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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 기업부실이 현재화되면서 원활한 기업구조조정 제도의 필요성이 더욱 증가
 최근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고 기업성과 개선이 더뎌지면서 기업의 부실이 증가
 최근 금융위기 등 대내외적으로 경제불안이 상존하고 있는 가운데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
업의 기업부실 증가, 기업 경쟁력 약화가 나타나고 기업의 재무위험이 도산위험으로 확대

▶ 최근 기업구조조정촉진법, 통합도산법 및 사모투자펀드(PEF) 제도 등 기업구조조
정 기구와 관련된 제도개선 작업이 진행 중인 상태
 기업구조조정 시스템은 크게 통합도산법 등 법원에 의한 절차,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 채권은행 주도의 절차 및 PEF 등 시장에 의한 방법 등으로 나누어 검토할 수 있음.
 더구나 최근 기업구조조정 수단의 하나인 자본시장법상 사모투자펀드 제도의 개선
및 기업구조조정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관련 제도의 정비 등이 활발하게 진행

▶ 기업의 구조조정(corporate restructuring)은 재무적인 곤경기업을 생존가능한 기
업과 생존불가능한 기업으로 구분하는 과정으로서 생존가능한 기업의 재무구조를
재조정하고 생존이 불가능한 기업을 청산하거나 재구축하는 것임.
 이러한 기업의 구조조정 내용 및 수단은 사업영역 판매나 인수합병을 포함한 광범위한
거래, 높은 부채수준의 삭감을 통한 자본구조의 변경 및 기업 내부조직의 변화 등을
포함하는 개념
 기업구조조정의 수단은 기업재무 구조조정, 포트폴리오 구조조정, 조직 구조조정으로 구분
• 재무적인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사업구조나 조직구조의 변경 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상례이기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기업구조조정 수단은 재무구조조정이라 할 수 있음.

⋅ 요 약

5

▶ 최근 기업의 구조조정의 미시적･거시적 성과는 비교적 좋은 것으로 나타남.
 기업의 재무구조조정은 생산성 향상을 가져온다는 미시분석 결과가 제시되고 있음.
 한계기업이 퇴출되면 단기적으로 생산 및 고용이 감소하지만 중기적으로는 구조조정
이전에 비해 증가한다는 거시경제적 효과분석 결과가 제시됨.

▶ 기업 구조조정은 구조조정 주체에 따라 기업 자구 노력(기업주도), 워크아웃(채권금
융기관 주도) 및 법정관리(법원주도) 등으로 구분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2001년 제정되어 워크아웃을 주도하였으나 세 차례의 기간연장
등 많은 굴곡
 통합도산법은 파산법, 화의법, 개인채무자회생법을 통합･정비하여 2006년 재정비
 2005년 3월에 제정된 현재의 통합도산법이 DIP 제도 채택, 2011년 패스트 트랙(Fast
Track) 제도 도입 등 보다 채무자 중심으로 변화되어 오긴 하였지만 여전히 기업회
생제도에 대한 기업의 반응은 여전히 회의적인 것이 사실

▶ 법적인 근거가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서 공적 기업구조조정 기구와 사적 기업구조
조정으로 구분
 공적인 구조조정은 통합도산법에 의한 법정관리 제도와 신용공여액 500억 원 이상
의 기업에 적용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의 워크아웃이 이에 해당
 한편 사적 구조조정 기구는 신용공여액 500억 미만의 기업에 적용되는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에 의한 워크아웃과 채권단자율협약에 의거한 기업구조조정을 들 수 있음.
 프리워크아웃 제도인 대주단협약과 패스트 트랙 제도는 2008~2011년까지 운용되었
던 제도들임.
본 보고서에서 다루고 있는 기업구조조정 제도

주: 실선은 직접 적용됨을 나타내며, 점선은 일부 적용됨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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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목적 및 주요 내용
▶ 본 연구에서는 현행 기촉법･통합도산법상의 기업구조조정 제도의 문제점, 채권은
행을 통한 기업구조조정, PEF를 통한 기업구조조정 및 기업구조조정 조세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검토하여, 향후 기업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채무자 관점의 제도개선 과제를 제시
 최근 구조조정을 겪고 있거나 겪은 경험이 있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담당자를 직접
방문하고 또 관련 전문가 자문을 받아 보고서에 그 내용을 반영

▶ 본 보고서의 주요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음.
 제Ⅱ장에서는 기업구조조정과 기업회생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분석
• 현재 한시법 형태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상시화 논쟁 검토
• 지금까지의 기촉법의 타당성 근거로 자리 잡아 왔던 효율성 외에 기업구조조정 제도
의 세계화와 법치주의 관점에서 기업 회생절차 제도를 점검하며,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과 도산법의 개선방안을 제시

 제Ⅲ장에서는 채권금융기관을 중심으로 하는 기업구조조정, 즉 워크아웃의 개괄적
인 내용,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을 논의
• 현재 채권은행을 통한 주채무계열제도와 재무구조개선약정, 일반 대기업에 대한 기업
구조조정촉진법 적용, 중소기업의 자율협약 추진 제도가 가진 문제점을 살펴보고 법
률적･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
• 법정외 구조조정 제도로서 채권은행을 통한 기업구조조정 제도의 필요성 및 채권 유
동화 시장과 Bad bank 설립을 통한 채권금융기관의 기업구조조정에의 참여 문제를
검토

 제Ⅳ장에서는 현행 자본시장법상 사모투자전문회사와 관련된 문제점을 검토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
• 우리나라 사모투자펀드의 법체계, 즉 사모투자전문회사의 현행 법적인 구조와 그 내
용, 그리고 규제제도의 내용을 정리하여 비교 분석
• 미국과 유럽의 사모투자펀드의 규제제도를 등록제도, 운용구조, 공시체계 등 관점에
서 그 법체계와 그 내용을 정리하여 우리나라의 법제도와 비교
• 우리나라 사모투자펀드의 규제체계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

⋅ 요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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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Ⅴ장에서는 현행 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등 기업구조조정 관련 세제상 법령
조항들의 내용과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개선방안 제시
• 기업구조조정세제의 법체계적 정합성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현행 제도상의 내용에 관
련된 문제들도 검토하고자 하며, 이에 따른 개선방안들을 제시
• 기업구조조정세제 전반에 제도적 모델을 제공하고 있는 미국의 기업구조조정세제 내
용을 검토하여 벤치마킹할 내용들을 추출
• 우리나라 사례에서 나타나는 기업구조조정과 관련된 세제상의 문제점들을 살펴보며,
그에 따른 개선 방안을 제시

 제Ⅵ장에서는 법원･채권은행･PEF를 통한 구조조정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고, 기업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시장친화적인 기업구조조정
정책대안들을 정리하여 제시

Ⅱ. 기업구조조정과 기업회생제도
(1) 현황과 문제점
▶ 국회에서 한시법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의 상시화 여부를 2014년 말까지
마무리하라는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기촉법의 상시화 여부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
고 있음.
 법원 중심의 기업회생절차(도산법) 외에 채권금융기관 중심의 회생절차(기촉법)가
우리사회에서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해야 할 시기

▶ 법조계에서는 기촉법에 위헌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기촉법 상시화는 법치주의
관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봄.
 기촉법이 추구하는 효율적인 기업회생이라는 목적은 도산법상의 회생절차를 통해서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으므로 굳이 위헌성이 있는 기촉법을 상시화할 필요는 없다고 봄.

▶ 금융계에서는 기촉법이 효율적 구조조정 수단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상시화할 것
을 요구하고 있음.
 도산법상 회생절차는 법원이 주도하는 법정절차이므로 효율성과 신속성 측면에서
기촉법에 못 미친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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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촉법 상시화 논쟁에서 기촉법과 도산법 간 대립적, 택일적 관계로 보며 기촉법을
폐지 또는 상시화하자는 일방적 입장은 지양되어야 함.
 이해당사자들 간의 순수한 계약적 워크아웃과 법원이 강력히 개입하는 도산법상 절
차를 양극단으로 하며 그 중간에 다양한 형태의 회생절차들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
• 개별 기업들이 자신들이 처한 재무적 상황에 따라 가장 적합한 회생절차를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해 준다는 차원에서 기업회생법제 개선 방안이 모색되
어야 함(World Bank, Out of court workout 2012).

(2) 개선방안
▶ 기촉법의 폐지보다는 문제점을 해소하며 한시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기업회생을
위해 바람직
 기촉법이 문제가 있다고 기촉법 자체를 폐지할 경우 기촉법이 가지는 장점까지 포기
하는 것이므로 제도적 개선을 통해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
• 도산법상 회생절차와 달리 기촉법상 회생절차에서는 신규자금을 공급받기 쉽고 금융
채권자 외에 상거래 채권자의 권리행사에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정상적인 경영활동
이 가능하여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적음.

 기촉법에 대해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들을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며 한시적으로 유
지해나가는 것이 바람직
• 기촉법상 절차의 투명성 제고와 DIP 제도(기존 경영자 유지) 명문화 필요

▶ 기촉법상 회생절차의 문제점을 해소해나감과 동시에 도산법상 회생절차의 문제점
도 동시에 개선해나가는 것이 바람직
 지금까지 도산법상 회생절차에 비해 기촉법상 회생절차의 장점으로 제시되어 왔던
요소들을 도산법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 절차의 신속성 확보
• 상거래 채권자들과의 정상적 거래를 유지하면서 금융 채권자들만의 채권이 재조정되
어 경제적 파급효과가 적다는 기촉법의 장점을 흡수
• 신규자금의 원활한 공급이 도산법상 회생절차에서도 구현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 요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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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들이 처한 재무 상태에 따라 다양한 성격의 회생절차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해당 기업의 금융채무의 비율, 상거래 채무의 비율, 협약채권자의 비율, 외국 채권
자의 비율 등에 따라 순수한 자율협약, 기촉법상의 회생절차, 도산법상의 회생절차
에 대한 비교우위가 다름.
• 각각의 절차는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으므로 개별 기업들에게 다양한 구조조정절차에
대한 선택지를 제공해 주는 것이 바람직함.

▶ 도산법의 제도적 개선 성과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기촉법상의 장점을 도산법이
충분히 흡수하여 기능하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 기촉법 폐지를 고려

Ⅲ. 기업구조조정과 채권은행
(1) 현황과 문제점
▶ 우리나라는 외환위기를 계기로 부실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정부 또는 채권단의
주도하에 진행하는 제도가 발달하였음.
 특히 채권은행을 통한 구조조정제도는 기업이 직면할 수 있는 일시적인 재무적 위험
에 대응하여 채권금융기관의 자금지원이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기업 전체의 위기로
확산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는 기능을 가짐.
 외환위기 이후에는 채권은행이 기업의 재무상황을 수시로 모니터링하며 금융시장의
신용경색 위험을 낮춰주는 상시적인 구조조정이 시행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담당

▶ 채권-채무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기업의 구조조정 제도는 주채권은행을 중심으로
다수의 채권금융기관들이 기업회생을 위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하게 되
는 구조
 현재 채권은행을 통한 기업구조조정 제도는 기업의 규모와 신용공여 총액에 따라 주
채무계열제도 및 재무구조개선약정, 일반 대기업에 대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적용,
중소기업의 채권단 자율협약 추진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
 채권은행은 거래하는 기업의 신용위험의 평가를 위해 금융감독당국이 제시하는 바
에 따라 수익성, 성장성, 건전성 및 안정성 등의 지표가 포함된 기업신용위험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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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가를 실시함으로서 기업 재무상태를 모니터링함.
 기업의 부실징후를 발견하게 되면 경영정상화를 위한 계획서 등을 개별적으로 또는
주채권은행을 통해 채권단이 기업에 요구함.
 자구계획을 통해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협의회 또는 채권금융기관
기관 공동관리, 채권은행 공동관리 또는 적정채무수준의 확인과 채권자구조, 신용공
여액 확인을 거쳐 기업재무의 안정성을 제고하는 방법과 절차를 결정하여 지원함.

▶ 채권금융기관에 의한 기업구조조정 제도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문제점으로 기
업구조조정 대상을 선정하는 기준과 이해관계자 간 의견 상충, 관치금융, 전문성
결여 등이 있음.
 예상되는 위험일 뿐인 문제를 현실화시켜 기업이 부실화되거나, 회생보다는 퇴출이
필요한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임시방편적 구조조정 때문에 경쟁력 없는 기업이 연명
하게 되는 문제 등은 구조조정이 필요한 기업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개선이 필요한
문제점
 구조조정의 주도권을 가진 채권은행이 채무변제에 우선을 둔 의사결정을 하는 등 기
업의 경영적 판단과는 다른 방향으로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제어할 수 있
는 방법이 없어 기업이 채권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망설이는 이유가 됨.
 현행 채권은행을 통한 기업구조조정은 기본적으로 자율협약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
나 기업구조조정에 있어 금융당국의 개입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도
계속 문제로 제기됨.
 지나친 정보의 제약으로 인한 정보의 비대칭성은 시장에서의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
의 원인이 되며 현실화되지 않는 위험으로 인한 시장교란 때문에 기업의 신용도가
하락하고 자금조달 비용이 상승하는 등의 부작용이 있음.
 국내 금융기관이 기업구조조정을 주도하기에는 전문적 지식이 부족함으로 인해 시
행착오뿐 아니라 경영전략 측면에서 구조조정 시행에 어려움을 겪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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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선방안
▶ 복잡한 채무관계에 있을수록 구조조정 과정에서 심각한 이해관계 충돌의 문제가
나타날 수밖에 없으므로 채권자와 채무자 간 합의에 의한 구조조정이라 할지라도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관계의 대립을 중재할 수 있는 중립적 주체를
선정하여 참여하게 하는 것이 필요
▶ 채권채무관계에 의한 구조조정의 세부적 시행 과정에서 대상 기업과 참여 채권자
의 범위를 재고할 필요가 있음.
 채권은행의 비전문성이 문제로 지적되므로 독립적인 기관에서 객관적인 평가를 수행
하여 채권은행의 의사결정에 반영하거나 평가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모니터
링과 페널티제도 등을 도입하는 것도 구조조정 효과를 제고하는 방법이 될 것임.
 부채비율이라는 획일적인 기준으로 기업집단 또는 기업의 재무적 안정성을 평가하
는 방법은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할 수 있는 기준으로 대체되어야 함.
 기업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대상이 되는 채권자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국내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전체 금융기관을 적용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함.

▶ 법정외 구조조정 제도로서 채권금융기관에 의한 기업구조조정 제도가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구조조정 전문시장을 발달시켜야 함.
 보다 궁극적인 해결방법으로는 구조조정 참여자의 이해관계가 유사한 방향을 취하
도록 유도하는 방안으로서 최근 시범적으로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는 NPL 시장과
Bad bank의 설립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채권금융기관이 채권회수보다 투자의 개념을 갖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잠재적 가치,
지속적 가치를 제고하는 전략을 고려하도록 유인하는 효과가 있음.
• 기존의 경영진이나 대주주가 채권은행에 기업 경영 인센티브로서 스톡옵션이나 우선
매수권(Buy-back option)을 부여하는 방법도 가능함.

▶ 최근 기존 제도를 상시화하느냐 일몰 후 폐기하느냐, 개선하느냐에 대한 논란이
있으나 이보다 먼저 논의될 것은 법정외 구조조정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제
도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적합한 제도를 어떻게 정립할 것이냐는 문제임.
 법정에서의 기업의 회생이나 파산의 경우 채권자 간의 합의 도달이 어려워 기업구조조정의
진행이 지연되는 부분에 있기 때문에 법정외 제도로서 시장에서의 구조조정 제도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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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적인 기업구조조정 제도를 체계화하고 채권 유동화 시장의 발달을 촉진하게 되
면 보다 전문적이고 자율적인 구조조정이 시장을 통해 이루어질 것임.
-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현행 제도의 문제점들을 개선하면서 이해관계자 간의 자
율적인 협의에 의한 구조조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시장의 발달은 매우 필수적임.
 절차와 법적문제 등 간소화로 단기간에 처리할 수 있는 특례 등 법제도가 뒷받침될
경우 이해당사자 간의 협력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이 보다 성공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임.

Ⅳ. 기업구조조정과 PEF
(1) 현황과 문제점
▶ 우리나라에서는 부실기업 구조조정기구로 자본시장법상의 일반 사모투자전문회사
그리고 특수목적 사모투자전문회사로서 자본시장법상의 기업재무안정 사모투자
전문회사, 산업발전법상의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가 운용되고 있음.
 외환위기 이후 다양한 구조조정기구가 법제화되어 운용되고 있었으나, 특정한 구조
조정 목적에 따라 대상, 방법, 운영주체의 자격 등이 제한되어 일반적인 구조조정기
구로 정착하는 데 한계
 2004년 도입된 사모투자전문회사와 2010년 도입된 기업재무안정 사모투자전문회사는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금융 선진국에 비하면 규모 등에서 열세를 보이고 있음.
• 사모투자전문회사의 경우 2013년 10월 기준 사모투자펀드 수는 230개가 설립되어, 약
정액은 42.3조 원, 이행액은 27.9조 원이며, 기업재무안정 PEF의 경우 펀드 수 15개,
약정액 3.3조 원, 이행액 2.7조 원임.
• PE 침투율은 영국 0.74%, 미국 0.67%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0.14%로 나타나고 있음.

▶ 사모투자전문회사는 경영참여 목적의 지분투자만을 허용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기업재무안정 사모투자전문회사를 통해 경영권 참여 없이 부실채권투자가 가능하
는 등 상당히 제한된 형태로 운용되고 있어 PEF 활성화에 제약요소
 PEF는 본질적으로 운용상의 자율성을 특징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투자자산의 운용에 있어서도 상당한 제한규정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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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PEF는 2년 이내 출자금의 50% 이상 주식투자와 투자 대상기업 주식의 10%
이상을 취득하여야 하는 최소투자한도의무, 사모투자전문회사 및 특수목적회사의 차
입 및 채무보증 규제 존속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의 PEF에 대해 의결권 제한, 소유제한 및 상호출자제한기
업집단 소속 금융기관의 출자제한 등 규제 존속

 미국과 EU의 PEF에 대한 진입요건, 운용규제, 공시규제를 검토한 결과, PEF 운용사
규제는 있으나 펀드 그 자체에 대한 규제는 거의 없다는 점에서 규제방식이 우리나
라와 상이

▶ PEF 조세와 관련 2009년 동업기업 과세제도를 도입하였지만 많은 문제점 상존
 미국의 파트너십제도의 장점을 흡수하지 못한 채 수동적 동업자의 소득에 대해 일률
적으로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는 문제점 존속
 PEF는 내국법인인 동업자에 대해 소득세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반면, 외국
거주자와 국내 개인 거주자들에 대해서는 소득세 원천징수의무를 부담

(2) 개선방안
▶ 현행 PEF는 자본시장법상의 사모투자전문회사 제도로 통합하면서 일반 PEF에
가해지는 규제는 대폭 완화
 자본시장법상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경영참여형으로 국한하지 않고 기존 기업재무안정
PEF도 포함하는 보다 통합된 형태로 규율하면서 PEF 자체가 아닌 PEF 운용업자에
대한 규제시스템으로 변경
 현행 기업재무안정 사모투자전문회사는 3년 한시법이며, 이에 따라 유한책임사원으
로 투자하려는 투자자 모집에 한계 발생

▶ 현재 사모투자전문회사에 적용되는 최소의무투자비율, 차입과 채무보증에 대한
규제는 PEF의 활성화를 위해 폐지되어야 하며, 기업집단 소속 사모투자자문회사
에 대한 규제는 일정 수준으로 완화
 최소의무투자비율 준수의무는 펀드의 수익구조를 악화시켜 투자자의 리스크만 증가
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금융위원회에 사후보고제로 변경하고 종국적으로 폐지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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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되는 PEF의 특성을 고려하여 미국과 같이 차입과 채무
보증에 대한 제한규제 폐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의 PEF에 대해 의결권 제한, 소유제한 및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금융기관의 출자제한 등 기업집단 소속 사모투자 전문회사 관련 규제의
대폭 완화

▶ 한편 2007년 도입된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보완하여 미국의 파트너십세제와 동일
하게 구성하는 등 PEF 활성화를 위한 조세지원 개선 필요
 현재 PEF에서 유한책임사원에게 분배되는 소득을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은 바람
직하지 않으며 능동적 사업자, 수동적 사업자 모두 소득원천에 따른 분류가 그대로
적용되고 투자에서 발생하는 손실 역시 과세연도별로 배분받을 수 있는 시스템 정비가
필요
 또한 조세공평주의 및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와 기업재무안정 PEF의 실질이 동일하
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가 적용받는 과세특례제도를 기업재무안정
PEF에도 적용하도록 개선

Ⅴ. 기업구조조정과 조세제도
(1) 현황과 문제점
▶ 기업구조조정세제는 기업이 계속되는 경우에 사회적인 효익이 많다고 한다면, 그
와 관련해서 동결 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업구조조정에 대해서 과세이연을 해
주고자 하는 법리에 기초하고 있음.
▶ 현행 기업구조조정세제는 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간을 두고 있으며, 법
인 단계에서의 채무면제이익에 따른 과세조정과 주주 단계에서의 출자재무구조
변경에 따른 과세조정을 주된 내용으로 두고 있음.
 법인 단계에서의 채무조정을 위한 자산양도 및 채무면제이익 발생 시, 이를 익금에
곧바로 산입하지 않아, 과세이연 효과가 발생하도록 세제 구성
 주주 단계에서는 출자전환과 감자 등 재무구조 변경이 있는 경우, 주주에게 발생할
수 있는 양도소득세, 증여세, 또는 법인세 등에 대해서 과세이연

⋅ 요 약

15

▶ 현행 기업구조조정세제의 벤치마킹 대상인 미국의 기업구조조정세제(Type G
Reorganization)는 일원화된 법체계에 따라 개별 항목별로 일관된 과세논리를
구축하고 있음.
 일반적인 기업재조직과세 유형에서 독립하여 기업구조조정에 관한 과세제도가 구축
되어 있으며, 미국 연방 파산법상의 기업회생사건(Bankruptcy Act Title 11)에 대한
과세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채무면제이익의 익금산입과 이월결손금의 조정을 우리나라와 다르게 일관된 논리체
계에 따라 과세이연 효과를 부여하고 있으며, 회생기업에 대해서 자산 장부가액 조
정 등 계산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사회적 효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식에 초점을 두고 회생기
업이 계속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과세제도를 구현하고 있음.

