태를 파악
하고 경영문제에 대한 조언을 해주는 것과 동시에 사업 수익성
을 확인하여 재생계획 책정지원(제2차 대응)에 이행할 수 있는

인 총괄책임자와 총괄책임자 보좌가 상주하고 있다고 함.

51) http://www.smrj.go.jp/keiei/saiseisshien/activity/04888.html(중소기업기반정비기구 홈페
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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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함.
- 재생계획 책정지원(제2차 대응)이란 사업수익성 등의 요건을 충
족하여 재생계획 책정지원을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상
담기업에 대하여 사적정리 절차에 따라 재생계획의 성립을 지원
하는 절차
- 재생계획이 성립하고 재생계획 책정지원이 완료된 상담기업을
주요 금융기관과 연계하여 재생계획의 달성상황 등을 모니터링
하며, 모니터링 결과 재생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상담기업의 요청에 응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거나 외부
전문가에 의한 사업개선을 위한 지원도 제공함.

4) 특정조정
◦ 특정조정의 목적과 특징
- 특정조정은 지불 불가능에 빠질 우려가 있는 채무자의 경제적 재
생을 위한 것으로 금전 채무에 관련하는 이해관계의 조정을 촉
진하는 것으로(특조법 제1조) 민사조정의 특례에 해당
-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파탄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법적도산 절차
의 전 단계로 금전채권을 가진 채권자와의 사이에서 채권의 지
불조건을 변경하고 담보관계 변경 등의 이해관계 조정을 함으로
써 채무자의 경제적 재생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특정조정과 타 제도와의 차이점
- 특정조정도 민사조정과 마찬가지로 당사자 간의 합의 내용이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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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에 기재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지만, 조정위원회는 당사
자 간에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공정하고 타당한 경제합리성’을
가지지 않은 경우 조정 불성립 사건으로 끝내도록 하고(제18조),
- 담보 제공 없이 집행정지를 수행하는 여지를 인정하고, 재판 및
조서 등에 의거한 민사집행의 절차에 대해서도 정지의 대상으로
하는 등(제7조) 민사집행 절차의 정지 장치에 의해 실행성을 보
장받고 채무자의 경제적 재생을 꾀하는 기회를 확보함.
- 경제적으로 파탄할 우려가 있는 채무자의 경제적 재생을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는 민사재생과 같은 취지의 제도이지만, 민사재
생이 모든 채권자를 시야에 넣은 절차인 데 반해 특정조정은 일
정한 범위의 채권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절차라는 것이 커다란
차이
- 그 밖에 특정조정은 민사재생과 달리 금융채권자 등의 일부 채
권자만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거래관계에 영향을 미치거나 채무
자의 경제적 위험상황이 알려지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참가한 당
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개별 집행이 당
연히 금지되지는 않고, 상계제한이나 부인권 행사 같은 제도도
없으며 참가한 당사자 전원의 찬성이 없으면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 등에서 차이가 있음.
- 일반적으로 민사재생보다 간편·신속·유연한 절차 진행이 가능
하며 절차 비용도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지만, 규모가 큰 대기업
의 경우에는 변호사·공인회계사 등이 단기간에 조사를 하기에
민사재생절차 비용보다 더 고액이 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절차
가 유연한 반면 상대적으로 절차의 공정성·공평성·투명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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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확보에 충분한 배려가 없다는 점이 지적되기도 함.
- 사적정리GL이나 사업재생ADR 등의 재판 외 절차도 기본적으로
채무자와 채권자가 합의하여 해결을 하는 제도이기에 당사자 간
의 합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진행이 불가능하다는 점은 공통적이
나, 사업재생ADR은 전 금융기관 채권자를 대상으로 하며 그 전
원의 동의가 필수불가결한 요건인 데 비해, 특정조정 절차는 그
러한 요청은 약하고 당사자 간의 합의 성립 여부와는 상관없이
반드시 전 금융기관 채권자를 당사자로 할 필요도 없음.
- 따라서, 실무상으로는 일부 채권자가 찬성하지 않는 경우 해당
채권자만을 상대로 하여 특정조정을 하고 추후 개별 조정을 하
는 방법도 활용되고 있으며, 특정조정 쪽이 사업재생ADR이나 사
적정리 가이드라인의 운용보다 실사와 기타 절차가 더 간편함
과 동시에 민사집행 절차 등의 정지 절차라는 제도(제7조)가 정
비되어 있어 비용 면에 있어서도 특정조정 쪽이 더 적게 드는 경
우가 많다고 함.
◦ 특정조정의 절차와 효력
- 통상적으로 채무자와 금융채권자 간에 일정한 사전협의가 있어
어느 정도 토론의 토대가 마련된 단계에서 법원이 개입하여 더욱
상세한 조정이 행해지는 상황에 들어가면 특정조정의 제기 신청
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고, 강제집행 등이 행해질 우려가 있
는 경우에는 민사집행 절차의 정지의 신청(특조 7)을 준비
- 특정조정의 신청을 하는 채무자(특정채무자)는 금융채무를 짊어
진 자로 ① 지불불능에 빠질 우려가 있는 자, ② 사업 유지에 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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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져오지 않고 변제기간이 있는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곤란
한 자, ③ 채무초과에 빠질 우려가 있는 법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특조 2. ③의 경우는 법인만 대상)
- 상대방(권리관계자)은 특정채무자에 대하여 금융채권을 가진 자
및 기타 이해관계를 가진 자로 구체적으로는 특정채무자에 대하
여 재산상의 청구권을 가진 자 또는 특정채무자의 재산상의 담
보권을 가진 자이며, 앞서 언급한 대로 특정채무자는 모든 금융
채권자를 상대로 하거나 일부 금융채권자만을 상대로 하는 것
이 가능
- 조정신청52)이 접수되면 법원은 변호사 등의 전문가로 구성되는
조정위원회를 조직하는데(제8조), 조정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는 당사자 또는 참가인에 대하여 사건에 관계가 있는 문서나 물
건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직권으로 사실조사나 증거조사를 하는
것이 가능(제12~14조)
- 통상적으로 신청인으로부터 제출된 조정조항안에 대한 조정위
원회의 조사결과, 문제가 없거나 권리관계자도 동의하는 경우에
는 조정성립이 되어 법원은 조정조서를 작성하며, 작성된 조정

52) 신청 직후 법원과 신청인 사이의 준비 기일이 있어야 하는데, 준비 기일은 신청인이 요
청하는 조정 내용이나 문제점의 확인 등을 하는 기간으로 신청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1회 조정 기일이 개최됨.동 기일에서 특정채무자에 의한 신청의 취지, 조정조항안의
내용, 그 증명이 되는 재건계획안이나 자산내용에 대하여 자료제시와 함께 설명이 이루
어진 후 조정위원회에 의한 조사범위가 확인됨. 이후 1~2개월 이내에 제2회 조정 기일이
개최되고 조정위원회에 의한 조사결과가 이루어짐과 동시에 각 채권자 간의 이해조정
이 실시되며, 제2회 기일로부터 약 1개월 정도 후에 제3회 기일이 개최되고 자세한 조정
이 끝난 조정조항안에 대하여 당사자 전원의 합의를 얻어 조정성립을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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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서는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민조 제16조).
- 당사자 간에 합의가 성립되지 않는 등 조정 불가가 되었다고 해
도 신청인은 법적도산 절차를 신청해야 하는 책임을 지지 않고,
조정 불가에 따른 사건 종료로부터 2주 이내에 채권자가 소를 제
기한 경우에는 조정신청 시에 이의 제기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
됨(민조 제19조).

(3) 산업경쟁력강화법
1) 제정 배경 및 변화
◦ 1990년대 이후 장기간의 불황이 계속되면서, 이를 회복하려는 노
력이 입법적 측면에서도 진행되어 1999년 ‘산업활력재생특별조
치법’(이하 산업재생법)이 탄생
- 1990년대 말부터 정책 방향을 재정지출 확대에서 구조조정에 대
한 지원으로 선회하면서 산업재생법을 제정하였고, 이후 동법의
개정을 통해 적용대상 및 지원을 확대하여 기업들의 다양한 조
직재편 및 설비투자 등을 신속·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주요 내용으로는 기업의 과소투자, 산업 내 과당경쟁, 정부의 과
잉규제 해소를 목적으로 구조조정이 필요한 기업들이 자발적으
로 구조조정을 하면 취득세 경감, 독점금지법의 예외 적용, 기업
결합 심사기간의 단축 등과 같은 인센티브를 부여
- 수차례의 개정을 통해 산업의 공급과잉과 과다 부채를 해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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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 에너지 및 서비스 기업으로의 지원 산업 확대, 외부 금융사
로부터 사업재편 자금의 원활한 조달 지원 등을 추가
◦ 아베정권 수립 후에는 ‘아베노믹스’의 세 번째 화살인 구조개혁
을 지원하기 위해 2014년 1월 ‘산업경쟁력강화법’(산경법. 2018년
까지 한시법)을 제정
- 대표적인 내용으로는 사업재편 지원, 기업실증 특례, 그레이존
해소 등의 분야에서 제반 법령의 절차상 특례와 세제·금융상의
혜택