▶ 법체계적인 문제점과 내용상의 문제점으로 나누어져 있음.
 법체계적으로 볼 때, 기업구조조정세제 조항 내용이 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나
누어 규정되어 있어 혼재성과 더불어 한시적 조항에 따른 효력 제한의 논란이 있음.
 내용면에서도 다음의 5가지의 문제점이 있음: ① 채무면제이익 계산 방식이 이원화
되어 있고, ② 기업구조조정세제상의 적격 범위가 제한적이며, ③ 과세제도로 인하
여 기업구조조정에서 영업양수도 방식을 활용하기 곤란한 점이 있음. ④ 지방세법상
의 간주취득세 감면 범위가 협소하고, ⑤ 대손세액공제 범위 조정 범위를 기업구조
조정세제상의 적격 범위 개선과 맞춰 조정할 필요성이 있음.
• 채무면제이익 계산방식이 출자전환 채무면제이익인 경우와 일반 채무면제이익인 경우
에 대해서 달리 취급하는 문제점
• 기업구조조정세제가 적용될 수 있는 적격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점
• 과세제도로 인하여 기업구조조정에서 영업양수도 방식을 활용하기 곤란한 점
• 지방세법상의 간주취득세 감면 범위가 협소한 점
• 대손세액공제 범위를 기업구조조정세제상의 적격 범위 개선과 맞춰 조정할 필요성

(2) 개선방안
▶ 법체계적으로는 기업구조조정세제 조항들을 법인세법 내에 이관･정리하여 법체
제의 일관성을 제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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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나누어 규정되고 있는 기업구조조정세제 조항들을 일
관되게 법인세법에 규정하여 혼재성과 한시성에 따른 효력의 제한 문제들을 해결함.
 기업구조조정세제는 미국의 Type G Reorganization과 유사하게 합병･분할 등의 과
세체계와 동등한 수준에서 상시적･항구적으로 요청되는 점을 고려

▶ 내용상으로는 회생기업의 기업구조조정방식 선택 가능성을 제고하는 데 초점을 두
어 개선안을 제시함.
 출자전환 및 일반 채무면제이익을 일관되게 계산할 수 있도록 개선하되, 계산방식을
다원화하여 회생기업의 재무적 선택이 가능하도록 함.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에 근거한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기업구조조정이 이루어
지는 경우에도 적격의 기업구조조정에 해당될 수 있도록 법인세법상의 예외 사유 범
위를 확장함.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른 영업양수도의 경우에는 과세특례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도
록 과세이연 조항을 신설
 재무구조개선계획 이행에 따른 경우, 지방세법상의 간주취득세 감면 대상 범위를 비
상장기업까지로 확대하며, 대손세액공제에 해당될 수 있는 범위를 법인세법상의 적
격 범위 확장에 맞춰 조정함.

Ⅵ. 연구결과의 요약 및 결론
(1) 연구결과의 요약
▶ 본 보고서에서는 대기업 및 중소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제도미비로 나타날 수
있는 구조조정 애로요인 및 구조조정 지연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제시
▶ 4개 연구주제별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음.

⋅ 요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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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 제도개선 과제
구분

주요 정책과제
기촉법 개선방안

기업구조조정과
기업회생제도

도산법 개선방안

-

대안/해결방안
절차의 투명성 확보
DIP 규정 명문화
사전계획안 제도를 활성화
상거래 채권자들에 대한 조기변제 활성화
DIP 파이낸싱 활성화

- 법정외 구조조정 제도로서 통합적인 체계로 정비･제
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구조조정 추진의 불확실성
을 해소하고 일관적인 체계 구축

기업구조조정과
채권은행

- 구조조정 대상기업 선정 기준
문제
- 이해상충 조정 방법 부재
-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채권
자의 구조 변화 반영
- 관치금융 가능성

- 구조조정 추진을 위한 중립적 주체 도입
- 채권 및 채무 구조의 변화를 반영한 제도 개선･대상
기업 선정 기준 개선: 일시적 위험기업과 회생불능
기업 구분을 통한 선택과 집중 필요
･ 채권자의 범위 재획정
･ 투명한 정보공개를 통한 불확실성 최소화
- 채권 유동화 은행의 설립
･ 이해당사자들의 참여 유인 제공으로 시장활성화 기대

PEF 운영상 규제의 완화

기업구조조정과
PEF

M&A 활성화를 위한 사모투자
전문회사 세제지원 방안
유한책임사원 지분의 유통시장
활성화
사모투자전문회사 투자활성화를
위한 중소･중견기업 재무투명
성 제고
기업구조조정세제가 한시법에
서 벗어날 수 있도록 법체계 정비

기업구조조정과
조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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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재무안정 사모투자전문회사 제도 등 관련 제도의
통합 관리
- 2년 이내 50% 이상 최소투자비율 규정은 투자의무를
미준수 시 금융위원회에 사후 보고
- 투자자 보호 목적의 차입규제는 폐지
- 사모투자전문회사 지분증권 6개월 처분 금지규제 폐지
- PEF에 적용되는 동업기업과세제도 완비
- 기업재무안정 PEF도 기업구조조정세제의 적용을 받
도록 개선
- 향후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지분을 양도하는 거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2차시장 활성화를 위한 법
제도 구축 필요
- 중소･중견기업이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해 내부회계
검토보고서 작성 제출 시 일정기간 세무조사 면제
혜택 부여
-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채무면제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등 기업구조조정세제 조항과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
전 및 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관한 조항을 법인세법
에서 일괄 규정
- 회생기업의 채무면제이익에 대한 과세를 위한 계산
방식을 회생기업 선택형 방식으로 개선
-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른 합병 등에 대해서 과세특례가
적용될 수 있도록 적격성 범위를 확장
- 영업양수도에 관한 과세특례 신설방안을 제시
- 간주취득세 감면 범위 개선 등 기타 조세 문제 해결

(2) 정책적 시사점
▶ 기업구조조정 제도에 대한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
▶ 지금 시점에서 기촉법을 당장 폐지하기보다는 한시법 형태로 유지하며 도산법의
제도적 개선과 성과를 정기적으로 점검해나가는 것이 필요
 기촉법이 금융 채권자들을 결집시켜 신속히 구조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법치주의를 훼손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반면, 법원이 주도하는 도산법상 회
생절차는 법치주의는 보장되지만 신속성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
 기촉법의 폐지보다는 문제점을 해소하며 한시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기업회생을 위
해 바람직
• 기촉법이 문제가 있다고 폐지할 경우 기촉법이 가지는 장점까지 포기하는 것이므로
제도적 개선을 통해 유지
• 기촉법에 대해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들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며 한시적으로 유지

 기촉법상 회생절차의 문제점을 해소해 나감과 동시에 도산법상 회생절차의 문제점
도 동시에 개선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
 도산법의 제도적 개선 성과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기촉법상의 장점을 도산법이 충
분히 흡수하여 기능하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 기촉법 폐지를 고려

▶ 법정외 구조조정 제도로서 채권금융기관에 의한 기업구조조정 제도가 정립될 수
있는 환경조성 필요
 현행 구조조정 제도는 대상기업의 규모에 따라 거의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이한 체계와 원칙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해석이나 제도의 적용에 있어 일
관성이 결여되어 있고 법률적 근거는 불명확한 상태
 이는 구조조정 건별 차이를 야기하고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구조조
정의 효율성을 반감시킬 뿐만 아니라 법정외 구조조정에 대한 신뢰기반의 취약성 노출
 기촉법의 원 취지와 부합하면서 기업의 규모에 상관없이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체계를 정립
 이해당사자들 간의 의견 중재를 위해 해외 주요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중립적 주체가
참여하는 제도를 고려

⋅ 요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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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제도의 개선을 통한 효율성 제고뿐만 아니라 채권채무관계의 기업구조조정이
활성화되기에 필요한 유동화 시장이 발달하는 것도 바람직한 해결책

▶ 향후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운영상 규제는 사모투자전문회사의 활성화를 촉진
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함.
 사모펀드가 잘 발달된 미국과 EU의 경우에 펀드 운용자 규제는 있지만, 사모투자펀
드 그 자체에 대한 규제는 거의 없으며, 이것은 우리나라와 대비되는 제도적 차이
 사모투자펀드의 모집은 소수의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감독당국에 의
한 운용규제는 최소한에 그치고, 가능하면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펀드운용에 있
어서 많은 자율권을 주는 것이 바람직함.
 보다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 펀드운용에 대한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는 형태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고 또한 이에 대해서 합리적인 조세지원 방안 마련
필요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자산운용, 투자규제에 관한 측면에 있어서는 과도한 규제
는 점진적으로 해소 또는 완화하여 기업구조조정 기구로서 사모투자전문회사의 활
성화 도모

▶ 기업구조조정세제에서는 법적 안정성과 예측성을 한층 제고하도록 개선하는 것이 바람
직함.
 조세제도 개선 방향의 초점은 회생가능한 기업과 해당 주주 또는 채권자들은 본인들
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청산되는 ‘현금화’가 없을 경우에 과세이연 효과를 안정적으
로 누릴 수 있어야 함.
 따라서 한시법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채무면제이익 관련 조항 등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기업구조조정세제 조항이 영구조항으로 바뀌어 법인세법에 위치할 필요
 또한 기업의 이해관계자들 간의 실질적인 변화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그에 따
라서 과세이연 효과를 제공하여 기업이 안정적으로 회생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는
세제 내용이 반영되어야 함.
 기업이 현실적으로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장애로 느끼는 세제에 관한 부담을 조금
이나마 덜 수 있고, 시장에서는 상시적인 기업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할 수 있게 만들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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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최근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고 기업성과 개선이 더뎌지면서 기업의 부실이 증가하고
있다. 더구나 기업부실이 현재화되면서 원활한 기업구조조정 제도의 필요성이 더욱 증가하
고 있다. 최근 금융위기 등 대내외적으로 경제 불안이 상존하고 있는 가운데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의 기업부실 증가, 기업 경쟁력 약화가 나타나고 기업의 재무위험이 도산위험으로
확대되고 있다. 대기업의 경우에도 STX그룹, 동양그룹이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중소기업 중 부실 가능성이 있는 1,502여 개 업체를 세부평가 대상으로 선정해
신용위험 평가 작업을 벌인 결과 112개사가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되기도 하였고1) 또
중소기업 구조조정 문제는 오래전부터 계속 논의되어왔던 주제이기도 했다.
최근 기업구조조정촉진법, 통합도산법 및 사모투자펀드(PEF) 제도 등 기업구조조정 기
구와 관련된 제도개선 작업이 진행 중인 상태이다. 기업구조조정 시스템은 크게 통합도산
법 등 법원에 의한 절차,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 채권은행 주도의 절차 및 PEF 등 시장에
의한 방법 등으로 나누어 검토할 수 있다. 최근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개정논의가 진행 중일
뿐만 아니라2) 중소기업 간이회생제도 도입, 파산법원 설치 논의 등 통합도산법 개정 작업
이 진행 중이고 기업구조조정 관련 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채무자 관점의 대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더구나 최근 기업구조조정 수단의 하나인
자본시장법상 사모투자펀드 제도의 개선 및 기업구조조정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관련
제도의 정비 등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기업의 구조조정(corporate restructuring)은 재무적인 곤경기업을 생존 가능한 기업과
1) 금융감독원, “전국 부실 중소기업 112곳 구조조정”, 2013.11.9.
2) 국회는 2013년 12월 31일로 만료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2년 연장하여 이 법의 유효기간을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한편, 금융위원회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상시법화하기 위해
공청회 개최 및 법무부･대법원과의 협의를 거쳐 현행법 중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정부입법안을 마련하도록 최대한 노력한다는 부대조건을 달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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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 불가능한 기업으로 구분하는 과정으로서 생존 가능한 기업의 재무구조를 재조정하고
생존이 불가능한 기업을 청산하거나 재구축하는 것3)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기업의
구조조정 내용 및 수단은 사업영역 판매나 인수합병을 포함한 광범위한 거래, 높은 부채수
준의 삭감을 통한 자본구조의 변경 및 기업 내부조직의 변화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기업구조조정의 수단은 기업재무 구조조정(financial restructuring), 포트폴
리오 구조조정(portfolio restructuring), 조직 구조조정(organizational restructuring)
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재무적인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사업구조나 조직구조의 변경 조정
이 이루어지는 것이 상례이기는 하지만,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기업구조조정
수단은 재무구조조정이다. 최근 한국기업데이터를 이용한 분석에 의하면 기업의 구조조정
이후의 미시적･거시적 성과4)는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업의 재무구조
조정은 생산성 향상을 가져온다는 미시분석 결과가 제시되고 있고 또 한계기업이 퇴출되면
단기적으로 생산 및 고용이 감소하지만 중기적으로는 구조조정 이전에 비해 증가한다는
거시경제적 효과분석 결과도 제시되고 있다.5)
[그림 Ⅰ-1]은 우리나라 기업구조조정 제도를 보여준다. 기업구조조정은 구조조정 주체
에 따라 기업 자구 노력(기업주도), 워크아웃(채권금융기관 주도) 및 법정관리(법원주도)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법적인 근거가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서 공적 기업구조조정 기구
와 사적 기업구조조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공적인 구조조정은 통합도산법에 의한 법정관
리 제도와 신용공여액 500억 원 이상의 기업에 적용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의 워크아웃
이 이에 해당된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2001년 제정되어 워크아웃을 주도하였으나 세
차례의 기간 연장 등 많은 굴곡이 있었다. 통합도산법은 파산법, 화의법, 개인채무자회생법
을 통합･정비하여 2006년에 재정비된 것이다. 그러나 2005년 3월에 제정된 현재의 통합도산
법이 DIP 제도 채택, 2011년 패스트 트랙 제도 도입 등 보다 채무자 중심으로 변화되어 오긴
하였지만 여전히 기업회생제도에 대한 기업의 반응은 여전히 회의적인 것이 사실이다. 한편
사적 구조조정 기구는 신용공여액 500억 원 미만의 기업에 적용되는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
약에 의한 워크아웃과 채권단자율협약에 의거한 기업구조조정을 들 수 있다. 프리워크아웃
제도인 대주단협약과 패스트 트랙 제도는 2008부터 2011년까지 운용되었던 제도들이다.

3) Claessens(2005) 참조.
4) 이병기(2008, 2011).
5) 이은석･원지환(201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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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구조조정 제도는 채권단 자율협약, 워크아웃, 회생절차 등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나, 법적인 구조조정의 취약성, 채권은행을 통한 구조조정 시장의 미발달
및 자본시장을 통한 구조조정제도의 미비점 등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어 현재화되는 기업부
실을 효과적으로 조정해나가는 데 많은 한계점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 국내에서 활용되고
있는 구조조정 방식은 M&A 및 PEF를 통한 구조조정, 기촉법을 통한 채권은행 주도의 구조
조정, 통합도산법에 의한 회생절차 등이 있다. M&A 및 PEF 등 자본시장을 활용한 기업구
조조정은 미미한 상태이고 워크아웃을 통한 기업구조조정도 감소하는 추세인 반면, 최근
회생절차를 신청하는 기업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나라는 통합도산법 등에
따른 법원 주도의 구조조정과 기촉법에 기초한 채권단 주도의 구조조정을 병행하여 운용하
고 있다. 법원 주도의 구조조정은 통합도산법에 근거한 것으로 법원의 지휘･감독하에 모든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다. 채권단 주도의 구조조정은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합의에 따라
기업 워크아웃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더구나 기업구조조정을 뒷받침할 조세제도 역시 미
국 등 선진국에 비해 취약한 상태이다.
대기업6)의 경우 기업여신 규모에 따라 주채무계열과 기촉법 적용 대기업으로 구분하여
재무구조의 안정화를 도모하고 있다. 반면, 중소기업7)은 채권은행 자율협약에 의한 워크
아웃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PEF 등 자본시장을 통한 구조조정 프로세스가
미비하고 법정관리･워크아웃에 치중한 기업구조조정이 이루어지는 등 구조조정 시스템이
미비한 상태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법원, 채권은행, 사모투자펀드(PEF)를 통한 기업구조조정 제도
상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그 개선방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해보기로 한
다. 특히 시장원리와 법･질서의 원칙이 지켜지는 가운데 공정하게 구조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업구조조정 제도를 시장친화적(market-friendly)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현행의 기업구조조정 제도들은 외환위기 및 금융위기 시기에 마련된 제도들로
현재 나타나고 있는 기업구조조정상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많은 애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6) 주채무계열은 대기업집단의 금융기관 여신규모가 국내 여신의 0.07%를 상회하는 경우 선정되며 이에 미
치지 않는 대기업은 개별기업으로서 금융권 신용공여액 합계가 500억 원 이상이 되면 기업구조조정촉진
법에 따라 재무건전성을 감독받게 됨.
7) 신용공여액 500억 원 미만인 중소기업의 경우 ’04년 6월부터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에 따라 워크아웃
등 구조조정 추진해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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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1] 본 보고서에서 다루고 있는 기업구조조정 제도

주: 실선은 직접 적용됨을 나타내며, 점선은 일부 적용됨을 의미

2. 연구의 목적 및 주요 내용
본 연구에서는 현행 기촉법･통합도산법상의 기업구조조정 제도의 문제점, 채권은행을
통한 기업구조조정, PEF를 통한 기업구조조정 방안 및 기업구조조정 관련 조세제도의 문
제점 및 개선방안을 검토하여, 향후 기업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채무자
관점의 제도개선 과제를 제시한다. 이를 위해 최근 구조조정을 겪고 있거나 겪었던 경험이
있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담당자를 직접 방문하고 또 관련 전문가 자문을 받아 보고서에
그 내용을 반영하였다.8) 최근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부실기업이 증가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대기업 및 중소기업의 구조조정과정에서 제도미비로 나타날 수 있는 구
조조정 애로요인 및 구조조정 지연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며, 해외 선진국의
기업구조조정 제도와의 비교 등을 통해 차별화된 채무자 관점의 시장친화적인 기업구조조
정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려고 한다.
제Ⅰ장에서는 본 연구의 배경, 연구목적 및 연구내용을 주로 다룬다.
제Ⅱ장에서는 기업구조조정과 기업회생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다룬다. 지금까지
기촉법의 타당성 근거로 자리 잡아 왔던 효율성 외에 기업구조조정 제도의 세계화와 법치
8) 본 보고서 작성을 위해 기업구조조정 중인 A조선, B건설, C건설 등을 직접 연구팀이 방문하여 면담하였고,
또 기업구조조정 관련 금융기관 담당자, PEF 관련자 및 구조조정 회사의 전문가의 자문을 받았다. 유익한
조언의 말씀을 주신 익명의 기업구조조정 담당자 및 전문가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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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관점에서 기업 회생절차 제도를 점검하며 기업구조조정촉진법과 도산법의 개선방안
을 제시한다. 우선 기업구조조정 제도의 세계화라는 관점에서 살펴보기 위해 본 연구에서
는 World Bank 보고서9)를 검토하였다. 이를 활용하며 우리나라 기업회생 법제의 현 주소
를 점검하며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또 법치주의 관점에서 우리나라 회생법제를 검토하였다.
특히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위헌성 문제를 채무자 입장, 금융 채권자 입장, 적법절차 측면,
평등권 측면 등에서 검토하였다. 기업회생제도의 세계화 동향과 기업회생제도의 법치주의
적합성에 부합하는 제도는 효율적이다. 국제적 기업 회생법제의 흐름에 부합하지 못하고
위헌성 시비에 지속적으로 시달리는 기업회생 법제가 추진력 있게 효율적인 기업구조조정
을 이끌 수는 없기 때문이다.
제Ⅲ장에서는 채권금융기관을 중심으로 하는 기업구조조정, 즉 워크아웃의 개괄적인 내
용과 체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각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을 논의한다. 기업구조조정
에서 채권은행의 역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채권은행을 통한 주채무계열제도와 재무구조개
선약정, 일반 대기업에 대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적용, 중소기업의 자율협약 추진 제도가
가진 문제점을 살펴보고 법률적･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법정외 구조조정제도로서
채권은행을 통한 기업구조조정 제도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채권 유동화 시장과 Bad bank
설립을 통한 채권금융기관의 기업구조조정에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고 기존 제도가 가진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다.
제Ⅳ장에서는 현행 자본시장법상 사모투자전문회사에 관하여 살펴본 후, 사모투자전문
회사와 관련된 문제점을 검토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우선 사모투자펀드의 본질
적 의미가 무엇이며 사모투자펀드의 투자추이를 관련 통계를 이용하여 살펴본다. 우리나라
사모투자펀드의 법체계, 즉 사모투자전문회사의 현행 법적인 구조와 그 내용, 그리고 규제
제도의 내용을 정리하여 비교･분석한다. 본 보고서에서는 미국과 EU의 사모투자펀드의
규제제도를 진입제한, 운용구조, 공시체계 등 관점에서 그 법체계와 그 내용을 정리하여
우리나라의 법제도와 비교･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사모투자펀드의 규제체계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제Ⅴ장에서는 현행 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등 기업구조조정 관련 세제상 법령 조항
들의 내용과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이와 관련된 사례 내용들도 검토해보고자 한다. 일반적
으로 세법상 기업구조조정세제는 일반 기업의 상시적인 기업 조직 변화, 즉 합병, 기업
9) World Bank(20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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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 현물출자 및 분할에서부터 법인 전환이나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및 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유형을 포함한다. 하지만 본 보고서에서는 한계기업의 기업구조
조정에 따른 변화에 초점을 두고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인식하는 세법상의 기
업구조조정세제 중 ‘도산세제’에 해당하는 부분을 기업구조조정세제로 지칭하여 기술하고
자 하며, 일반적인 세법상의 기업구조조정세제 일반은 기업재조직세제로 기술한다. 특히
본 보고서에서는 기업구조조정세제의 법체계적 정합성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현행 제도상
의 내용에 관련된 문제들도 검토하고자 하며, 이에 따른 개선방안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기업구조조정세제 전반에 제도적 모델을 제공하고 있는 미국의 기업구조조정
세제 내용과 우리나라 사례에서 나타나는 기업구조조정과 관련된 세제상의 문제점들을 살
펴보며, 그에 따른 개선 방안을 도출하여 제시한다.
제Ⅵ장에서는 법원･채권은행·PEF를 통한 구조조정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한 결과를 요
약하고, 기업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시장친화적인 기업구조조정 정책대
안들을 정리하여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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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기업구조조정과 기업회생제도
1. 문제의 제기
국회에서 한시법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의 상시화 여부를 2014년 말까지 마무리
하라는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기촉법의 상시화 여부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기촉법
은 입법 당시인 2001년부터 위헌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고 일부 개선은 되었지
만 이러한 지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법조계에서는 이러한 위헌성을 가진 기촉
법을 상시화하는 것은 법치주의 관점에서 문제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기촉법이 추구하
는 효율적인 기업회생이라는 목적은 도산법상의 회생절차를 통해서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으므로 굳이 위헌성이 있는 기촉법을 상시화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반면 금융계에서
는 기촉법은 효율적 구조조정 수단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상시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도산법상의 회생절차는 법원이 주도하는 법정절차이므로 효율성과 신속성 측면에서 기촉
법에 못 미친다는 것이다.
결국 기촉법의 운명을 두고 ‘효율성’이라는 경제적 가치와 ‘법치주의’라는 법적 가치가
충돌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가치 충돌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는 단순히 기촉
법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기촉법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도산법상의 회생절차와 맞물려
있어 구조조정 법제 전반을 검토하며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기촉법이 입법 당시인 2001년부터 위헌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
고 당시 효율적인 기업구조조정 메커니즘이 거의 확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신속한
구조조정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경제적 요구가 위헌성 문제보다 더 중요했을 것이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체제로 돌입하고 있는 현재의 시점에서도 과연 기촉법의 효율성에 대한
필요성이 위헌소지에 대한 문제를 압도할 만큼 큰지, 기촉법에 대한 효율성이 입법 당시만
큼 지금도 유효한지, 입법 당시와 달리 도산법상 회생절차에 많은 제도개선이 있어 도산법
에 대한 기촉법의 비교우위가 예전보다 줄어든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한 종합적 검토를 통해
최근의 논쟁을 재조명해보아야 한다. 즉 시대적, 상황적 변화를 고려해 기촉법을 재검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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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도산법과의 관계정립 및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보고서에서는 지금까지의 기촉법의 타당성 근거로 자리 잡아 왔던 ‘효율성’ 외에
첫째 ｢법치주의｣와 둘째 ｢기업구조조정 제도의 세계화｣ 관점에서 기업 회생절차 제도를
점검하며 기촉법과 도산법의 개선방안을 제시해보았다.

2. 기업구조촉진법(기촉법) 상시화 논쟁
1) 기촉법상 구조조정절차와 도산법상 회생절차
도산법상 회생절차는 회생절차의 개시를 통하여 담보권자를 포함한 모든 채권자들의
채권행사를 중지시킨 후 채권의 감면, 변제기의 유예, 출자전환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구조
조정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해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주주조의 법정동의율에 따른
동의를 받고 법원이 공정형평 및 수행가능성을 심사하여 인가결정이라는 재판을 함으로
써 기업의 채무재조정 및 구조조정을 꾀하는 제도로, 법원에 의하여 관장되는 법정 재건
절차이다.10)
그러나 도산법상 회생절차의 경우에서는 상거래 채권자를 포함해 모든 채권자들의 채권
행사가 중지될 뿐 아니라 금융 채권자들로부터 신규자금을 공급받기 쉽지 않다. 기업이
일시적으로 자금난에 직면했을 때 일반 상거래는 계속 유지하면서 금융 채무를 유예해주거
나 신규자금을 지원해주어 신속하게 회생할 수 있다면 개별 기업은 물론 사회 전체적으로
도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이때 일부 채권자들이 채권을 회수하려고 한다면 다른 채권자들도 연쇄적으로
채권을 회수하려 들 것이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채권자들이 스스로 채권행사를 자제하고
신규자금을 제공해 줄 것에 합의하고 채무자와 함께 채무기업의 회생방법을 함께 모색해
나가는 것이다. 그러나 ‘채권자 간의 합의’, 이를 바탕으로 한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합의’
를 자발적으로 이끌어내며 기업회생을 모색하는 것은 쉽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자발적
합의’를 최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끌어내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
해 줄 필요가 있다.

10) 임치용(2014.1) 10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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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조기 구조조정이며 조기 구조조정
을 위해서는 신속한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이해관계가 다른 많은 채권자들
의 채권을 하나로 묶어 응집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외환위기 전후 이러한 채권응집을 조기
에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들이 존재하지 않았었다. 금융기관의 규모가 지나치게 왜소하여
부실기업에 의사를 통일할 수 없는 다수의 채권자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부실기업을 사들일
수 있는 자금동원 시스템도 없었고, 법원의 회사정리 제도는 시간이 곧 돈이라는 구조조정
의 기본 원칙과는 너무도 거리가 멀게 운용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구조조정 시스템의 공백하에서 동원된 것이 채권단끼리의 협약에 의한 구조조정
방법이었다. 기업구조조정절차라 함은 금융기관들 사이에 사적정리에 관한 사전합의인 기
업구조조정협약과 주채권은행과 개별 기업과의 합의인 기업개선작업약정을 기반으로 한
다. 먼저 채권금융기관들 사이에 장치 부실기업이 발생하면 채권금융기관들로 구성된 협의
회를 소집하여 채권액 기준 3/4 이상의 채권을 보유한 채권금융기관의 찬성으로 기업개선
작업안을 의결한 후, 의결내용의 이행을 위하여 주채권은행이 협의회 소속 다른 채권금융
기관들의 대리인 겸 본인으로서 채무자인 특정기업과 개별적으로 기업개선약정을 체결하
여 그 약정에 따른 구조조정을 수행하기로 하는 기업구조조정협약을 체결한다. 이러한 절
차를 법제화한 것이 기촉법이다.11) 결국 기촉법은 부실기업에 대한 채권응집 능력을 높이
기 위해 만들어졌던 것이며 그 점이 존립 근거였다. 위헌논쟁의 대상이 된 사항들도 기촉법
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그 법적 강제성과 구속력에 관한 조항이다.

11) 기촉법에 기초한 워크아웃과 도산법에 기초한 회생절차 모두 자금 압박을 받고 있는 기업의 구조를 조정
하는 절차라는 점에서 동일하다. 기업의 구조를 조정한다는 점에서 두 절차 사이에 기본적인 성격차이는
없다. 파산절차와 다르게 회생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그러나 두 절차는 개시부터 진행까지 법률상
차이를 매우 가지고 있고 실제 운용에서도 차이가 있다.

대상채권자
대상채무자
(또는 절차개시원인)
절차의 진행
신규자금 지원
감독기관
소관부처

기촉법상 기업구조조정절차
채권금융기관일반
(
상거래 채권자,
해외채권자 제외)
부실징후기업
금융감독원장의 금융기관채권
행사 유예요청/채권금융기관이
절차 진행
채권금융기관의 신규자금 활발함.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도산법상 회생절차
모든 채권자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법원의 보전처분으로 채무 동결 후 관리인이 회생계획 작성
등 진행
금융기관의 신규자금 지원 거의 없음.
법원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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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촉법 폐지 논거(위헌성)12)
기촉법은 IMF 구제금융체제였던 2001년 당시 타율적 방법을 통해서라도 신속한 구조조
정을 하지 않으면 국가가 파산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에서, 법치주의를 희생하고 5년이라는
시한을 정해 만든 법이라고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계속 기간이 연장되며 최근
까지 유지되고 있어 폐지 주장이 지속되고 있다. 기촉법이 없더라도 부실기업은 얼마든지
통합도산법에 따른 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고 채권은행 간의 자율협약에 의하여도 얼마든
지 구조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합의된 금융기관끼리 워크아웃을 진행하고 동의하지
않는 채권자는 알아서 채권추심을 하면 되고 이것이 시장경제논리에 부합하고 민주주의
논리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기촉법은 시장논리와 법치주의 논리에 어긋나므로 폐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기촉법의 문제점, 즉 폐지논거 및 위헌성 문제는 채무자 측면, 금융 채권자 측면, 관치금
융 측면, 평등권 측면 등에서 제기되고 있다.
(1) 채무자 측면
채무자 기업 입장에서 보면 제3차 기촉법에서 워크아웃절차 신청권을 채무자에게 부여
하는 취지의 규정을 두기는 하였지만 채무자로서는 사실상 주채권은행의 통보를 받고 워크
아웃절차로 진행하는 것을 거절하기가 어려우므로 채무자에게 진정한 신청권한이 주어졌
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워크아웃절차 진행 중에 해당기업의 경영권을 채권금융기관협의
회가 사실상 행사하도록 하고 있어서 상법상 주주권과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할 수도 있
다. 사업구조조정 등 자구계획은 해당 기업이 주도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인데, 기촉법
에서는 주채권은행과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관리절차를 강제할 수 있도록 하여 기본적인
시장경제질서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2) 채권자 측면
채권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협의회의 구성원이 되어야 하고,
자신의 채권에 대하여 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한 그 협의회의 채권조정이나 신용공여
12) 원종현(2012). 노영보, “도산은 사법절차다”, 법률신문 서초포럼, 2012.10.4. 김정만(2010), 임치용(2014.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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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 의결에 찬성한 것으로 봄으로써 그 의결에 따르도록 강제하는 것은 시장경제에서
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비판한다.
(3) 관치금융 측면
기촉법에 의한 금융당국의 개입은 제6조 제1항에 있는 금융감독원장의 채권행사유예요
청권과 제26조에 있는 금융위원회의 채권금융기관에 대한 시정조치권을 통해 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 근거에 의한 개입 외에도 금융기관 간 기업구조조정 관련 협약의 제･개
정 시 의견을 제시하거나, 특정 산업분야에 있어서 구조조정을 유도하는 등의 방식으로
개입할 수도 있다.
워크아웃절차에서 외형적으로는 채권금융기관들의 주도로 절차가 추진되는 것으로 되
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금융감독당국의 의사와 의중에 따라 절차가 결정･진행되고 있다
는 우려도 적지 않다. 외견상으로 주채권은행이 주도하는 절차로 보이지만 정부가 지분을
과반수 넘게 가지고 있는 은행도 있고, 주요 은행장의 인사에 정부가 여전히 관여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관치금융이라는 것이다.
(4) 평등권 측면
기촉법의 적용 대상은 신용공여액이 500억 원 이상인 기업으로 규정되어 있어 신용공여
액이 500억 원 이상인 기업과 500억 원 미만인 기업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측면이 있다.
또한 기촉법이 국내 금융기관과 외국 금융기관을 차별하는 것도 문제이다. 기촉법에서는
채무조정대상 해외채권의 범위를 외국계 금융기관의 국내지점 보유채권으로 한정한다. 그
러나 국내기업 해외지점에 대한 현지 여신이나 외국 금융기관의 해외 본･지점 명의로 대출
된 채권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국내 채권금융기관들의 출혈로 외국
금융기관이나 사채권자들의 채무를 갚아주는 부당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기업의 규모도 커지고, 자금조달의 방법이 다양하고 세계화함에 따라 기업의 구조조정도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 세계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제도를
외국채권자에게 강요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보아 외자유치에 불리할 뿐 아니라 역외지점을
통한 교묘한 금융기법의 발전으로 외국 금융기관만 법망을 빠져나가고 국내 금융기관만
불리한 대접을 받도록 하게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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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촉법 상시화 논거13)
기촉법은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유동성 부족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부실징후기업을 채
권금융회사(채권단) 부담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정상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다. 당
시 채권단 자율협약을 통해 정상화를 추진하는 것은 구성원 간 합의도출이 어려워 절차
진행 자체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법원 회생절차는 긴 시간이 소요돼, 그 사이 기업영업
이 사실상 붕괴되고 협력업체로까지 부실이 확산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많았다. 이
에 따라 법원에 의한 회생절차 이전에 채권단과 기업이 상호 협의해서 신속한 경영정상화
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2001년 기촉법이 제정된 것이다. 지난 10년간
기촉법은 부실징후기업의 확산을 차단하고, 조기 경영정상화를 도와 우리 경제가 글로벌
금융위기 등 두 차례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기촉법 폐지에 대한 논거에
대해 다음과 같은 각각의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1) 채무자 측면
기촉법상 구조조정은 해당기업과 채권금융기관의 의사가 모두 합치하여야만 구조조정
수단으로 선택 가능한 것이다. 채권금융기관, 해당기업, 주주 및 근로자 등 각 이해관계자
들의 입장에서 법원에 의한 회생절차 등 여타 구조조정 수단에 비해 기촉법상 구조조정이
유리하다고 인식되는 경우에만 진행이 가능하다. 기촉법상 구조조정보다 도산법상 회생절
차 등 다른 방법이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이해관계자가 기촉법상 구조조정에 동의하지
않고 이의 진행을 거부하거나 도산법상 회생절차 등을 추진할 경우 채권금융기관이 워크아
웃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다. 2011년 제3차 기촉법 재입법과정에서 기업의 의사
에 반하여 워크아웃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는 일부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해당기업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기촉법상 구조조정이 개시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한 바 있다. 기촉법
을 통한 경영정상화 방안의 수립을 위해서는 기업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실사가 필수적인
바, 실사를 위해서는 기업의 동의와 협조가 불가결하기 때문에 채권금융기관이 대상 기업
의 동의 없이 절차를 진행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기촉법은 해당기업과 채권금융기관이
자율적 합의에 의해 구조조정을 통한 경영정상화를 추진하는 과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절차
적 규정과 효율적인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것뿐이다.
13) “부실 낌새 있는 기업들 빠르고 효율적 구조조정에 꼭 필요”, 한국일보, 2011.2.27. 권영종(2014), 정순섭
(20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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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촉법이 폐지될 경우 기업들에게 오히려 불리하다. 채권금융기관 중심의 신속한 의사결
정에 의해 부실징후기업의 조기 정상화에 긴요한 신규자금 지원이 용이한 경영정상화 추진
옵션이 없어지는 것은 구조조정을 필요로 하는 기업들에게는 큰 타격이 될 수밖에 없다.
구조조정을 위한 사회적 비용도 크게 증가될 것이다. 상대적으로 부실화의 정도가 덜한
상태에서 진행하는 워크아웃제도가 없다면 기업들은 금융기관들의 경쟁적 여신회수 등에
따라 체력이 더욱 약해진 상황에서 회생절차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2) 채권자 측면
폐지론에서는 4분의 3의 채권단이 결의하면 반대하는 4분의 1은 채무재조정에 따르거나
신규자금 지원 결정 등에 따르거나 채권 매각 후 탈퇴해야 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채권금융
회사의 사적 재산권을 심각하게 제한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촉법상으로도 첫째, 채권
금융기관은 동법상 관리절차의 진행 중에도 도산법에 따른 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고(제7조
제3항), 둘째, 채무재조정 등에 관한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결의에 반대하는 채권자는 채
권금융기관협의회에 대하여 채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제24조 제1항), 셋째, 채권금융
기관협의회의 결의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채권금융기관조정위원회의 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는 점(제25조~제28조)을 고려할 때 기촉법상 기업구조조정절차에 위헌적 요소가 크
다고 볼 수는 없다.
하급심(서울지법 2003.10.9.선고 2003가합25022판결)에서는 구 기촉법에 따라 구선된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같은 법에 의하여 주어진 권한에 따라 결의를 함으로써 그 결의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반대의사를 표시한 채권금융기관들이 구속을 받아 그들의 의사에 반
하여 채권을 행사함에 있어 제한을 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공공필요를 위하여 제정된 같은
법 제29조(현 기촉법 제24조 반대채권자의 채권매수청구권), 제30조 내지 제33조(현 기촉
법 제25조 내지 제28조)등에서 채권금융기관들로 하여금 위 협의회의 심의, 의결사항에
불복하고 나아가 그 결의의 제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는 이상, 위 협의회
결의에 법적 구속력을 인정하는 것이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기촉법은 오히려 채권금융기관 입장에서도 바람직한 제도이다. 상대적으로 부실화 초기
에 채권금융기관이 기업과의 자율적 합의를 통해 신속하게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함으로써
조기에 회수율을 제고할 수 있는 워크아웃의 틀이 없어질 수 있다. 기촉법이 없으면 채권금

Ⅱ. 기업구조조정과 기업회생제도

33

융기관들은 부실화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여 부도가 발생하기 전에 여신을 회수하는 데에
주력하게 될 것이므로 부도 및 회생절차를 통할 경우보다 채권의 회수율을 높일 수도 있는
옵션을 잃어버리게 될 수 있다. 이는 결국 채권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 악화 및 위기상황
발생 시 금융위기를 심화시키게 될 우려가 있다.
(3) 관치금융 측면
기촉법이 상시화되면 관치우려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상 금융당국은 워크아웃
전 일정기간 동안 채권유예를 요청할 수 있을 뿐, 워크아웃 과정에 개입할 어떠한 권한도
없으며 실질적으로 간여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주채권은행도 금융당국이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출이 가장 많은 은행이 하도록 되어 있다.
과거의 관치금융은 금융기관의 여신 의사결정에 당국이 금융기관의 경제적 판단과 어긋
나게 정권 또는 정치권의 이해관계를 반영하여 개입하는 것이었고 이런 식의 관치금융이
현재까지 존재한다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주요 은행장 인사에 정부가 관여한다는 점에서
관치금융이라고 하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지만 개별 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 금융당국이
개입해서 당국자들이 어떤 사사로운 이득을 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과거 부실기업에 대한 거의 무조건적인 자금지원의 배경에는 정치자금의
수수 등을 통한 정치적 이해관계가 있었을 수 있을 것이나 ‘개별 기업의 문제가 국민경제
전체에 미칠 파급효과 등에 대한 우려’ 정도를 제외한다면 금융당국자가 개별 기업의 구조
조정 과정에 관심을 표명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또 다른 저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14)
[표 Ⅱ-1] 기촉법 상시화 논쟁
쟁점
채
무
자
측
면

･ 채무자는 기촉법과 도산법 중
하나를 선택할 진정한 자유
가 있는가?
･ 구조조정이 기업의 의견을
무시한 채 채권단 중심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닌가?