2) 주요 내용 및 성과 평가
◦ 일본은 오랜 기간에 걸쳐 자기 실정에 맞는 다양한 요소들을 보완
해 가면서 제도를 숙성시켜 옴.
- ‘산업경쟁력강화법’의 경우 1999년 20여 개 조항으로 시작하여
현재는 150여 개에 이르고, 각종 다양한 패키지의 일환으로 사업
재편을 지원하고 있음.53)
- 초기에는 회사법의 특칙 형태로 시행하다가 많은 부분이 회사법

53) 동법의 제2장은 산업경쟁력 강화에 관한 실행계획을, 제3장은 신사업활동에 관한 규제
의 특례조치 정비 등과 규제개혁 추진을, 제4장은 사업활동에 관한 신진대사의 활성화,
제5장은 주식회사산업혁신기구에 관한 특정사업활동의 지원, 제6장은 중소기업의 활력
재생 등에 관한 것임. 이중 제4장에서 특정신사업개척투자사업과 특정연구성과활용지
원사업의 촉진(제1절), 사업재편의 원활화(제2절), 사업재생의 원활화(제3절), 설비도입
촉진법인(제4절), 사업활동에 관한 지적재산권의 활용(제5절)을 규정하고 있고 우리 기
활법이 주로 참조한 것은 제2절의 사업재편 원활화 부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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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일본의 사업재편 지원제도 이용 기업 수
산업활력법

산업혁신법

산경법

계
1999~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02
건수

175

88 108 79 38 22 23 30 35 35 22

8

15

9

3 690

자료 : 산업부 기업활력제고특별법 시행 보도자료(2016.8.11).

내에 편입·수용되는 등 지속적인 보완을 거침.
◦ 산업경쟁력강화법을 통한 사업재편·구조조정의 효과를 지나치
게 과장하는 것은 문제
- 지난 18여 년간 일본의 사업재편계획이 승인된 사례는 690여 건
수준으로 2010년 기준 120만여 개에 달하는 일본의 전체 기업 중
연 30개 내외가 적용받는 정도에 불과하고 그 수도 갈수록 감소
하고 있음.
- 우리의 경우 위기 상태의 구조조정 제도는 구비되어 있으나 정상
상황에서의 사업재편을 촉진할 수단이 결여되어 있다는 인식하
에 기업계 측의 계속된 요구를 수용
- 2016년 2월 일본과 유사한 형태54)의 ‘기활법’을 제정(2016.8.13 시
행)했지만 주무 부처에서도 연 10여 건 정도의 처리를 예상하는
수준에 불과하여 애초의 장밋빛 예측과는 다소 거리가 있을 것
으로 전망됨.

54) 일본의 산경법은 사업재편 외에도 다양한 정책 목표를 고려하고 있지만, 우리의 기활법
은 그 중에서 사업재편과 이에 대한 상법 및 자본시장법, 공정거래법, 세법상의 지원 조
치에 치중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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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외 제도의 시사점 및 수용 여지
◦ 재무 곤경에 처한 기업의 재생을 지원하고 채권자가 겪게 되는 다
양한 갈등 해결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도산절차는 각국의 관
련 제도 및 거래관행·문화 등을 반영하여 다양한 양상을 나타냄.
- 미국, 프랑스 등에서는 기존 경영진과 계속기업의 유지에 상대적
으로 우호적인 법제를 가지고 있는 반면, 영국이나 스웨덴의 경
우는 실패한 기업의 자산을 배분하는 데 있어 시장의 역할에 많
이 의존
- 어떠한 제도를 수용·채택하는지에 따라 투자자들의 사전적
자금제공과 기업의 자본구조 및 자본비용 선택에 영향을 미치
게 됨.
◦ 오랜 구조조정·사업재편의 경험이 축적된 선진 제도의 수용 못
지않게 기존의 관행을 개선하고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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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 장에서 살펴본 미국과 일본의 제도들은 오랜 기간의 시행착
오를 거쳐 자국의 금융 및 사업 관행들을 반영하여 수정·보완되
어 왔음.
- 또, 사업재편이나 구조조정 같은 조직의 근본적 변경(Kraakman
et al., 2009 참조)이 발생할 경우에는 다수의 이해관계자들에 영향
을 미치게 된다는 점에서 단순한 선진 제도의 수용 이면의 요인
들을 고려해야 함.
- 기업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의 개선, 대출 금융기관의 여
신심사 관행 정착, 회계법인·증권사·신용평가사와 같은 자본
시장 참가자들의 신뢰 확보, 공적·자율적 규제 기구와의 관계
정립 등 기본적 인프라가 구축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작동하
는 상황이라야 자발적이고 효율적인 구조조정 절차가 진행될 수
있을 것