상시화 반대 논거
･ 채무자로서는 사실상 주채권은
행의 통보를 받고 워크아웃절
차로 진행하는 것을 거절하기
가 어려움.
･ 워크아웃 진행 중 채권금융협의
회가 사실상의 경영권을 행사

상시화 찬성 논거
･ 진정한 선택권이 존재
･ 기업정상화는 기업과 채권단이
긴밀한 협조 없이는 불가능

14) 현재 기업구조조정 중인 기업 담당자와의 인터뷰에서도 개인적 의견임을 전제로 한 후 관치금융의 문제
는 많이 개선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투명해졌다고 본다. 관치금융은 오래전 이야기라고 본다. 경제적
으로 살릴 수 없는 회사를 살리라고는 못한다. 실사를 해서, 실사하는 데 요즘 얼마나 많은 관계 당사자
가 있는데 숫자를 조작하라고 하겠는가. 그래도 살리는 것이 없애는 것보다 낫겠다는 판단을 해야 가능하
다. ‘정치적이다, 관치이다’하는 논란은 언제나 있을 수 있는데, 현재의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그 논리
를 가지고 모든 것을 이해하기는 힘들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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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상시화 반대 논거

상시화 찬성 논거

채
권
자
측
면

･ 4분의 3의 채권단 결의에
따라야 하는 4분의 1의 채
권자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닌가?

･ 채권자의 자기결정권 침해

･ 반대 채권자는 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탈퇴할 수 있으므로
권한 침해 없음.

관
치
금
융
측
면

･ 금융당국의 실질적 개입은
존재하는가?

･ 외형적으로는 채권금융기관들의
주도로 절차가 추진되지만 실
질적으로는 금융당국의 의사에
따라 절차 진행

･ 금융당국은 채권유예를 요청
할 수 있을 뿐 구조조정 과정에
개입할 권한도 없고 실질적
으로 간여하는 것도 불가능

평
등
권
측
면

･ 기촉법이 국내 금융기관을
적용 대상으로 하면서도 외
국 금융기관을 배제함으로
써 국내 금융기관과 외국
금융기관을 부당하게 차
별하는 것은 아닌가?

･ 국내 금융기관들의 출혈로 외국
금융기관의 채무를 갚아주는 것
은 평등권 침해

･ 특별히 언급 없음.

3. 기업구조조정 제도의 세계화
1) 기업구조조정 제도의 국제적 동향
(1) 세계은행 보고서
최근 세계적 금융위기는 1990년대 후반 아시아 금융위기가 보여준 바와 같이 시스템적이
고 상시적인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기업구조조정 절차에서 법정외 구조조정 절차의
효율성을 보여준다. ｢법정외 기업구조조정 절차｣(out of court workout 또는 out of court
debt restructing)는 초기 단계에서 선제적으로 채무조정을 통해 회생 가능한 기업의 신속
한 구조조정을 위한 유용한 수단이다. 세계적으로 많은 사례에서 법정외에서 기업구조조정
의 이해당사자들인 채무자와 채권자들 간의 자율적 협상을 통한 구조조정이 효율적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이해당사자들의 협상을 촉진시킬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다양한 국가에서의 기업회생
절차를 비교제도론적 관점에서 분석하며 자발적 회생절차분야에서의 국제적 기준을 정립
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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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는 1999년 발행된 “Orderly & Effective Insolvency Procedures”15)에서, 그리고
INSOL(국제도산전문가동맹)은 2000년 발행된 INSOL8 Principles16)에서 법정외 기업회
생절차에 대한 세계적 기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World Bank 역시 2001년에 “Principles
and Guidelines for Effective Insolvency and Creditor Rights Systems17)”에서 법정외
워크아웃과 기업회생제도의 활용방법을 제시하였다. UNCITRAL(국제상거래법위원회)는
2005년 “Legislation Guide on Insolvency Law”18)에서 자율적 구조조정 협상의 효율성과
활용가능성을 제시하였다.
특히 최근 World Bank에서는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한 “Out-of-Court-Debt
Restructing(2012)”19)을 발간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법정외 채무조정에 대한 개념적 프레
임을 정책적 관점에서 제공해주고 있다. 재무적 곤경에 처한 기업의 회생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들을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하고 있다. 즉 채무조정을 위한 채무자와 채권자
간의 순수한 계약적 혹은 비공식적 합의에서부터 완전히 형식적인 법적 회생절차 또는 파
산절차에 이르기까지, 그 사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다양한 중간적 성격의 기업회생 메커
니즘을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모든 채무조정 수단들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개별
기업이 처한 상황에 가장 적합한 수단들을 선택하게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결국 채무자와 채권자들이 처한 다양한
상황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서로 다른 다양한 기업회생 수단들을 제공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워크아웃은 구조조정의 내용에 있어서 상당한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으나 이해당사자
전원의 합의를 끌어내야 하기 때문에 절차를 원만히 진행하는 것이 쉽지 않다. 워크아읏의
본질이 자발적 ‘계약’이라는 사실을 고려해보면 당연하다. 반면 법정도산절차(formal
insolvency procedure)는 워크아웃처럼 유연한 구조조정 절차는 아니지만 기회주의적으
로 행동하려고 하는 소수의 채권자들을 법적으로 구속하며 통제하므로 강력한 회생절차로
써 기능할 수 있다. 그렇다면 법정외 회생절차와 법정 회생절차의 장점을 혼합하여 다양한
회생절차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즉 순수한 계약적 워크아웃과 엄격한 법적 회생절차
15) http://www.imf.org/external/pubs/ft/orderly/index.htm
16) http://www.insol.org/page/57/statement-of-principles
17) http://www.worldbank.org/ifa/ipg_eng.pdf
18) http://www.uncitral.org/pdf/english/texts/insolven/05-80722_Ebook.pdf
19) http://elibrary.worldbank.org/doi/book/10.1596/978-0-8213-89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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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양극단으로 하고 그 사이에 각각의 장점을 혼합한 다양한 유형의 회생절차를 고려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월드뱅크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유형의 중간적 수단들을 크게
‘향상된 구조조정(enhanced restructuring)과 ‘혼합된 구조조정(hybrid restructuring)’
로 구분하고 있다.
향상된 구조조정은 자율적 협약이라는 위크아웃의 계약적 본질을 유지하면서 이러한 계
약을 순수하게 이해당사자들에게만 맡길 경우 협상이 성공할 가능성이 크지 않으므로 이러
한 계약적 합의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제도적으로 도와주자는 것이다. 예를 들어 규범
(norm)에 기초한 워크아웃제도를 제시하고 있다. 이해당사자들 스스로 또는 정부차원에서
협상을 위한 원칙(principles)이나 가이드라인(guidelines)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것
들이 법적으로 강제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지만 도덕적 차원에서 그리고 금융기관들 간의
동료압력(peer pressure)을 통해 법적 구속력 못지않은 구속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적 구속력을 바탕으로 금융기관 간 자발적 협약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조정
제도(mediation)와 같은 비공식적 분쟁해결 수단을 활용하는 것도 자율적 협약을 촉진시키
기 위한 수단이다.
향상된 구조조정과는 달리 법원이나 공적 개입을 통해 기업회생 과정에서의 자발적 협상
을 유도하고 이 과정에서의 기회주의적 행동을 억제하고자 하는 것이 혼합된 구조조정이
다. 비공식적 워크아웃에서 초래되는 문제들을 제거하기 위해 형식적 법정 회생절차의 요
소를 가미한 것이다. 이러한 수단 역시 그 본질은 계약적이고 사적인 구조조정이다. 다만
최소한으로 법원이나 공적 개입을 허용하며 형식적인 법정 기업회생절차의 장점을 자발적
협상과정에서 활용하기 위함이다. 워크아웃과 법정관리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프리패키
지 플랜(prepackaged plan)이 대표적이다. 기업을 어떻게 살릴지 계획을 미리 짜 놓고
채권자들에게 사전 동의를 얻은 상태에서 법원의 회생절차에 돌입하는 방식이다. 이것은
하나의 예일 뿐 자율적 워크아웃에 법원과 공적 기관의 개입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 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채무자와 채권자 간의 자발적 협상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상을
조정하기 위해 법원이 중재인(mediator)을 선임하는 것도 한 형태이다.
결국 순수한 계약적 워크아웃을 한 축으로, 엄격한 법적 회생 및 파산절차를 다른 한
축으로 하며 그 사이에 다양한 유형의 기업회생절차를 모색해 볼 수 있고 이러한 수단들은
연속성을 가지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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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1] 기업회생을 위한 다양한 절차의 연속성

자료: World Bank(2012)

[그림 Ⅱ-2] 법정외 회생절차와 법정도산 절차 간의 중첩적 관계

자료: World Bank(2012)

만일 순수한 위크아웃과 형식적 법정 도산절차만 갖추고 있고 그 사이에 양자의 장점을
혼합한 중간적 절차가 확립되어 있지 않다면 다양한 금융적 상황에서 기업구조조정을 수행
해야하는 기업들이 선택할 수 있는 회생절차는 줄어들 것이다.20) 개별 기업들이 직면한
다양한 절차를 마련해 놓는 것은 중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다양한 수단들이 자연스럽게
20) 기업구조조정 중인 기업 담당자와의 인터뷰에서도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다양한 선택적 수단들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구조조정을 해보다가 느낀 점을 말씀드리면, 메뉴가 통합도산법만 가지고는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자율적 사적 워크아웃으로 가면 채권구조가 묘하게 되어있거나 이럴 때 정말 협조를
해주지 않는 채권금융기관이 나오기 마련이다. 자신의 금융 채권만 변제받으려고 하는 채권자들이 나오기
마련이다. 대상 기업은 당장 운영자금이 필요한데 몇몇 소수의 채권금융기관들이 협조를 해주지 않을 경우
힘들다. 자율협약으로 가능한 기업도 있고 도산법상 회생절차를 통해 회생이 가능한 기업도 있지만 그
중간도 아직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아직 우리나라 금융시장이 완전히 자율협약에만 맡길 만큼 발
달한 것이 아니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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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다양한 수단들은 때로는 상호 보완적으로 기능하며 효율적
인 기업회생절차를 구축해 나갈 것이다.
(2) 주요 선진국에서의 동향21)
① 영국
영국은 2002년 제정된 엔터프라이즈법에서 ‘채무자 또는 담보권자가 법원에 채무자 기
업의 재생신청을 하지 않고 법정의 자격이 있는 도산실무가(insolvency practitioner)를
관리인으로 스스로 선임하여 법원에 통지하고 등기소에 등록’ 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선임된 관리인은 소정의 기간 내에 관계채권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서 워크아웃을 실행할
수 있으면 그에 따르고 전원의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다수결원칙(75%)에 의해 회사
에 대한 임의정리를 신청할 수 있다. 정리계획이 다수결로써 가결된 때에는 법원의 인가를
받는다.
② 미국
1978년 제정된 미국의 연방도산법 제11장(회생절차)에서는 회생절차의 신청 자체만으로
회생절차가 개시되고 채무자 기업의 대표이사가 DIP로서 기업의 경영권을 가지게 된다.
특히 미국에서는 프리패키지 제도가 활성화되어 채무자 기업과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이
회생절차 개시 전에 채무자 기업의 회생방법에 관하여 합의하고 이를 토대로 한 회생계획
안을 작성하여 회생절차에 들어오고, 회생절차에서 법원의 인가를 받아 회생절차를 바로
종료할 수 있게 하고 있다.
③ 프랑스
프랑스는 종전에는 상업재판소에 의하여 선임된 특별관리인이 도산예방을 위해 관계인
간의 조정에 의한 워크아웃을 성립시키기 위해서 전력을 다하는 체제를 취하고 있었다.
그러나 2005년 개정 상법에서는 위 특별관리인이 워크아웃을 계속 진행하고 채권자 등의
전원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경우에는 조정(conciliation)으로 전환하고 조정이 성립하지
않은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다수결(75%)에 의해 워크아웃을 성립시킬 수 있다.

21) Shinjiro Takagi(2013), 김정만(2010), 최효종･김남성(201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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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책적 시사점
우리나라 기촉법은 법정외 기업구조조정 절차의 한 유형이다. 월드뱅크 보고서의 분류에
따르면 ‘향상된 구조조정’이나 ‘혼합된 구조조정’에 해당할 것이다.
[표 Ⅱ-2] 법정외 구조조정절차의 종류
향상된 구조조정

혼합된 구조조정

･ 자율적 협약이라는 위크아웃의 계약적 본질을 유
지하면서 이러한 계약을 순수하게 이해당사자들
에게만 맡길 경우 협상이 성공할 가능성이 크지
않으므로 이러한 계약적 합의가 원활히 이루어지
도록 제도적으로 도와줄 필요가 있다는 것

･ 법원이나 공적 개입을 통해 기업회생과정에서의
자발적 협상을 유도하고 이 과정에서의 기회주의
적 행동을 억제

･ 예를 들어 규범에 기초한 워크아웃제도나 이해당사
자들 스스로 또는 정부차원에서 협상을 위한 원칙
이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
･ 법적 규정(statutory rules)에 의해 계약적 불완전
성을 보완할 수도 있음. 예를 들어 다수 채권자에
반대하는 소수 채권자들이 법이 예정한 조건하에
서 구속되는 것을 허용하는 구체적 입법적 조항
을 마련할 수도 있음.

･ ‘계약적 워크아웃’과 ‘제한된 법원 개입(때로는 정
부개입)’의 특성을 혼합한 절차22)
･ 비공식적 워크아웃에서 초래되는 문제들을 제거
하기 위해 형식적 법정 회생절차의 요소를 가미
･ ‘혼합된 구조조정’ 수단은 그 본질이 계약적이고
사적인 구조조정임. 다만 최소한으로 법원이나
정부의 공적개입을 허용하며 형식적인 기업회생
절차의 장점을 자발적 협상과정에서 활용

구조조정 절차에서 다양한 금융 채권자들 간의 기회주의적 행동의 문제(collective
action problem)는 늘 발생하기 마련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전에 채권자들이 추후
다수결에 따른 구조조정절차에 따르겠다고 합의한 경우에는 특별히 문제되지 않을 수 있
다. 그러나 이러한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다수결에 따라 결정을 하고 이에 동의하지 않는
채권자들도 무조건 다수의견에 따르도록 강제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 월드뱅크 보고
서도 이러한 경우에는 위헌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즉 법원이 주도하는 법적
회생절차가 아닌 ‘법정외 회생절차’에서 구체적인 법 규정에 근거해 다수결에 의한 구속력
을 인정할 수 있지만 이러한 경우 일부 채권자의 동의나 법원의 개입이 없는 경우에는 위헌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것이다.23) 또한 앞에서 살펴본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국의
법정외 회생절차에서도 다수결에 의한 강제성이 합리성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법원이나 중
22) 이탈리아와 같은 나라에서는 법원의 개입이 아닌 정부의 개입이 주로 이루어진다고 한다(World Bank
(2012), p.47).
23) World Bank(2012), p.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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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적인 제3자가 절차에 개입하도록 하여 반대채권자의 권리를 보장해주고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보면 최근 제기되고 있는 기촉법에 대한 위헌성의 핵심인 다수 금융
채권자의 결정에 의한 채무재조정과 신규자금 제공의 문제는 다수결 그 자체가 문제라기보
다는 그 과정에서 초래될 수 있는 소수 금융 채권자의 권리침해의 소지를 어떻게 최소화
시켜 줄 수 있느냐로 귀결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과연 현행 기촉법에서 채무재조정과 신규자금 제공과 관련된 채권
자협의회에서의 다수 금융 채권자 결정에 대해 반대하는 소수 금융 채권자들의 권리를 적
절히 보호해주고 있는지가 관건이다.
현행 기촉법에 따르면 채권자협의회의 채무재조정이나 신규자금 제공 결정에 반대하는
금융채권기관은 반대매수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다(제20조). 또한 협의회 의결로 결정된 사
항인 ‘채권재조정 및 신규 신용공여의 분담비율 결정과 관련된 이견에
’ 대해서는 이를 조정
위원회 조정사유로 규정하고 있다(시행령 제6조 1항 제2호). 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
는 협의회의 의결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고 있고, 조정결정에 불복하는 채권금융기관은
법원에 변경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현행 기촉법에서는 다수결에 동의하지 않는 채권금융기관들에게 조정위원회
의 결정과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소수 금융 채권자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이러한 규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촉법이 소수 금융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위헌적이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다.

4. 기업회생절차 개선방안
1) 개선방향
제2절에서 논의한 ‘기촉법과 법치주의’, 제3절에서 논의한 ‘기업구조조정 법제의 세계화’
논의가 주는 정책적 시사점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기업회생법제, 즉 기촉법과 도산법제의
개선방안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자발적 워크아웃절차에서는 일부 채권자의 기회주의적 행동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들이 사용되고 있다. 자발적 협상의 본질을 유지하면서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주는 제도에서부터 이러한 자발적 협상이 어려울 때 법원이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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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경우까지 다양한 방법들이 스펙트럼처럼 연결되어 있다. 회생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채권자들의 견해를 하나로 응집시키고 채무자와 회사를 재생
시키기 위한 효율적 협상을 모색하는 것이다.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자발적 협상으로 상호
의견의 일치를 보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그래서 자발적 협상의 본질을 유지하면
서도 이러한 협상을 촉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하고 있다. 독립된 제3자가
자발적 협상을 조정하거나 법원이 개입하여 협상절차를 조율하기도 한다.
기촉법의 기능은 결국 다양한 채권자들을 하나로 묶고 채권자 주도로 채무를 조정하는
데 그 효율성이 있다. 그런데 기촉법은 이 과정에서 법치주의에서 벗어날 위험성을 내포하
고 있다는 지적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다. 모든 나라들에서도 다양한 성격의 채권기관들을
하나로 응집하고 채무자와 신속한 협상을 하도록 할 필요성은 있기 마련이다. 이때 관심사
는 자발적 협상이라는 워크아웃의 계약적 본질을 훼손시키지 않으면서 위크아웃에서의 자
발적 협상을 촉진시키기 위해 다양한 회생절차 수단들을 어떻게 마련해나갈 것인가에 있
다. 순수한 워크아웃과 법정 도산절차를 양축으로 하고 그 사이에서 계약의 본질을 훼손시
키지 않기 위한 다양한 수단들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법치주의를 훼손시키지 않으면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촉법 제정당시인 2001년도에는 이러한 노력이 부족했다.24) 기업회생절차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연속성을 띤 기업회생절차 스펙트럼상에서 우리나라 현실에 가장 적합한 법정외
회생절차와 법정 회생절차를 어떻게 구축해 나갈 것인가라는 관점에서의 접근이 부족했던
것이다. 물론 당시의 급박했던 시대적 상황에서 이러한 접근이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고
불가피 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지금은 달라져야 하고 또한 많이 달라졌다. 이하에서는
과연 현행 기촉법이 폐지해야 할 만큼 위헌적인지, 혹시 개선의 여지는 없는지, 개선의
여지가 있다면 어떠한 측면이 개선되어야 기촉법에 대해 제기되고 있는 위헌성을 제거하며
기촉법의 장점을 유지할 수 있을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또한 기업회생절차 스펙트럼상에서
기촉법과 유사한 기능을 하며 보완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도산법은 어떻게 개선해 나가
야 할 것인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24) 기촉법 제정당시에는 우리나라도 이러한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워크아웃에서 정부가
관여하는 근거가 취약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정부는 위크아웃의 입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1999년
부터 사전조정제도(prepackaged plan)의 도입을 시도하였고 2001년 회사정리법의 개정을 통하여 회사
정리절차 밖에서의 채권자간의 사전합의를 전제로 하는 정리계획안 사전제출제도를 입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개정작업이 워크아웃의 제정법적 근거가 될 수 없음을 잘 아는 정부는 2001년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한시법’으로 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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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촉법 상시화에 대한 우리나라에서의 논쟁은 워크아웃과 도산법상 회생절차 중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가를 두고 이루어지고 있다. 한쪽이 다른 한쪽보다 더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회생절차라는 식이다. 이렇게 볼 경우 기촉법 상시화에 대한 찬성견해와 반대견
해는 평행선을 달릴 뿐이다. 양자는 대립적인 관계도 아니고 평면적으로 어느 것이 더 효율
적인 제도인가를 논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양자는 연계되어 있으며 상호 보완적이고
때로는 대체적인 관계에 있다. 기업들은 자신들이 처한 재무적 상황에 따라 가장 적합하다
고 생각되는 절차를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 기업회생법제에 대한 개선논의는 워크아웃과
법정 회생절차가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의 두 개의 기업회생절차, 즉 기촉법상 워크아웃제도와 도산법상 회
생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촉법의 단점과 장점을 분명히 해 두어야
한다. 그리고 기촉법의 제도개선은 단점을 제거하는 쪽으로, 도산법상 회생제도개선은 기
촉법의 장점을 흡수하는 쪽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표 Ⅱ-3] 기촉법의 장점 및 단점
단점(기촉법에서 제거)
･경영권 보장이 불투명함. 자본감소 및 출자전환으
로 경영권을 상실하는지 여부는 채권금융기관들의
결정에 좌우되어 경영권보장 여부가 불안정25)
･절차의 개시부터 성공적인 종결에 이르기까지 채
권금융기관들의 영향력이 크게 발휘되어 채권금융
기관들의 결정에 따라서는 불합리한 결과가 생기
더라도 이를 바로 잡기 어려움.
･당해 회사에 맞는 사례식으로 절차가 운영되다 보
니 절차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이 떨어짐. 확립된
선례나 방침이 정해져 있지 않는 부분이 많고, 장
기적으로 어떻게 절차가 진행될지에 대한 예측이
어려움.

장점(도산법에서 흡수)
･신규자금 지원이 용이함.
･회사의 재무상태가 나쁘지 않다면 자본감소 없이
채무유예와 이자율 조정만으로 채무재조정이 완료
될 수 있고 이 경우 장기적으로 경영권 보장에 유리
･주채권은행의 적극적인 협력에 따라서는 절차진행
이 신속하고 다소간의 융통성이 발휘될 수 있고,
회사의 경영과 영업에 있어서 시장 상황의 변화에
따른 유연한 대처가 용이
･상거래 채권자들과는 정상적인 영업거래를 하면서
금융기관만의 채권만을 재조정하므로 경제적, 사
회적 파장을 최소화할 수 있음.

･다수결에 동의하지 않는 소수 금융 채권자들의 권
리침해 가능성이 있음.

25) 2013년 STX그룹은 채권단과 협의하여 위크아웃을 신청하였는바, 채권단은 STX그룹의 강덕수 회장에 대해
부실경영의 책임을 물어 STX조선해양의 대표이사직의 사임을 요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회장이 자율협약
취지에 어긋나는 월권행위라며 반발하다가 결국 자진 사퇴함으로써 사주의 경영권을 잃게 되었다(조선일보
2013.9.4 제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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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촉법 개선과제
(1) 절차의 투명성 확보
재무적 곤경에 처한 회사가 어떤 회생절차를 취하는 것이 자신에게 유리한 것인지를 비
교하고 자신의 처지에 맞는 회생절차를 선택하도록 다양한 회생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법원에 의한 회생절차는 법원의 통계자료를 보면 알 수 있으나 워크아웃은
총 신청건수, 종결건수, 성공률, 개시로부터 종결까지의 시기 등에 관한 자료가 제대로
발표되지 아니하여 회생절차에 비하여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이 부족하다.26) 워크아웃절차
는 개별 사례 해결의 접근으로 이루어지다보니 절차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이 떨어지고
확립된 선례나 방침이 부족하다. 그러나 기촉법은 워크아웃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이를 법
적으로 제도화한 것이므로 이에 걸맞는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가져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도산법상 회생절차와의 선택이라는 의미가 약해지고 투명성이 취약할 경우 자칫 경제
적 이유가 아닌 정치적 이유로 채권금융기관들이 반응한다는 오해를 살 소지가 있다.
(2) DIP 제도를 명문화
기촉법상 워크아웃절차에서는 도산법상 회생절차와 달리 기존 경영자의 경영권 유지 여
부와 관련된 법규정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그에 따라 경영권 보장이 불투명하고 자본감
소 및 출자전환으로 경영권을 상실하는지 여부는 채권금융기관들의 결정에 좌우되어 경영
권 보장 여부가 안정적이지 아니하다. 워크아웃절차에서는 공개된 분석자료나 통계가 적어
경영권 유지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데에 다소 난관이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워크아웃절차 개시 시 채권금융기관협의회는 대주로부터 일정한 상황이 발
생하는 경우 경영권을 포기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나 무상감자 등을 위한 주주총회 위임장
등을 미리 제출받으며 주채권은행이 대상 회사의 운영자금 지출 내용을 통제할 자금관리인
을 대상 회사에 파견하여 자금 지출을 감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한다. 한편 일부사례의
경우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서 ‘경영진 추천위원회를
’ 두고 이사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경영
에 관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27)
기업회생절차에서 경영권의 향배는 이해당사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이므로
26) 임치용(2014).
27) 최효종･김남성(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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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원칙이 먼저 외부에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물론 경영권 관련 내용을 명문으
로 규정하면 절차 진행의 유연성이 떨어지므로 사안별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쌍방 간 자율협상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반론도 가능하나 워크아웃
실무상 채권단이 채무자에 비해 우월적 협상력을 가진 상황에서 상호 간 대등한 위치에서
자율협상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경영권 문제를 포함한 절차진행 관련 규정이 좀 더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
기촉법상의 워크아웃과 채무자회생법상의 회생절차는 모두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한 기
업의 재무 및 사업구조를 개선하여 기업을 정상화시키는 절차라는 점에서 양자의 근본목적
은 동일하다. 따라서 두 제도는 서로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이어야 하고 상호
간 절차의 전환이 용이하게 이루어지도록 유연하게 구성될 필요가 있다. 통상적으로 워크
아웃절차는 공식적인 회생절차에 앞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경영권 유지의 불확실성으
로 인하여 앞선 워크아웃절차의 신청을 주저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해서는 기촉법상의
워크아웃절차를 둔 이상 회생절차와 균형을 맞추어 기촉법에서도 채무자 회생법에서처럼
DIP를 원칙적인 모습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채권금융기관 역시 기업이 기촉법상의 워크
아웃에 들어올 유인을 제공하여 채권금융기관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라도 경영권 문
제에 대하여는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도산법상 회생절차 개선과제
기촉법상 워크아웃 제도가 가지는 단점을 기촉법 개선과정을 통해 꾸준히 개선해 나가야
함과 동시에 기촉법상의 장점이 도산법상 회상절차에서도 구현될 수 있도록 도산법도 개선
해나가야 할 것이다. 기촉법에 기한 위크아웃절차가 도산법상 회생절차에 비해 가지는 장
점으로 절차의 신속성, 상거래 채권자들과 정상적 거래유지하면서 금융 채권자들만의 채권
이 재조정되어 경제적 파급효과가 적다는 것, 신규자금의 활성화 등이 제시되고 있다. 각각
의 장점들이 도산법상 회생절차에서 구현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지 살펴보기로 한다.
(1) 패스트 트랙 회생절차 활성화
1997년 이후 워크아웃과 도산법상 회사정리절차를 비교한 바에 의하면 절차개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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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결에 이르기까지 회사정리는 약 4.94년이 걸리고 워크아웃은 4.77년이 걸리므로 큰 차이
가 없었다.28) 특히 기업회생절차의 새로운 개선 모델로 ‘패스트 트랙(Fast Track) 회생절
차’가 도입됨에 따라 회생절차는 더욱 빨라지고 있다.
패스트 트랙은 신속한 진행으로 회생절차 기간을 단축하고, 회생계획 인가 후 조기에
절차를 종결해 회생회사를 조속히 시장으로 복귀시키는 제도다. 서울중앙지법이 2011년
3월에 첫 실시한 이후 회생기업은 물론 기업의 채권자와 금융기관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패스트 트랙 회생절차를 도입한 목적은 첫째, 절차진행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둘째, 이해관계인의 절차 참여를 확대하며, 셋째, 시장의 요구에 맞춘 효율적인
법적절차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29)
패스트 트랙 기업회생절차는 채권자들 간의 사전협상이 가능한 대형기업에 대하여 도산법
상의 사전계획안제도30)를 활용하고, 워크아웃과 회생절차를 접목하여 금융기관 등 주요
채권자 주도로 최대한 빨리 기업구조조정을 마무리하여 시장으로 복귀시키는 제도이다.31)
위크아웃절차에서는 채권금융기관들이 주도적으로 대상 기업의 경영정상화방안을 작성하
여 대상 기업과 그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게 된다. 도산법상 회생절차에서의 사전계획안
제도 역시 채권자들의 주도로 회생계획안을 작성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다수의 채권금융기관들이 워크아웃절차에서 마련한 경영정상화계획은 향후 회생절
차에서 회생계획을 작성함에 있어 존중될 필요가 있다. 만약 채권금융기관이 부채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지고 있다면, 워크아웃절차에서 마련된 경영정상화계획을 토대
로 한 사전계획안을 신속하게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이미 진행된 워크아웃절차를 존중하고

28) 오수근(2008).
29) 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2013).
30) 회생절차에서 회생계획안의 제출은 원칙적으로 제1회 관계인집회에서 채무자에 대한 조사결과 계속기업
가치가 정산가치보다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법원의 회생계획 제출명령이 내려진 이후에 관리인에 의해
이루어지게 된다(통합도산법 제220조). 회생계획제출명령이 내려지면, 관리인을 비롯하여 다른 이해관계
인들도 정해진 기한 내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다(통합도산법 제221조). 그런데 채무자의 부채의 2
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는 예외적으로 제1회 관계인집회 기일 전날까지 회생계획안
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할 수 있는데(통합도산법 제223조 제1항), 이를 사전계획안 제도라고 한다. 사전
계획안이 제출된 때에는 관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회생계획안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회생계
획안을 철회할 수 있다(도산법 제223조 제5항). 또한 사전계획안이 제출된 경우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을
단축하는 규정을 둠으로써 절차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진행을 도모하고 있다. 이와 같이 사전계획안 제도
는 절차의 효율적인 진행에 중점을 두어 도입된 제도이다.
31) 대표적으로 LIG건설 사례를 들 수 있다. 이 사건은 2011년 4월 1일 회생절차가 개시된 이후 6개월 만인
2011년 9월 30일 회생계획이 인가되었다. 그 밖에 패스트 트랙 기업회생절차의 도입으로 채권자들의 협
조만 있다면, 개시일로부터 3~4개월 만에 인가를 받거나 4~6개월 만에 종결하는 사건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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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진행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채권금융기관의 보유채권이
위 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관리인이 회생계획안을 작성함에 있어서 워크아웃절차에서
마련된 경영정상화계획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권고할 필요성이 있다.32)33)
2011년 이후 법원이 회생절차에 대해 패스트 트랙 제도를 실시하면서 보전처분은 신청당
일에, 개시결정은 1주일 이내에 발하여지고, 회생계획안의 인가는 개시 후 4개월 만에 이루
어지고, 종결은 개시 후 6개월 만에 이루어지는 등 오히려 회생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이
워크아웃보다 훨씬 단축되었다.
[그림 Ⅱ-3] 패스트 트랙 제도 시행 이후의 절차 소요기간 비교분석

자료: ｢중소기업 회생절차 간소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2013.12, 46면.