2. 향후 과제
(1) 구조조정 제도의 자율성·효율성 제고 필요
◦ 구조조정은 현실의 부진으로부터 탈피하여 미래로의 도약을 위
해 생살을 깎고 희생을 감수하는 작업
- 그러나 구조조정 상황에 이르게 된 원인과 과정에 대한 정확한
진단 및 범위와 주체 등에 대한 청사진이 먼저 제시되어야 고통
분담에 대한 설득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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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율적인 구조조정은 결국 해당 이해관계자들의 자율적 합의
와 공감을 통해 가능하다는 점에서 단순한 절차상 단계나 소요
기간에 집착하기보다는 제도상 부여된 협상의 기제(bargaining
mechanism)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필요
- 미국 연방파산법이 기업갱생 참여자들의 자발적 신청을 거쳐 회
생계획(plan)을 도출해 내는 과정이나 일본의 각종 사적정리 절
차들이 채무기업-금융기관들 간 협조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진행하는 해외의 사례들을 참고할 만함.
◦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의 해외 제도에서도 검토된 바와 같이 자
율적 수단(out of court)과 법적 절차는 구조조정 대상 기업, 채권
채무 관계, 유연성·신속성 및 안정성 등에서 다양한 차이를 보이
고 있음.
- 일률적으로 특정 사업재편·구조조정 수단이 우월하거나 선진국
의 제도가 최선이라고 할 수는 없고, 기업-채권금융기관 간의 관
계 및 거래 관행, 금융당국의 영향력, 회계 및 공시 시스템의 정상
적인 작동 등이 복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함.
- 재무위기 상황하의 지배구조는 정상 상황에서의 지배구조의 연
장이라는 점에서 전자를 규율하는 도산법제와 후자의 작동 기준
인 회사법이 실질적으로 작동해야 함.
◦ 사업재편 및 구조조정 관련 법·제도가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상
당 수준 구비되어 있고, 경험과 사례가 축적되어 가고 있지만 여
전히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업재편 및 구조조정이 이루어지지 못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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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살펴본 일본의 경우 도산 관련 법적 절차인 민사재생법 및
회사갱생법은 우리 도산법에도 참고가 된 것으로 상당 부분 유
사한 내용
- 사적정리 가이드라인, 사업재생ADR, 중소기업재생지원협의회
등의 다양한 사적정리 절차들은 자율적 구조조정·사업재편이
절실한 우리에게도 많은 시사가 될 것으로 판단되나 그에 앞서
채권은행-기업 간 관계 및 금융당국의 감독 등에서 변화가 있어
야 할 것임.
- 또, 한진해운의 회생절차와 관련하여 전 세계에 운송 중이던 화
물 억류 등의 문제가 초래되었는데, 우리 도산법이 2005년 개정
시 국제도산에서 소극적으로 보편주의를 수용한 한계55)를 보완
할 필요
◦ 구조조정·사업재편을 위한 인프라 구축 노력 필요
- 구조조정을 담당할 주체, 중개자, 각종 이해관계자들 간 수급이
적절히 조절되어야 관련 제도가 원활하게 작동 가능
- 최근 시장 위주의 구조조정 정착을 위해 부실채권(NPL) 시장을 활
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또다시 제기되고 있음.
- 금융당국은 이미 1997년 외환위기 이후부터 부실채권 시장의 조