개시신청부터 개시일까지의 기간은 37일에서 26일로, 개시결정 후 인가결정까지의 기간
은 9개월(275일)에서 6.6개월(199일)로, 인가 후 종결까지의 기간은 2년(741일)에서 6개월
(180일)로 단축되었다. 패스트 트랙 제도 도입 이후 2013.6.25.까지 진행된 서울지방법원
의 회생합의사건(합계 28건)의 경우, 회생계획인가부터 종결까지 평균 6개월(180일)이 소
요됨으로써 종전보다 회생절차 종결까지의 시간이 많이 단축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
울중앙지방법원의 패스트 트랙 제도에서는 회생절차 개시 신청 시부터 6개월 이내에 조기
종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한다.
32) 구회근･오세용(2014) 43면.
33) 위크아웃 절차와의 연계를 통한 사전계획안 제도를 잘 활용한 대표적인 사례가 ‘대우자동차 판매사건’이다.
위 사건은 사업분할 및 투자유치가 포함된 기존의 워크아웃플랜(경영정상화계획)을 반영하여 패스트 트
랙 회생절차를 통해 단기간 내에 구조조정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모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위 사건에
서는 회생절차 개시 시점으로부터 불과 4개월 만에 회생계획에 대한 인가결정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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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 트랙 회생절차도 초기 단계에 불과하기 때문에 개선･보완해야 할 점들이 많다는
지적이 있다. 우선 법원 외부에서는 패스트 트랙 회생절차의 기간 단축 기능만이 부각됐다
며, 향후에는 채권단과의 소통이라는 본질적인 개선 내용이 더 중요시되어야 한다는 지적
이 나온다. 패스트 트랙 회생절차의 성패는 금융권을 비롯한 채권단 및 금융감독당국이
졸업한 회생기업을 정상기업에 준하는 업체로 바라보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나가는
것에 달려있다는 것이다.34)35)
(2) 상거래 채권자들에 대한 조기변제 활성화
기촉법은 채권금융기관들을 그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고, 채권금융기관들의 채권행사유
예 등의 방법으로 권리행사를 유예하고 협의회 의결을 통해 채무재조정을 하게 된다. 따라
서 나머지 채권자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지 않는다. 즉 기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들
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자들, 주로 상거래 채권자들과는 정상적인 거래관계를 계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채무변제가 이루어지게 된다.
반면, 통합도산법에서는 회생채권자에 관하여 회생절차 개시 후에는 원칙적으로 회생계
획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변제하거나 변제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채무자에
대한 개시결정이 내려지게 되면 원칙적으로 상거래 채권자들에 대하여도 회생채권의 변제
를 할 수 없게 되어 정상적인 거래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데 지장이 생길 수 있다. 이에
대한 예외로서, 채무자의 거래상대방인 중소기업자가 그가 가지는 소액채권을 변제받지
못하면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제132조 제1항)와 회생채권을
34) “기업회생절차 새 모델 ‘패스트 트랙’ 각광”, 법률신문, 2011.12.6.
35) 기촉법 폐지를 주장하는 법조계에서는 패스트 트랙제도 활성화로 기촉법상의 위크아웃이 가지는 신속성을
도산법 절차에서도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패스트 트랙에 의한 회생절차 조기 종결이 워
크아웃에서 추구하고 있는 소위 경영정상화라는 개념과는 상당히 다른 것이므로 그렇게 보는 데는 한계
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워크아웃의 목적인 경영정상화는 궁극적으로 ‘정상적으로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상
태를
’ 의미하며 졸업 후 1년 정도의 기간 내에 금융거래조건도 정상화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반면 도산법
상 회생절차의 경우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채무를 감축한 후 채무의 변제를 완료하는 내용으로 수립
되는 회생계획안을 이행하고 나면 정상적인 기업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최근 패스트
트랙에 따라 회생절차가 조기 종결되는 경우가 많은데, 법원의 직접적인 통제를 떠나 기업이 경영될 수
있다는 의미도 물론 작은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조기 종결이 ‘기업이 정상화되었다’는 것과 어떻게 관련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2012.5. 회생절차가 개시된 풍림산업의 경우 상거래채권의 74%가 출자전
환되는 등 회생채권의 76% 정도가 출자전환되고 나머지는 3차 연도부터 10차 연도 사이에 상환되도록
한 회생계획안중 준비년도인 2012년에 변제하기로 되어 있던 미지급퇴직금 78억 원 등 161억 원을 변제
하여 2013년 4월, 11개월 만에 조기 종결되었던바, 패스트 트랙에 의한 회생절차 조기 종결이 워크아웃
에서 추구하고 있는 소위 경영정상화라는 개념과는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권
영종(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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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하지 아니하고는 채무자의 회생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제132조 제2항)에는 회생계획인가결정 전이라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제할 수 있다.
계속적 거래를 하는 상거래 채권자는 채무자의 영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채무자의
회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더라도 달리 취급하여
보호해줄 필요성이 크다. 특히, 기촉법에서는 상거래 채권자에 대한 변제금지가 적용되지
않아서 채무자 기업의 영업에 타격을 주지 않고 연쇄 부도의 가능성을 방지하는 등 사회,
경제적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장점을 회생절차에서도 최대한 수용하여
상거래 채권자들에 대한 조기변제를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개시결정의 효력으로
회생채권 변제금지라는 원칙은 유지하면서도 통합도산법 제132조에서 정하는 예외적 허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36)
(3) DIP 파이낸싱의 활성화 방안
워크아웃절차에서는 기촉법에 비하여 해당 기업에 대한 신규자금지원이 활성화되어 있
고, 구조조정 추진과정에서 신규자금지원이 워크아웃절차의 가장 큰 장점으로 알려져 있
다. 기촉법에서는 ‘신규 신용공여는 법정담보권 다음으로 다른 채권금융기관의 채권에 우
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고
’ 규정하고 있다(기촉법 제11조). 반면 법정 회생절차에서는
회생기업에 대한 신규자금지원이 거의 없다. 물론 통합도산법에서도 자금차입으로 인한
청구권을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공익채권으로 하는 규정(제179조 제1항 제5호, 제180조 제7
항)이 신설되어 형식상으로는 기촉법에 비해 크게 불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회생
절차에서는 아직 DIP 파이낸싱 사례가 많지 않다. 그 원인으로는 위크아웃에서는 채권금융
기관이 신규자금회수 관련 상환을 위한 권리행사에 제약을 받지 아니하나 법정 회생절차에
서는 법원에 의한 제약이 있어서 금융기관이 회생기업에 대한 회생기업에 대한 신규자금대
출에 소극적이다. 또한 금융기관의 법원 회생절차에 대한 불신으로 인한 비협조도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법정 회생절차에서도 DIP 파이낸싱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으로 다음과 같은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다. 우선 금융기관들에 대한 정확하고 신뢰할 만한 기업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 금융기관에서는 법원의 회생절차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 있고,
회생절차에서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 내용에 대해서도 신뢰하지 않는 분위기다. 따라서
36) 구회근･오세용(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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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기업의 재무상황, 회생가능성, 기업가치 등에 대하여 보다 정확하고 신뢰할 만한 정보
를 제공하는 것이 전제되지 않는 이상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신규자금지원을 기대하기는 어
려울 것이다. 또한 자금회수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보장이 마련되어야 한다.
자금차입으로 인한 청구권을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공익채권으로 인정하는 것에서 더 나아
가 위크아웃에 준하여 영업으로 발생한 현금을 우선적으로 신규자금상환에 사용하는 방향
으로 실무를 운영함으로써 신규자금회수에 충분한 유인을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신
규자금대여채권자의 최우선변제권에 관하여 파산절차로 이행할 경우에도 다른 재단채권
보다 우선하여 변제하도록 우선변제권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입법적 개선조치가 필요하
다.37) 기촉법 폐지를 주장하는 법조계에서는 이러한 도산법 개선을 통해 기촉법의 장점인
원활한 신규자금 조달을 도산법 절차 내에서도 흡수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양 절차에서
의 신규자금 조달 활성화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 아무리 도산법상 신규자금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하더라도 현재 우리나라 금융환경하에서는 기촉법상의 신규자금 조달정
도의 성과를 도산법상 회생절차에서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4) 기촉법과 도산법의 연계성 강화
워크아웃에서 실패할 경우에는 법원에 의한 회생절차에 신속히 연결될 수 있고, 법정외
위크아웃에서 행해진 행위가 법원에 의한 회생절차에서도 승인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기촉법과 도산법을 가교할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 즉 워크아웃절차에서 이루어진 여러
행위가 채무자 회생법에서 용인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워크아웃절차에서 이루어진 채무조정
의 효력의 유지, 새로운 융자금에 대한 우선변제권 부여 등의 문제가 해결되고 있지 않다.38)
(5) 기존 경영자 관리인 제도(DIP) 개선에 대한 비판39)
기존 경영자 관리인 제도에 대해 당초 도산법 제정 시부터 경영파탄의 책임을 은폐하도
록 부추기며 채무자의 이익만을 과도하게 보호하는 것으로 미국 같이 전문경영인체제가
정착되지 않고 대주주 일가의 독단적 경영체제가 만연한 한국의 경영현실에서는 아직 시기
상조라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금융권에서도 역시 기존 경영자 관리인제도에 대한 반응은
37) 구회근･오세용(2014).
38) 김정만(2010).
39) 최효종･김남성(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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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담하다. 금융계에서는 부실기업 경영주에게 그대로 경영권을 인정해 주는 것은 ‘모럴해
저드’ 조장이라고 주장하며 채권자 보호 및 경영진의 도덕적 책임을 강화하는 차원에서도
기존 경영자 관리인제도를 규정한 채무자회생법 제74조 규정의 개정을 주장하고 있다.40)
그러나 부실기업의 경영권을 박탈하였던 종래 구 회사정리법 시절, 도산위기의 회사들이
조기에 회생절차를 통하여 채무재조정을 통한 회생을 꾀하려고 해도 경영권 박탈이 우려되
기 때문에 회생절차를 신청하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기업가치가 더욱 훼손되는 악순환이
계속되었다. 나아가 기존 경영자의 경영권을 일방적으로 박탈한 결과 기존 경영자의 노하
우가 사장되어 문외한인 제3자 관리인이 회사의 경영을 더욱 어렵게 한 사례도 많았다.
미국은 1978년 DIP 원칙을 세계최초로 규정하였다. 한국은 2005년 채무자회생법(도산
법) 제정 시 DIP 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리고 2009년 일본의 회사갱생법상 기존 경영자
관재인제도 운용, 2012년 독일41) 신도산법상 자기관리요건 간소화 등은 모두 공적 구조조
정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충분한 논의 끝에 DIP 제도를 도입하기로 입법적 결단을 내린
것이다. 이러한 결단은 종전의 제3자 관리인 선임제도에 대하여 코페르니쿠스적 발상의
전환이라고 평가받고 있다.
우리나라에서의 기존 경영자 관리인제도의 도입은 단순한 제도의 개선이 아니라 종전의
징벌적 관점에서 경제적 관점으로 회생절차를 바라보는 근본적인 시각의 변화라고 보아야
한다.42) 나아가 기존 경영자가 가지고 있는 경영노하우를 계속기업가치의 구성요소로 파
악하여 회생절차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회사의 기업가치 하락을 방지하고
원활한 회생절차의 진행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관점 자체의 변경이다.
금융계와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부실기업 기존 경영자의 모럴해저드 문제가 해결되지 않
는 한 기존 경영자 관리인 원칙은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회생절차
실무상으로도 기존 경영자의 사익추구행위가 가장 문제 된 LIG건설, 웅진홀딩스, 극동건설
40) 최근 국회에서는 기존 경영자 관리인제도를 배제하는 취지로 채무자회생법 제74조를 개정한 도산법개정안
(이주영 의원 안, 주영순 의원 안)이 계류 중이다.
41) 독일에도 미국의 DIP와 유사한 제도인 ‘자기관리’가 있지만 이것이 활용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한다.
기업들은 엄격한 독일 도산법의 영향을 벗어나기 위하여 다른 EU국가로 이전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결국
2012년 3월 1일에 시행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Law to Further Accelerate Company Reorganization)’
은 자기관리요건을 간소화하여 회생절차가 채무자의 자발적 신청에 의한 것이고, 자기관리절차가 채권자
들에게 부정적이라는 사실이 없는 한 채무자에게 기업의 계속 경영 및 관리를 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특히 도산절차개시 전의 임시 채권자협의회가 자기관리에 만장일치로 동의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그에 따
르도록 규정하였다. 즉 이 법의 목적은 미국 Chapter 11 절차와 유사한 DIP형 회생절차 등에 의해 도산
기업의 구조조정을 보다 용이하게 하고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42) 송옥렬(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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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동양그룹 5사의 경우 채권자협의회의 강한 요구에 따라 대주주 일가가 관리인 선임에서
결국 배제되었고, 내부의 전문 경영인 및 법원선임의 외부 관리인이 공동관리인으로 선임되
거나, 채권단협의회의 추천에 따라 구조조정담당임원(Chief Restructuring Officer: CRO)
이 선임되었다. 이는 현행 채무자회생법체제하에서도 이른바 기존 경영자의 모럴해저드를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견제장치가 실무적으로 갖추어져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2012년 말 현재, 서울지방법원에 계속 중인 법인회생절차 사건 186건 중 관리인 불선임
113건, 기존 경영자 관리인 53건, 제3자 관리인 16건, 공동관리인 4건으로 기존 경영자
관리인(관리인 불선임+기존 경영자 관리인)이 전체의 약 89.2%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
다.43) 기존 경영자 관리인 원칙이 법원실무에서도 대체로 충실히 지켜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재벌 대기업 계열사의 경우에는 다소 달리 보아야 한다.
[표 Ⅱ-4] 최근 주요 대기업의 관리인 선임 현황44)
회사명(개시신청 시기)
쌍용자동차(2009)
LIG건설(2011)
웅진홀딩스(2012)
극동건설(2012)
STX팬오션(2013)
STX건설(2013)
동양(2013)
동양시멘트(2013)
동양레저(2013)
동양네트윅스(2013)
동양인터내셔널(2013)
쌍용건설(2013)

관리인 선임내용
공동관리인 선임
관리인 불선임(기존 대표이사를 법률상 관리인으로 간주)
관리인 불선임
관리인 불선임
공동관리인 선임
관리인 불선임
공동관리인 선임
관리인불선임
공동관리인 선임
내부 관리인 1인 선임
공동관리인 선임
관리인 불선임

이상 12건의 대기업 계열회사 회생절차 진행사례를 검토해보면, 내부 경영진과 외부 인
사를 각 1인씩 공동관리인으로 임면한 사례가 5건, 기존 경영자 관리인 원칙에 따라 관리인
불선임 결정을 내린 사례가 6건, 내부 등기이사를 관리인으로 선임한 사례가 6건, 내부
등기이사를 관리인으로 선임한 사례가 1건(동양네트윅스)이며 관리인 불선임 결정을 한
6건 및 동양네트윅스의 사례는 모두 CRO를 임명하여 기존 경영진을 견제하려고 하였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쌍용건설을 제외한 위 회사들에서 회사의 최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들은 채권단의 강한 반발로 인하여 모두 관리인에서 배제하였다. 즉 관리인 불선임
결정을 받은 5건(LIG건설, STX건설, 웅진홀딩스, 극동건설, 동양시멘트)은 모두 최대주주
43) 박사랑(2012).
44) 최효종･김남성(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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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아니라 회사 내부 전문경영인이 대표이사인 경우이다. 그리고 공동관리인을 선임한 5건
(쌍용자동차, STX팬오션, 동양,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의 경우는 회사의 전문경영인
중 1인은 내부 경영진 몫의 관리인으로 선임하였고, 외부 인사 몫의 1인은 법원이 관리인
교육과정을 이수한 법원 내부 후보자 풀에서 골라 선임하였다.
결국 중소기업 이하의 경우 기존 경영자 관리인 원칙이 거의 관철되고 있는 반면에 사회
적으로 이슈가 된 재벌 대기업 계열사의 경우에는 기존 경영자 관리인 원칙이 상당부분
관철되지 못하고 법원 선임의 공공관리인 또는 CRO 선임 등의 방법에 의해 견제되고 있다.
회생절차에서 DIP 원칙은 자본주의하에서 경쟁시장을 유지하는 데에도 필요한 제도이
다. 경쟁시장에서 실패한 기업이 있다는 것은 자유경쟁시장에서 필연적으로 이미 예정된
것이다. 그런데 만일 패자에게 다시 재기할 기회를 주지 않는다면 경쟁체제는 유지될 수
없다. 누구도 그러한 위험을 부담하려고 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다.
기존 경영자의 사기적 범죄행위 등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기존 경영자 관리인제도
는 원칙대로 적용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시장 및 일반 대중의 전통적인 부정적 시각 또한
변화될 필요가 있다. 다만 기존 경영자 관리인 제도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 생길 수 있는
감독과 효율성의 문제는 구조조정과 관련된 전문적 업무와 관하여 CRO 제도를 적극 활용
함으로써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5. 소결
1) 기촉법 폐지가 아닌 보완
기업회생절차는 채무자와 채권자, 채권자와 채권자가 자발적으로 합의하여 채무를 조정
하는 순수한 계약적 워크아웃과 법원이 강력히 개입하여 채무를 조정하는 도산법상 회생절
차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두 개의 제도를 양극단으로 놓을 때 그 중간에는 다양한 형태의
회생절차들이 연속성을 가지며 촘촘히 놓여 있다. 개별 기업들이 자신들이 처한 재무적
상황에 따라 가장 적합한 회생절차를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해 줄 때 기업
회생의 가능성은 커지기 마련이다.
2001년에 제정된 기촉법이 문제가 되는 것은 법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내용 때문이
다. 시장에서의 자발적 워크아웃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주겠다는 목적을 표방하면서도 실

Ⅱ. 기업구조조정과 기업회생제도

53

제로는 시장에서의 자발적 협상을 도와주는 차원을 넘어서는 요소들이 많았기 때문에 문제
가 되었던 것이다. 기촉법에서 이러한 요소들을 제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동시에 기촉
법의 장점을 도산법상 회생절차에서 흡수하며 도산법 스스로도 변해가야 한다. 이렇게 기
촉법과 도산법이 동시에 발전적으로 진화해 나갈 때 기촉법이 공격받아 왔던 법치주의관점
에서의 취약성이 보완되고, 도산법이 공격받아왔던 신속성과 유연성이 보완될 것이다. 이
렇게 될 경우 현행 기업회생법제(기촉법과 도산법)는 ‘세계화’, ‘법치주의’, ‘효율성’이라는
목적을 모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궁극적으로 현재의 시점에서 기촉법을 폐지하는 것보다는 문제점을 해소해 나가며 당분
간은 유지해 나가는 것이 기업회생을 위해 바람직하다. 기촉법이 제정 당시에는 문제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두 번의 개정과정을 거치는 동안 상당히 보완되었다. 기촉법에
대해 제기되고 있는 위헌성의 핵심은 소수(1/4)의 채권자들이 자신들의 의지와 무관하게
다수(3/4)의 채권자들 결정에 따라야 하는 데서 발생한다. 소수 채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반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채권을 찬성한 채권금융회사가 합의
된 시가에 매수하도록 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제3자인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
회에서 조정을 하고, 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변경 결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
재산권 침해 소지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있다. 소수자에 대한 이러한 정도의 법적 보호는
법정외 회생절차의 실효성을 중요시하는 월드뱅크 보고서에서 제시하는 기준에서 벗어났
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같은 맥락에서 기존 기촉법에서 제시되어 왔던 위헌성 시비도 상당
부분 해소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문제 외에도 기촉법상 회생절차에서는
채권자 협의회가 지나치게 권한을 행사함에 따라 채무자 기업의 경영권이 위축되어 경영정
상화가 쉽지 않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그러나 이 문제는 제도적으로 개선해 나가면 된다.
법조계에서는 기촉법상 회생절차의 장점을 도산법상 회생절차 개선을 통해 충분히 반영
할 수 있다며 기촉법을 폐지하더라도 달라질 것은 크게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도산법상의 회생절차와 기촉법상 회생절차가 재무적 곤경에 처한 기업을 위한
‘회생절차’라는 측면에서는 유사하지만 양 절차 간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도산법상
회생절차에서는 기촉법상 회생절차와 달리 신규자금을 공급받기 어렵다. 아무리 도산법상
DIP 파이낸싱 제도를 개선하더라도 현재의 우리나라 금융환경하에서 기촉법상 신규자금
제공과 같은 효과를 당장 보기는 어렵다. 또한 도산법상 회생절차에서는 기촉법상 회생절
차와 달리 금융 채권자 외에 상거래 채권자의 권리행사까지 제한되어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기촉법상 회생절차보다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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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기촉법에 대해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들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며 당분간은
유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2) 기촉법과 도산법상 회생절차 개선과제
기촉법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제도개선이 있어야 한다.
채무자와 채권자 간의 선제적이고 사전적인 자율적 구조조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주
기 위해서는 투명성이 보장되어야만 한다. 지금까지는 기촉법에 의한 워크아웃은 법원에
의한 회생절차와 달리 제대로 된 통계자료가 발표되지 아니하여 기업들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절차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재무적 위험에 처한 기업으
로서는 도산법과 기촉법 중 어떠한 절차를 취하는 것이 자신들의 상황에 더욱 효율적인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 절차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못할 경우 경제적 기준이 아니라 정치적,
사회적 상황에 채권금융이관이 민감하게 반응함에 따라 기업의 운명이 좌우될 우려가 있다.
또한 현행 기촉법에서는 채무기업의 경영권이 보장되는지 여부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도산법에서처럼 DIP 제도를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촉법에 의한 워크아웃절차는
실무적으로 채권단이 채무자에 비해 우월적 협상력을 가진 상황이므로 상호 대등한 위치에
서 자율협상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기촉법에도 DIP 제도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 그래
야만 채무자가 자신의 상황에 따라 기촉법상 절차와 도산법상 절차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것이다. 그리고 기촉법 절차에서 채권자가 적극적으로 회사 경영에
개입하다가 채무기업의 경영이 악화되어 궁극적으로 회생절차를 밟게 될 경우 채권자에게
책임을 부담시키는 ‘채권자 책임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기촉법의 개선과 동시에 도산법상 회생절차와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제도개선이 있어
야 한다.
지금까지 도산법상 회생절차에 비해 기촉법상 위크아웃 절차의 장점으로 제시되어 왔던
고 절차의 신속성, 상거래 채권자들과의 정상적 거래를 유지하면서 금융 채권자들만의 채
권이 재조정되어 경제적 파급효과가 적다는 것, 신규자금의 원활한 공급 등을 도산법상
회생절차에서도 구현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이를 위해 사전계획안 제도를
활성화하고, 상거래 채권자들에 대한 조기변제를 활성화하며, DIP 파이낸싱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위크아웃에서 행해진 행위가 법원에 의한 회생절차에서도
승인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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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장친화적인 기업구조조정 제도 구축을 향하여
기업들이 처한 재무 상태에 따라 다양한 성격의 회생절차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당 기업의 금융채무의 비율, 상거래 채무의 비율, 협약채권자의
비율, 외국 채권자의 비율 등에 따라 순수한 자율협약, 기촉법상의 회생절차, 도산법상의
회생절차에 대한 비교우위가 다르기 때문이다. 각각의 절차는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으므
로 개별 기업들에게 다양한 구조조정절차에 대한 선택지를 제공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기촉법을 당장 폐지하기보다는 당분간 유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촉법과 도산법이
각각 발전적으로 개선해 나가면서 두 개의 기업회생법제가 당분간 공존해 나간다면 우리
현실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기업회생법제가 구축되어 갈 것이다. 그리고 추후 각각의 법체
계가 현실적으로도 개선되어 가며 기업 회생절차에 효과적으로 기여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볼 기회를 반드시 가질 필요가 있다. 이때 도산법상 회생절차가 기촉법의 장점을 제대로
반영하며 기능하고 있다고 평가된다면 그때 가서는 기촉법 폐지를 고려해보아야 할 것이다.
기촉법은 제정 당시부터 시장원리와 법치주의에 위반된다는 지적이 있어 왔고 이러한
지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며 이것이 최근 기촉법 폐지의 논거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기촉법이 우리나라에서 효율적인 구조조정 기제로 작동해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 한편,
법정 회생절차인 도산법은 시장원리와 법치주의에 위반된다는 지적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웠다. 그러나 기촉법에 비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결국 기촉법
폐지 논쟁은 시장원리와 법치주의, 효율성을 모두를 만족시키는 기업 회생법제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라는 큰 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기촉법은 2001년 한시법으로 제정된 이후 개정 시마다 자신의 약점인 시장원리와 법치주
의 위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꾸준히 개선되어 왔다. 도산법 역시 자신의 약점인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촉법의 장점을 흡수해 나가려는 제도개선 노력이 진행 중이다. 기촉법상
의 장점을 흡수하고자 하는 도산법상의 이러한 제도개선 노력이 현실적으로 성과를 보이고
동시에 채무기업과 채권금융기관 간 자율협약과 PEF를 통한 시장적 구조조정 기제가 개선
되어 간다면 기촉법은 역사적 소임을 다하고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개선을 통해 한시법 형태로 유지되는 기촉법은 ‘시장친화적인 기업구조조정
제도 구축’을 위한 과도기적 법제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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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기업구조조정과 채권은행
1. 문제의 제기
일반적으로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하는 방식은 기업차원의 구조조정방식과, 채권금융기
관과의 협의를 통한 채무재조정 형식, 그리고 법원 주도의 전방위적 구조조정 방식으로
분류하게 된다. 이 중에서 기업의 독립적인 구조조정은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사업구조
개편 및 재무구조개선 등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한 일련의 사업
전략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기업의 재무개선을 위한 추가 자금 등 금융기관의
협조를 얻기 어렵고 인력이나 사업 구조조정에 있어 노조 및 이해관계자들의 동의를 구하
는 절차가 필요하여 구조조정 시기가 지연될 수 있다. 결국 시의적절한 구조조정이 불가능
하게 되는 경우 성공 가능성도 떨어진다는 단점 때문에 외적 개입을 통한 구조조정에 비해
단기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이루어지는 경우는 아니다.
다른 형태의 기업구조조정으로서 채권금융기관이나 법원주도의 외적 개입에 의한 구조
조정을 생각할 수 있다. 그 중 채권금융기관과의 협의를 통한 구조조정은 기업이 회사정리
및 화의 등 공적 구조조정 절차에 들어갈 경우 채권금융기관 손실이나 경제적 비용이 발생
하기 때문에 그 전 단계에서 기업 재무구조개선작업을 통해 부실위험을 낮춰 채권회수의
안정화를 꾀하는 작업이다.45) 현재 국내에서 사적 기업구조조정은 채권자인 금융기관이
주도적으로 기업의 구조조정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워크아웃이 대표적이다.46) 정부가 법률
적 기반을 가지고 기업구조조정 기구를 설립하고 자금지원과 인수 및 합병 등의 기준을
제시하면서 구조조정 전반을 주도하게 되는 공적구조조정으로 통합도산법에 의한 법정관
리제도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다. 이때 법원의 판단은 개별 기업뿐만 아니라 거시적인 경제
상황을 모두 고려하기 때문에 산업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45) 이지언(2010).
46) 금융권의 신용공여규모에 따라 500억 원 이상의 기업과 500억 원 미만의 기업들로 구분하여 다른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금융기관을 통한 구조조정제도에 대해서는 후술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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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소재 불분명, 채권자와 채무자 간 형평성 문제가 대두될 여지가 많다는 것 등이 단점이
긴 하다. 그러나 민간주도 구조조정에 비해 강력한 추진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기 때문에 국가적 위기에서 행해질 경우가 많다.
본 보고서의 중점적 논의는 금융기관을 통한 구조조정 제도에 맞추어져 있다. 현행 제도
는 주채권은행을 중심으로 한 채권금융기관에 의한 재무구조개선약정 및 워크아웃, 중소기
업을 대상으로 하는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에 의한 구조조정으로 분류할 수 있다.47)
구조조정은 기업의 재무구조개선을 최우선 작업으로 하여 기업의 사업구조 개편 및 인력감
축 등 기업의 전반적인 영업 전략의 변화까지 포괄하게 된다. 이러한 구조조정 제도의 큰
틀은 시장중심 경제운영체제에서 정부나 법원을 대신하여 문제기업의 안정화를 도모하고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채권금융기관들이 신규자금 지원을 포함한 금융지
원을 하고 책임경영과 사후관리를 통해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임으로서 보유채권의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사전에 방지하는 작
업으로서 의의가 있다.
최근 World Bank에서는 “Out-of-Court-Debt Restructing(2012)”에서 전술한 채권은
행을 통한 기업구조조정과 유사한 개념의 ‘법정외 채무조정’에 대한 개념적 프레임을 정책
적 관점에서 제공하였다. 기업의 재무적 위험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들 중
하나로 도산법 이전 단계의 자율적 워크아웃에 대한 기능을 강조한다. 채무자와 채권자
간의 순수한 계약 혹은 비공식적 합의에서부터 완전히 형식적인 법적 회생절차 또는 파산
절차에 이르기까지, 그 사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다양한 중간적 성격의 기업회생 메커니
즘의 효율성을 강조하고 있다. 모든 채무조정 수단들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개별 기업이
처한 상황에 가장 적합한 수단들을 선택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한다
는 점에서 법정외 채무조정의 중요성을 피력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실시되고 있는 기업
구조조정 제도에 대한 평가도 제시되어 있는데, 채권금융기관이 해당 기업의 재무상황 및
영업의 수익성,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일시적인 경영위기 또는 자금경색에 있다고 판단
하게 되면 긴급자금을 지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업경영의 정상화를 도모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의의를 두고 있다. 다만 법원외 기업구조조정으로서 채권금융기관 주도의 기업구조
조정 제도가 가지는 단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채권은행의 손실에 대한 부담 전가와 채권단
47) 본 연구에서는 채권은행을 통한 기업구조조정 관련 논의에서 개별 은행과 이루어지는 자율협약은 제외하고
주채무계열(대기업집단 대상, 추후 서술) 및 기촉법에 근거하여 채권은행이 주도하는 기업구조조정 제도에
한정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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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기업가의 도덕적 해이 가능성, 사회경제적인 비용의 발생, 채권자 간 이해상충으로 인한
구조조정의 지연 등이다.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어떻게 극
복하고 있느냐가 제도 운영의 실효성에 영향을 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 외에도 국내외의 많은 이론 및 실증적 연구에서도 기업 활동에서 기업부문의 재무건
전성과 국가 경제 또는 거시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고 있다. Bernanke &
Gertler(1990)와 Kiyotaki & Moore(1997)는 기업의 건전성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한 대표적인 연구이다. 기업의 순자산가치가 하락함에 따라 금융기관의 신용공여가 축소되
며 기업의 투자기회 및 규모가 감소하게 됨으로써 경기가 위축되거나 하락세가 장기화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Gilson(2012)의 연구에서도 기업의 구조조정으로 미국경제의 위기
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국내의 다수의 연구결과를 보더라도 기업의
구조조정의 필요성이나 시의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시언(2010), 조항래･박상진(2013) 및
장상헌(2011)에서는 기업의 구조조정에 있어 채권은행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으며 그 과정
에서 법제도적 개선을 통해 효과를 제고해야 할 필요성까지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에서 보듯이, 기업의 재무건전성은 금융기관이 신용공여를 함에 있어 중요한
의사결정 요인이며 기업의 재무상황 악화는 곧 유동성 부족 또는 비효율성의 증가로 인해
기업 부실의 현실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기업 경영의 효율성과
수익성의 증가를 위해서는 기업의 재무구조조정이 상시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
가 있다. 이것이 기업재무구조조정의 최우선 과제이며 일차적인 목표가 되어야 한다. 더구
나 기업의 재무구조조정의 또 다른 목적은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꾀하는 데에 있기 때문에 사회경제적으로도 매우 중요하다. 경제 전체에서 자원배
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일차적인 기업의 구조조정은 기업의 경영상 전략적 선택이다. 기업은
대내외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경영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사업범위, 재무, 인사
조직, 지배구조 등을 전략적으로 재조정할 필요성이 있음을 판단한다. 그러나 기업의 자발
적 또는 자가적 진단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이 시의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기업의
부실이 발생할 위험이 높아지는 것도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다. 더구나 자본시장의 발달로
다수의 채권과 투자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기업의 재무적 위험이 현실화될 경우 시장에 미
칠 파장은 예상을 불허한다. 특히 최근까지 우리나라 금융시장은 대기업집단의 재무상황에
따라 자금시장 및 채권시장의 신용경색으로 국가 경제 전반의 위기를 경험하기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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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위험에 대한 기피현상이 심화되면서 금융 및 자본시장의
양극화를 초래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은 기업의 재무상황을 수시로 모니터링하며 상시적이며 신속한 정보전
달 체계가 갖추어져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낮추기 위해 외적 개입에 의한 구조조정이
필요함을 부각시켰다. 특히 우리나라는 외환위기를 계기로 수많은 부실기업에 대한 구조조
정이 정부 또는 채권단의 주도하에 진행되었다. 가장 일차적인 재무위험은 일시적인 자금
경색으로서 위험에 직면한 기업이 채권금융기관의 자금지원을 통해 재무적 위험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채권단의 주도적인 역할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주도적 역할
을 금융기관에 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채권금융기관을 중심으로 하는 기업구조조정, 즉 워크아웃의 개괄
적인 내용과 체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각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한다. 현재 채권은행을 통한 주채무계열제도와 재무구조개선약정, 일반대기업에 대한 기
업구조조정촉진법 적용, 중소기업의 자율협약 추진 제도가 가진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률적, 제도적 시사점을 도출하도록 한다. 그 다음 단계로 채권채무관계에
서 이루어지는 기업의 구조조정 제도가 향후 시장원리에 기반을 둔 보다 자율적인 기업구
조조정을 촉진하는 환경을 제공하는 제도로서 갖추어야 할 요건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연구를 진행한다.

2. 현행 기업구조조정 제도의 발전 및 구조
1) 채권은행을 통한 기업구조조정 제도의 발전
금융기관 중심의 채권단이 기업의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것은 기업이 계속기업으로서 잠
재적 능력은 있으나 내외적 사정으로 인해 일시적인 위험에 처했을 때 자생적으로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면 외부의 조력으로 기업을 회생시켜야 한다는 관점에서 출발한다. 외환위
기 이후 2001년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제정된 것도 부실기업의 구조조정이 시장의 자율성
에 의해 추진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채권은행의 책임 있는 역할을 제도화함으로써 기업의
회생 및 경제의 위기 극복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기업과 채권금융기관이 구조조정
을 추진함에 있어 법제도상의 제약을 해소하여 주고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정부의 협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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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주었다.48)
채권은행을 통한 기업구조조정 제도는 1990년대를 전후로 한 영국의 대규모 기업부도사
태에서 영란은행(Bank of England)이 개별협상을 통한 원리금상환유예, 이자감면, 만기
연장, 채무조건 완화 등 비공식적인 워크아웃을 통해 많은 기업들이 위기를 극복하게 된
사례와 유사한 형태를 가진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7년 IMF위기로 많은 기업들이 도산에
직면하게 되자 금융감독위원회가 채권은행들을 중심으로 거래기업에 대한 워크아웃을 추
진한 것을 두고 ‘런던식 접근법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외환위기 직후 강도 높은
’
재벌개혁과 더불어 기업 및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이 정부의 주도로 단행되었다. 경제 전반
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는 기업구조조정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방식 대신 채권은행
을 통한 기업구조조정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정책을 마련하였다. 당시 30대 기업집단이
주거래은행과 재무개선약정을 체결하고 스스로 부채를 줄이는 등의 자구노력이 성공하지
못하면 은행대출회수 또는 신규자금 지원 동결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채권-채무관계를 바탕으로 한 구조조정은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 비하
여 실질적으로는 강제성이 약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채권금융기관 간의 합의도
쉽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기업의 약정 이행도 소극적인 경우가 많아 도덕적 해이 현상으로
인한 구조조정이 시의 적절하게 진행되지 못했다.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에
서 제정한 특별법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며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재무구조평가를 받
게 되면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강력한 요구를 받게 되는 강제성을
법제화한 것이다. 다만 기촉법은 한시법의 형태로 제정되었으며 이후 4차례 일몰연장 또는
재제정되어 현재49)에 이르고 있다.

2) 현행 제도에서 채권금융기관의 역할
기업구조조정에서 채권금융기관들은 당해 기업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기업 정상화를
위한 지원을 하게 된다. 이때 채권금융기간협의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효율적이고 원활한
기업구조조정을 위하여 주채권은행을 선정하고 다수의 채권금융기관들이 조직적이고 체
48) 당초 채권단자율협약 형식으로 추진되어왔던 대기업의 구조조정절차 중 채권금융기관 신용공여액 500억 원
이상인 기업의 경우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제정하여 별도로 법제화한 것임.
49) 2014년 1월 1일에 재제정된 현행 기촉법은 한시법으로서 2015년 12월 31일 일몰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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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적인 지원을 하게 되는 구조이다.
따라서 채권은행은 거래하는 기업의 신용위험을 정기적인 평가를 통해 적절한 관리조치
가 필요한지를 결정해야 한다. 신용위험의 평가를 위해 금융감독당국이 제시하는 바에 따
라 수익성, 성장성, 건전성 및 안정성 등의 지표가 포함된 기업신용위험의 상시평가를 실시
함으로서 기업 재무상태를 모니터링하는 것이다. 만일 이 과정에서 기업의 부실징후를 발
견하게 되면 경영정상화를 위한 계획서 등을 개별적으로 또는 주채권은행을 통해 채권단이
기업에 요구할 수 있다. 기업의 자구계획을 통해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협의회 또는 채권금융기관기관 공동관리, 채권은행 공동관리 또는 적정채무수준의 확인50)
과, 채권자구조, 신용공여액 확인을 거쳐 기업 재무의 안정성을 제고하는 방법과 절차를
결정하게 된다.51)
[그림 Ⅲ-1] 기업구조조정 결정과정에서 채권은행의 역할

자료: 김규진 외(2010)
50) 과다채무(총 채무 – 적정채무) 여부를 확인함. 이때 적정채무수준은 일정수준 이상의 재무적 건전성을 유지
하면서 영업활동‧ 자구이행으로 창출되는 현금흐름에 의한 금융비용 부담이 가능한 채무수준(주로 이자보상
배율을 활용하여 산정)을 의미함.
51) 채권자구조의 확인은 조정 가능한 대상채권을 확인하는 것이고, 신용공여액 확인은 적용 가능한 근거 법규와
규정을 통해 확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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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대출을 시행한 모든 채권은행은 ｢은행감독업무시행세칙｣에 근거하여 자율적으로
구축한 상시평가시스템에 따라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기준을 시행하고 있다. 채권은행에서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기업의 신용위험평가는 기업의 산업위험성, 영업위험성, 경영위험
성, 재무위험성 및 현금흐름을 고려한 평가기준을 중심으로 평가항목을 구성한다. 부채비
율과 더불어 유동성지표, 산업특수성 및 영업전망 등 비재무적 요소도 반영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하여 채권은행 내규에 의한 기업신용위험평가절차에 따라52) 심사한다. 이때 부실징
후기업으로 분류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주채권은행을 중심으로 채권금융기관협의회 등을
구성하여 기업의 재무구조조정 절차를 시행하게 된다. 채권은행을 중심으로 한 워크아웃은
주로 기업의 채무부담 완화에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진다.
현재 기업은 금융기관 전체 신용공여액에 따라 주채무계열 지정에 따른 대기업계열과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적용 대상인 일반 대기업, 그리고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적용 대상은
아니나 채권금융기관의 개입이 필요한 중소기업이나 특정 산업의 기업으로 분류되어 재무
건전성 확보를 위한 기업구조조정이 추진되고 있다.
[그림 Ⅲ-2] 채권금융기관을 통한 워크아웃 추진 개요

(1) 주채무계열제도 선정에 의한 대기업그룹 재무구조 모니터링
주채무계열제도는 금융기관 여신이 많거나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대기업집
단에 대해서는 국가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특별 감독체계가 필요하다는 관
점에서 마련된 제도이다. 주채무계열제도는 1997년 외환위기 이전 주거래은행제도에서 발
전된 것이다. 주거래은행제도는 과거 기업의 여신을 통한 위험 추구적 투자를 감시하기
52)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채권금융기관이 부실징후기업으로 판정한 이후부터의 채권관리를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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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여신관리 제도로 출발하여 대기업의 투자행위, 과도한 차입경영, 대기업의 비관련다
각화 등을 규제하겠다는 데에 주목적이 있었다. 현행 주채무계열제도는 은행업 감독규정과
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에 최소한의 규정을 명시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전국은행연합회
의 ‘주채무계열 재무구조 개선 운영 준칙에서
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장은 매년
’
4월 전년 말 현재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신용공여 잔액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되는 대기업계열
을 주채무계열로 선정53)하고 이에 따라 주채권은행이 지정된다.
[그림 Ⅲ-3] 연도별 주채무계열 선정현황

자료: 금감원 보도자료.

이때 주채권은행은 금융기관의 기업정보를 제공받아 여신관리 업무를 통괄54)하게 되며
필요 시 재무구조개선약정55)을 주관하게 된다.56) 주채무계열에 선정된 계열은 재무안정
53) 은행업 감독규정 제79조(주채무계열) ① 감독원장은 전년 말 현재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신용공여 잔액이
전전년 말 현재 금융기관의 전체 신용공여잔액 대비 100,000분의 75 이상인 계열기업군 및 그 소속기업
체를 선정하고 이를 각 금융기관에 통보한다.
54) 은행업 감독규정 제82조(주채권은행의 기능) ① 주채권은행은 담당 주채무계열 또는 그 소속기업체에 관한
여신상황을 포함한 기업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금융기관은 주채권은행을 중심으로 기업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② 주채권은행은 담당 주채무계열 또는 그 소속기업체의 경영이 악화되
어 여신의 부실화가 우려되는 경우 기타 채권은행과 채권은행협의회를 구성하여 처리대책을 수립･추진한다.
③ 주채권은행은 담당 주채무계열 및 그 소속기업체의 경영을 지도하여 재무구조개선을 유도하여야 한다.
55) 은행업 감독규정 시행세칙 제52조(재무구조 개선지도 및 기업정보 관리) ① 주채권은행은 규정 및 이 세
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담당 주채무계열 또는 대상기업체에 관한 여신관리 업무를 통할하며 경영을 지
도하고 자문에 응함으로써 건전경영과 재무구조개선을 적극 유도하여야 한다.
56) 주채무계열에 의한 재무구조개선약정은 이후에 다루게 될 일반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구조조정촉진
법에 근거한 경영정상화 약정과는 다소 차이가 있음. 근거 법제가 다를 뿐만 아니라 체결 주체 측면에서
경영정상화 약정은 대부분 다수의 채권자와 채무기업 간에 체결되는 반면, 재무개선약정은 주채권은행
단독으로 체결된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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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등의 평가를 받게 되는데, 결과에 따라 위험이 감지되는 계열은 재무구조개선약정을
맺고 구조조정절차를 개시한다.57)
재무구조개선약정 체결 대상 기업선정은 각종 재무비율별로 부여된 점수를 합산하면 총
점이 산출되는데, 이때 총점이 각 기업군의 부채비율 구간별로 기준 점수 미만이면 재무구
조개선약정 대상으로 분류되는 절차를 거친다. 최근 STX나 웅진 사태를 계기로 기업 재무
위험에 대한 우려를 반영하여 2014년 주채무계열제도에서 관리대상계열을 신설58)하여 재
무구조개선약정 대상은 아니지만 관리대상으로 선정하여 특별 관리하도록 하였다. 관리대
상계열 또한 신규사업 진출과 해외투자 등의 중요한 영업활동은 주채권은행과 협의하여
결정해야 하며 3년 연속 관리대상계열에 포함되면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체결하고 개선을
받도록 되어있다.
약정을 맺은 기업은 가시적인 효과로 부채비율을 낮추고 재무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경영전략을 세우도록 요구받게 되므로 재무구조개선약정을 맺은 채권금융기관과 기업은
계열사 정리, 자산매각, 자본 확충 등 강도 높은 자구계획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게 된다.59)
약정 체결을 거부하거나 체결된 약정을 이행하지 않은 기업들에 대하여 주채권은행을 비롯
한 채권단은 신규여신 중지 및 만기도래 여신회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개별 대기업 재무구조 모니터링
구조조정 제도의 대표격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은 금융권 신용공
여액이 500억 원 이상인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이는 외환위기 직전 국내 기업 중 재무상
황은 부실징후가 있으나 회생가능성이 있는 대기업을 대상으로, 채무 상환유예, 신규자금
지원 등을 통해 회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였기 때문에 도입된 기준이다.
당시 대기업의 경우 관련 채권금융회사가 수십 개에 달하고 채권의 성격이 이질적임에 따
57) 최근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 신용공여액이 많은 42개 계열을 2014년도 주채무계열로 선정하였다. 선정기준
신용공여액은 전전년 말(΄12년 말) 금융기관 총신용공여액 1,633.4조 원의 0.075%인 1조 2,251억 원이다.
58) 재무구조개선약정 대상 계열을 선정하는 평가에서 기준점수를 상회한다 하더라도 기준점수의 110% 미만인
계열은 ‘관리대상계열’로서 정보제공약정 체결하는 대상으로 선정한다.
59) 은행업 감독규정 시행세칙 제52조(재무구조 개선지도 및 기업정보 관리) ④ 주채권은행이 규정 제82조 제3항에
따라 담당 주채무계열과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체결하는 경우, 동 약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02.4.2.> 1. 주채무계열 전체의 차입금 상환계획을 포함한 부채비율 감축계획에 관한 사항, 2. 주채무계열
전체의 구조조정 계획에 관한 사항, 3.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사항, 4. 주채무계열과 채권은행 간 사전
협의가 필요한 사항, 5. 여신거래와 관련한 주채무계열의 협조사항, 6. 재무구조개선약정 불이행 시 여신회수,
신규여신 취급중지 등 채권은행이 주채무계열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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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기업의 부실 발생 시 금융회사의 이견조정 실패에 따른 구조조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았다. 결국 기업의 부실을 심화시키고 기업가치를 훼손시켜 국가 경제 및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높은 상황이었다. 물론 당시에도 ｢기업구조조정협약(기업구
조조정 촉진을 위한 금융기관 협약)｣에 근거한 워크아웃이 진행될 수 있었지만 일부 채권금
융기관이 무임승차를 통해 이익을 추구하는 등의 문제점으로 인해 워크아웃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채권단 간의 시장규칙을 명확하게 정립할
필요성이 있었으며 구조조정 추진단계의 신속한 처리도 요구되었다. 채권단협의회, 채권
금융기관조정위원회 등 채권금융회사 간의 이해조정제도를 구축할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기업구조조정을 좀 더 법제화된 제도로서 운영할 수 있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제정되었다.
제1차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정은 2001년 9월 15일에 이루어졌고 그 효력을 2005년 12월
31일까지로 제한하고 있어 한시적인 성격의 법제로 출발하였다. 기촉법의 주요 내용은
기업부실 조기발견을 위한 제도 강화, 채권금융기관을 중심으로 한 기업구조조정 추진,
구조조정 기업에 대한 사후관리강화, 도산법에 의한 구조조정 추진 등을 명시하고 원활한
기업구조조정 지원제도를 담고 있었다. 이후 기촉법의 효력이 만료되고 부실기업에 대한
금융채권단의 기업재무구조개선 요구가 어려워짐에 따라 기존의 기촉법을 일부 수정하여
제2차 기촉법을 시행하게 되었다. 그 이후 제3차 기촉법 시행을 거쳐 현행 기촉법에 이르고
있다.60)
[표 Ⅲ-1] 기촉법에 의한 워크아웃이 진행된 업체 추이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60