55) 미국과 달리 묵시적으로 보편주의를 소극 수용한 결과 도산법의 역외적용에 있어 국내
법보다 외국법에 의존하는 결과가 발생. 국제파산에 관한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한국
법원에 채권신고를 한 채권자가 개시결정에 반하여 외국 소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
제집행 등을 실행하더라도 이를 제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참
고할 만함(임치룡,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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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M&A 활성화 등의 정책을 위기시마다 반복하면서 20년 가까
운 세월을 보내고 있음.
- 앞서 살펴보았듯이 기업의 가치를 정확히 산정·평가·공시하
여 자본시장에 공급하는 당사자들(회계법인, 증권사, 신용평가
사, 거래소 등)에 자율성·책임성을 부여하고, 여신 심사 및 감독
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기초적인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건전한 기
업 경영과 효율적인 부실처리·사업재편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

(2) 상시적인 구조조정을 위한 경쟁질서 및 지배구조의 확립 필요
◦ 총수 일가의 소수 지분을 주력 계열사를 통해 지원하고, 이를 전
계열사로 확장시켜 그룹(기업집단) 전체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
하려는 후진적 출자구조가 문제
- 정상 상태에서의 지배구조(회사법)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상
황에서 위기시의 사업재편·구조조정(도산법)이 효율적일 수 없
는 것은 당연
- 우리의 경우 특히 그룹(기업집단)의 이해를 위해 개별 회사의 독
립적인 경영자율성이 희생되는 경우가 수시로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해야 함.
- 구조조정은 기업·경제 환경의 변동에 따라 끊임없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필연적 상황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개별 기업의 부실
이 관련 산업 및 경제 전반의 위기로 전이되지 않도록 하는 규
제·감독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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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살펴보았듯이 우리의 경우 구조조정의 전 과정을 통해 현상
유지와 해당 주체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관행이 고착되어 있음.
- 지배주주는 사익을 위해 타 계열사로부터의 지원을 통해 퇴출
(exit)에 저항하고, 대출 금융기관은 충분한 위험 평가가 결여되어
있거나 이해관계에 따른 여신을 남발하고, 자본시장의 가격 산출
및 감시 기능은 작동하지 않고 있으며, 감독기관은 부실을 처리
하기보다는 연기·조정하는 데 급급한 사례들이 곳곳에서 발생
- 결국, 자신의 비용을 투입하지 않고도 소수주주들의 희생이나 공
적자금을 이용한 부실 처리가 가능하고, 이에 대한 책임 추궁이
엄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환경이 변화되어야 함.
◦ 부실 부문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들의 맹점과
사각지대에 대한 지속적인 보완이 필요
- 글로벌 경기침체와 구조적 공급과잉 상황에서 부실판정에 이르
지 않은 정상 상황에서의 사업재편을 촉진하겠다는 목적으로 통
과된 기활법(2016.2 통과, 2016.8.13 시행)은 상법·공정거래법상
의 각종 절차와 규제를 간소화하고 세제·금융상의 다양한 지원
을 제공하고 있음.
- 그러나 과연 현재 기업·산업의 전반적 위기가 사업재편을 원활
하게 하지 못해서 발생한 것인지, 과연 기활법에 따른 사업재편
이 공급과잉을 해소하고 생산성을 제고하는 수단으로 작동할 것
인지, 사업재편의 활성화가 기업부실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지 등에 대해서는 충분한 실증적 분석·검증을 거친 것이 아님.
- 우리의 경우 신성장동력의 확보나 새로운 산업구조의 변화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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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한다는 명목으로 이루어졌던 여러 사업재편·기업구조 개편
이 결국 총수 일가의 지분을 승계하고 지배력을 공고히 하는 데
악용된 사례가 다수 존재함.
- 또, 기활법 외에도 작년 말(2015.11) 본회의를 통과하여 올 3월부
터 시행된 개정 상법에서는 삼각주식교환(역삼각합병), 삼각분
할합병, 간이영업양도·양수 등 다양한 사업재편 수단들을 구비
하고 있지만 이를 통한 소수주주권의 위축·형해화를 방지할 장
치들은 미흡56)
- 어떤 제도의 도입도 애초의 취지를 완벽히 구현해 내기는 어렵
고, 사전에 예상하지 못했던 부작용 또한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는 점을 염두에 두고 지속적인 수정·보완이 필요

(3) 구
 조조정에 따른 책임 추궁 및 그 과정에서의 최약자 보호장치
마련
◦ 최근 감사원 감사결과 발표(2016.6)를 통해 그동안 금융 공공기
관을 통해 이루어졌던 기업 구조조정 절차를 평가할 일단의 자
료가 제공됨.
- 대우조선해양, 성동조선 등의 부실화 과정을 보면 국책은행 주도
의 구조조정이 얼마나 요식적이고 비효율적으로 진행되어 왔는

56) 일본의 경우도 2014년 회사법 개정을 통해 의결권의 90% 이상을 보유한 특별지배주주
의 매도청구 시 주총결의 면제(제179조), 일정 경우의 다중대표소송 도입(제847의3조)
등 다양한 개정이 이루어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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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 백일하에 드러남.
- 문제는 이러한 몇몇 사례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사실인데, 이는 충분한 정보·자료의 공개와 국회 차원의 엄격한
조사·감독을 통해 조속히 밝혀져야 할 것57)
◦ 기업부실을 조장·방조한 특수관계인 및 사실상 지배력 행사자·
감독당국, 정책 금융기관 등에 대한 엄중한 책임 추궁 필요
- 한진해운·현대상선 등의 최근 사례뿐 아니라 지난 수년간 발생
했던 기업 부실에도 불구하고 책임지는 사람은 없는 처리 결과
들을 돌이켜보면 “회사는 망해도 기업가는 산다”는 속설이 점
점 더 복잡하게 체계화·공고화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높아짐.
- 이번의 정부 방안(6.8 산업·기업 구조조정 추진계획 및 국책은
행 자본확충 등 보완방안) 역시 결국 기업 구조조정에 실패한 국
책은행의 부실화를 막기 위한 자본확충에 관한 논의가 주된 내
용이고, 이후 추경을 통한 재정 지원방안 역시 유사한 내용의 반
복에 불과
- 회사의 도산을 야기한 이사가 타 기업의 이사로 참여하는 것을
억제하는 영국의 이사자격 박탈제도(disqualification of directors)나
법원의 감독 외에 채권자위원회의 감시와 다양한 전문가들의 실
질적인 참여를 통해 상시적인 감시·감독이 이루어지는 미국 연

57) 우선 작년 10월 말 소위 ‘청와대 서별관회의’에서 이루어졌다는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4조 2,000억 원 규모의 지원 근거와 책임소재를 확인하기 위한 청문회를 기재위(8.23~
24)·정무위(8.24~25)에서 개최하기로 여야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관련 증인의 출석을
둘러싼 논란 끝에 일단 무산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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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파산절차의 장점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수용할 부분을 선택
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제도의 도입·보완에 앞서 도산법상 채권자협의회 권한
의 적극적 활용이나 부적절한 관리인 해임 및 감독기관·법원·
검찰의 신속하고 엄격한 집행이 수반되어야 함.58)
◦ 구조조정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고용충격, 사회안전망
(실업급여 등) 등에 대한 보완 장치 구비
- 기업이 부실에 이르게 된 상황에 대한 충분한 책임 소재와 원인
규명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인 현실에서 상대적
약자인 고용 관계의 최하층에서부터 발생하는 충격의 일부라도
흡수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59)이 필요
- 결국 기업 실패로 인한 경제·사회적 결과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
가에 관한 근본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구조를 편성하는 것이
(E.Warren, 1993 참조) 도산 및 구조조정 제도의 본질이라는 점에
서 성실하게 노력을 제공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재기할 수 있도
록 돕는 안전망이 구축되어야 함.

58) 도산법상 회생절차의 각종 실무상 보완사항들에 대해서는 하준·위평량(2013), p.112
이하 참조.
59) 특히 사업재편·구조조정이 일상화되는 경영 환경에서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절실
함. 일본의 경우 2000년 상법 개정으로 회사분할 제도를 창설하면서 ‘회사분할에 따른
노동계약의 승계 등에 관한 법률’도 아울러 규정하여 근로관계의 보호를 입법화하였고,
민사재생·회사갱생 과정에서도 각 단계마다 노동자의 견해를 청취·반영하는 절차를
보장하고 있음. 고용유지 및 실업지원의 측에서도 최근 거론되고 있는 특별고용지원 업
종 지정이나 실업(구직)급여 지급수준 향상 등의 단편적 미봉책을 넘어서는 보다 전향
적인 대응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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