37

11

12

자료: 금융위원회

현행 기촉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은 채권금융기관이 아닌 채무기업이 신청하여 워크아웃
을 개시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부실징후기업이 워크아웃을 신청하고 주채권은행은 채권금융
기관 공동관리절차를 개시하기 위한 협의회를 소집하거나 채권은행공동관리 절차를 개시하
기 위한 채권은행협의회를 소집하게 된다. 참여 대상 채권자는 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은
60) 제2차 기촉법 시행은 2007년 11월 4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3년의 시한으로, 제3차 기촉법 시행은
2011년 5월 19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2년 7개월의 시한으로 시행되었다. 현행 기촉법은 2014년 1월
1일 재시행되어 2년 시한으로 2015년 12월 31일 일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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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을 위시하여 증권, 보험, 신탁, 신용카드회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금융업을 영위
하는 기관을 망라하게 된다. 대상기업의 효율적인 구조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액채권
금융기관(총 금융기관 채권액의 5% 범위 내)은 참여 대산 채권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워크아웃은 가시적인 효과로 부채비율을 낮추고 재무안정
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경영전략을 세우도록 요구받게 됨에 있어 주채무계열의 재무구조개선
약정과 유사한 부분도 있다. 이에 더하여 주채권은행은 당해 기업과 협의하여 선임한 외부
전문가를 통해 자산과 부채에 대한 실사를 하고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을 평가받게
되어 있다. 또한 대상기업의 사업계획서로 경영정상화 가능성을 평가하게 된다. 주채무계
열의 재무구조개선약정과 유사한 ‘여신거래특별약정’을 체결함으로서 경영개선 자구계획
등을 받게 되어 있으며 이러한 기촉법적용에 불응할 경우 대출 중단 등의 방법을 동원하도
록 기촉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정 부분 강제성을 가진다.
(3) 중소기업 재무안정 및 경영정상화 추진
기업의 부실징후가 관찰되나 주채권은행이 후속조치를 취해야 할 경우, 기업구조조정촉
진법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 신용공여액 500억 원 미만의 기업은 채권은행협약에 따른
경영정상화 작업이 진행된다. 채권은행협약에 의한 경영정상화 작업은 대상 기업의 규모가
다르다는 점과 채권단이 아닌 개별은행과의 협약에 의해서도 진행된다는 점 이외에는 기업
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경영정상화와 유사한 체계를 가지고 추진된다. 다만 채권규모는
작고 이해관계는 복잡한 경우가 많아 중소기업 공동워크아웃이라는 명목으로 추진해야 할
필요성에 의해 보증기관 및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참여하게 되어있다.
(4) 패스트 트랙 프로그램 및 특정 업종별 구조조정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채권은행이 개별적으로 부실징후기업에 대하여 정상화를 추진할
수 있는 ‘사전공동관리절차(pre-workout)’도 있어 중소기업의 신속한 구조조정이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이 특기할 사항이다. 특히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패스트 트랙 프로그램
(Fast-track, FTP)’은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유동성을 지원함으로
써 중소기업의 경영정상화 및 채권은행의 자산 건전성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둔 제도이
다.61)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신용도가 낮고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집중적인 금융지원을 위하여 2008년부터 시행되어 온 것으로 2014년 말까지 한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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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시행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금융지원 FTP는 은행이 평가한 신용등급 7~8등급의 중
소기업을 신용위험평가를 하여 A~D등급으로 분류한 뒤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으로 부실징
후기업이 될 가능성이 큰 기업(B등급)을 대상으로 한다. 채권의 만기연장, 신규자금지원,
출자전환 등을 통해 긴급자금을 지원하게 되는 구조이다. 은행은 통상 1년 단위로 당해
기업의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하고 FTP지원을 지속할 것인지를 판단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
원기간은 연장을 포함하여 전체 3년 이내로 제한되어 있다.
한편, 건설업과 조선업의 경우 부채비율이 타 업종에 비하여 상당히 높기 때문에 부실화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는 시장불안으로 인한 자금경색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것을 고려하여
기업 재무구조조정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채권은행이 건설 및 조선업체에 대한
기업신용위험 상시 평가 시 적용한 채권은행 간 공통의 평가기준을 정하는 것이다. 이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및 채권은행협약에 따른 상시적인 기업구조조정을 효율적으로 추진
하기 위해 장기적 안목에서 성장산업에 대한 부실기준을 달리 적용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
문이다. 상시 평가 시 적용하는 평가기준은 재무위험과 경영위험, 영업위험 등에서 산업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으나 부실징후로 평가결과가 도출되면 기업규모에 따라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또는 채권은행협약에 따라 처리하는 체계는 유사하게 적용된다.62)

3. 현행 기업구조조정 제도에 관한 비판적 검토
1) 현행 제도의 개선 필요성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외 경기의 회복이 지연되면서 국내 주요 기업 및 대기
업의 재무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피할 수 없었다. 더구나 이러한 경제침체가 장기화될 우려
가 높아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현실화됨에 따라 기업부실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보다 체
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대두되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기업구조조정 제도는

61) 이 프로그램을 통해 2008년 시행 이후 2013년까지 총 12,239개의 중소기업에 32.3조 원이 지원되었는데,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까지 상당한 규모의 지원이 이루어졌으나 2010년 경제위기로 인한 영향
이 줄어들면서 중소기업의 지원 또한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하지만 대내외 경제의 불안정과 중소기업 구
조조정의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한시적으로 지원제도를 연장하여 시행하고 있다.
62) 산업별 구조조정 추진체계는 경제상황 및 산업구조의 변화, 산업의 성장성 등 필요에 의해 대주단협약,
대주단협의회, 감독기관의 특례적용 등으로 세부 사항에는 약간씩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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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실을 사전에 방지하는 데에 일차적인 목적이 있기보다는 은행 건전성 유지를 목적으
로 채권은행으로 하여금 기업의 재무상황을 감시하도록 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
서는 그 효용성에 있어 높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63)
특히 채권금융기관 주도의 기업구조조정 절차는 은행업 감독규정에 명시된 주채무계열
에 대한 재무구조개선약정과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워크아웃, 채권금융기관과의 자
율협약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데, 외형상의 ‘자율성’과는 달리 금융관리당국의 개입 가능성
이 크고 형평성과 도덕적 해이 때문에 효율성이 낮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어왔
다. 게다가 상당의 경우 채권금융기관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워크아웃은 기업경영의 전략
과 대치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문제점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주채권은행의 판단이 우선시되
어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당국의 개입이 용이해지는 부작용은 여전히 지적되고 있다.
또한 채무기업 입장에서 볼 때 자율협약의 내용이나 정보공개에 있어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는 것은 많은 위험을 현실화시킨다고 주장한다. 기업이 워크아웃을 개시한다는 것 이외
에는 명확한 정보와 절차가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재무부실에 대한 불안감과 재무구조개선
약정은 곧 파산의 전 단계라는 시그널이 되어 시장에서의 기업에 대한 평가를 왜곡시키게
된다. 현재의 상황을 개선한다는 취지의 재무구조개선약정이나 자율협약의 취지와는 반대
의 시그널을 주게 되면서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이 상승하여 오히려 재무상황 악화를 부추
기는 결과까지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보의 투명성 확보가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지
적이 계속되는 이유이다.
워크아웃 제도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자체가 위헌이라는 점과 파산법의 일종으로서
개별법으로 존재하는 당위성에 대한 논란이 있어왔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금융권으로부터
신규자금을 지원받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기회가 다시 주어진다는 점, 신속하게 재무구조
조정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기업의 대외적인 신용도 하락이 법정관리 등으로
인한 경우보다 정도가 약하다는 점 등에서 기업구조조정 방법의 일환으로 활용할 수 있다.64)
그러나 한계기업의 채권을 소수의 금융기관에서 보유하던 과거와는 달리 채권관계가 매
63) 최근 재무구조 평가 시 취약우려등급이 아닌 정상등급 판정을 받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법정관리를 신
청하거나 약정을 체결하고 자구계획을 충실히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업 부실이 현실화되면서 큰 파
급효과를 가져온 사례가 있다.
64) 이러한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은행과 상의 없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기업에 대하여 기업의 경
영자가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한 도덕적 해이 행위로 간주하여 비판(2013년 웅진그룹 및 (주)동양 관련
사례)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미국 등의 선진국의 경우 이러한 경우의 선택 또한 기업의 지속적인 영업을
위한 경영전략으로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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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복잡해졌으며 NPL시장의 활성화 등으로 채권의 보유자가 금융기관이 아닌 투자자로
전환되는 상황에서 채권금융기관 간 합의를 통한 워크아웃 진행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환경으로 변하였다. 더구나 채권은행 입장에서는 국제회계기준(IFRS)
과 BIS자기자본비율 유지 등과 같은 규제하에서 NPL매각을 통해 무수익자산을 감축할
유인이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채권을 보유하고 기업구조조정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유인은 감소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기업의 자금조달 재원 또한 금융기관으로부터
의 대출시장이 아닌 직접금융시장으로 확대 및 이전되는 등 시장에는 많은 변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현행 채권은행에 의한 구조조정 제도 또한 새로운 모습을 갖추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2) 현행 제도의 문제점
이처럼 기업구조조정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 제도가 가진 문제점들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주채무계열제도를 예로 들면, 채권단 입장에서는 주채무
계열의 재무구조개선약정을 통해 채권을 회수하게 되는 구조에 대해 확신을 갖지 못하여
직접적인 자산매각 등을 통한 담보권 회수에 몰입하려는 유인을 갖게 된다. 또한 채무기업
입장에서도 주채권은행을 위시로 한 채권단의 재무구조개선약정 이행요구에 체계성이나
전문성이 떨어질 경우에 채권은행과의 경영적 판단이 대립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한편 일
반 대기업이나 중견 중소기업의 경우 채권은행의 역할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못하고 경영자
의 의사결정에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있고 정성적 판단을 바탕으로 하여 채무자에 대한 지
나친 배려를 함으로써 오히려 도덕적 해이가 빈번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처럼 현재의 기업
구조조정 제도는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의 입장에서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채권금융기관을 통한 워크아웃 방법이 기업의 정상화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판단하에 기업 스스로가 법정관리를 선택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 만큼 시장의 자율적인
기업구조조정 제도를 정립하기 위해서는 관련 제도의 정비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 외에도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을 개선해야 법원외 구조조정 제도로서 채권단 주도 기업구조조정
제도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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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조조정 대상기업 선정 기준 문제
기업구조조정 대상을 선정함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논란은 채무불이행이 현실화되지 않
은 상황에서 부실 위험의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이 명확한가에 대한 것이다. 부실징후를
판단하는 기준 자체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아직 현실화되지 않은 위험으로 인해 정상적인
영업활동 중인 기업에 제약을 주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관점에서 간과할 수 없는 문제
점이긴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 또한 쉽지 않다.
또한 주채무계열에 대해서는 계열사 간 도산위험을 공유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대기업집
단 전체를 기업구조조정 대상으로 취급하는 것은 계열사 간 상호지급보증이 전면적으로
금지된 현실과 동떨어진 제도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과거 대기업집단 내 계열사 간
자본 및 재무상 연계성은 급속히 축소되었으며 최근에는 계열사의 독립적인 책임경영체제
가 강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열사들이 도산위험을 공유할 것으로 보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이 사실이다. 또한 계열사 간 지급보증을 통한 신규여신이 불가능하게 되며 기존
계열사 간 채무보증을 모두 해소해야 하는 부담이 있어 정상적인 계열사에게 부담이 확산
되는 결정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주채무계열에 의한 대기업계
열의 기업구조조정 판단은 계열의 재무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할 뿐더러 오히려 부작
용을 확산시키게 될 뿐이다.
전술한 상황은 과도한 구조조정이 문제가 되는 경우라면 이와는 반대로 강력한 구조조정
또는 기업의 퇴출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부실이 현실화되는 시점만 연기시키게 되는 경우
도 생긴다. 채권단의 구조조정은 그 목적이 채권 및 이자 회수에 있으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부실기업의 청산보다는 자금지원을 통해 일시적으로라도 계속 기업 가치를 높여 채권회수
율을 높이는 것이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기업의 지속가능성이 상당히
낮은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기업으로 남겨두기 위한 구조조정을 추진하려는 유인이
있는데, 이는 결국 경제 전체에서 보면 좀비기업을 양산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더구나 채권단의 입장에서 볼 때 금융권 여신규모만을 대상으로 선정하게 되는 현행 제
도에서는 재무구조가 부실한 기업이라도 은행권의 신용 공여가 낮은 상황에서는 채권단이
재무구조조정을 추진할 수 없는 경우 이를 대신할 만한 제도가 부재하다는 문제점 또한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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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해상충 조정 방법 부재
채권단의 권한과 기업 경영진과의 의견 차이로 마찰을 빚는 경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명시적인 방안이 없다는 문제점도 있다. 현행 채권금융기관 중심의 기업구조조정 제도는
자율적인 성격을 지향하는 일반적인 의미의 워크아웃제도와는 달리 강제성을 띄며 그 주도
권이 일방에 주어져 있다는 점에서 자율성이 보장되기 어렵다.65) 예를 들어 구조조정의
주도권을 가진 채권은행이 기업의 지속적 경쟁력을 저해하면서도 채무변제에 우선을 둔
의사결정을 하는 등 기업의 경영적 판단과는 다른 방향으로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점이 지적된다. 반대로 일반 대기업(기촉법 적용 대상)이
나 여신규모 500억 원 이하의 기업에 대해서는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채권금융기관의 역할
이 상대적으로 약한 점이 구조조정의 효과를 반감시키는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이 채무자인 경우 사회적으로 채무면제를 통한 구조조정을 당연시하는 경우도 있
으며 채권자가 개인이 많고 채권액도 소규모인 경우가 많아 대부분 채권단에 매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한다. 이런 상황에서는 채권은행에 상대적으로 불리한 구조조정이 진행될 수
있다는 점에서 채권은행이 문제를 제기한다.
주채무계열에서는 재무구조개선약정에서 부채비율을 200% 이하로 감축하는 계획과 계
열 전체의 구조조정, 기업 지배구조개선 계획 등 강도 높은 자구계획을 포함하므로 경영간
섭으로 평가될 소지가 상당하다. 반면에 기업은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 채권금융기관이 요
구하는 재무구조개선 방안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경우 채권자와 채무자가
팽팽히 대립하기도 한다.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등의 경영적 판단의 고유영역을 채권은행
에서 간여하게 되는 것은 재산권에 대한 지나친 침해라는 입장과 기업의 영속가치를 높이
고 채무부실의 방지를 위한 선택일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 대치하게 되는 것이다. 현행 제도
하에서는 이러한 일방적인 의사결정이나 이해당사자들 간의 의견이 불일치하는 경우 구체
적인 대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구조조정 진행에 장애가 되고 있다.
특히 워크아웃의 주체가 채권금융기관이기 때문에 재무위험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은 채
권의 정상적인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것을 의미한다. 더구나 채권단 입장에서는 계속 기업
가치를 높인다 하더라도 추가적 보상은 없이 원금과 이자를 회수하기만 하면 되므로 장기

65) 2008년 법정관리를 개시하여 최근 졸업한 S건설의 경우 기업의 자발적인 재무구조조정 의사에 의해 기
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워크아웃을 주채권은행에 제의하였으나 당시 신청 주체인 채권은행이 이를 거
부함에 따라 법정관리를 선택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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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안목에서의 투자보다는 채권의 부실화만 막는 데에 급급한 의사결정을 하게 될 유인이
있다. 실제로 주채권은행은 기업 경영에 지나치게 간섭하게 되며 장기적 안목의 의사결정
이 채권회수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업의 판단에 제약을 주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채권자 중심의 기업구조조정의 특성상 기업의 궁극적인 회생보다는 부실채권 축소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영업상 가치가 높은 자산을 매각하는 등의 기업이윤과 반하는 의사결
정을 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된다. 실제로 채권단 주도의 이러한 재무구조개선 제도가
주채권은행과 구조조정 대상기업 간의 의견 차이를 악화시켜 기업구조조정 추진에 차질을
빚은 사례가 발생하였다.66)
특히 금융기관이 기업의 구조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채권회수의
정상화이다. 기업의 지속성이나 영업활동의 정상화보다는 채권회수에 주력한 결과로 워크
아웃이 시행된 7개의 건설사의 경우 부채규모의 감소뿐만 아니라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상
당히 악화된 것이 알려졌다. 이는 채권단의 채권회수를 위한 기업의 핵심자산 할인매각이
무리하게 추진되면서 기업의 영업활동까지 위축시킨 결과로 평가되기도 한다. 기업구조조
정의 원래 목적이 퇴색된 경우라는 지적을 받았다.
[그림 Ⅲ-4] 워크아웃 시행 7개 건설사 부채 및 매출 변동

자료: KIS_value 개별 기업 재무제표

기업 입장에서는 생산 활동에 핵심적인 자산을 매각하거나 경영상의 전략이 아닌 단순한
비용 절감을 위한 인력 감축 등은 기업의 수익이나 매출 감소의 결정적인 원인이 되어 채무기
업의 이익에 반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러한 여러 가지 한계점으로 인해 실제로 은행권
을 중심으로 한 기업구조조정은 부채비율 하락 외에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 힘든 상황이다.
66) 2010년 H그룹은 주채권은행과의 재무구조개선약정 체결에 있어 의견 대립을 극복하지 못하여 시장성차입을
통해 자금을 확보한 뒤 채무관계를 청산하고 주채무계열에서 벗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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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주채권은행의 경우 기업의 유동성 위기가 현실화될 경우 금융기관의 건전성에
타격을 주게 되므로 구조조정에 대한 지원보다는 당해 기관의 대출 회수 및 신용공여 축소
에 목적을 둘 가능성이 있다. 채권금융기관 주도의 구조조정은 이해당사자 간 형평성이
유지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협조체제를 유지할 유인이 없으며, 주채권은행의 형평성을
감시할 만한 통제장치도 없다는 문제점이 지적된다.
(3) 관치금융 가능성
정부주도로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채권은행을 통한 현행 워크아웃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
으로 지적되는 것이 관치금융의 폐해이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의의는 채권금융기관과
채무기업 간의 자율적인 협약을 촉진하기 위해 이를 법제화한 것에 있다. 즉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은 국가경제 전체의 구조조정 및 위기 대처를 위한 방안으로서 보다 효율적으로 구
조조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자율성에 강제성을 부여한 것’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시장의 자율적인 구조조정체계를 특별한 국가적 요구에 의해 관계당국이
금융기관의 감시체계를 강화하는 것으로서 관치금융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게다가
기업의 구조조정에 대한 채권금융기관의 행동을 금융감독당국이 규율하고 있으며 부실판
단여부에 금융당국이 관여할 소지가 크고 채권단의 재산권 행사를 제약하고 있다는 결정적
인 단점을 극복하지 않으면 자율적인 구조조정이라는 당위성이 훼손된다.67) 채권자와 채
무자 간의 자율적인 협의에 의한 구조조정이 아닌 금융당국의 감독권을 채권은행에 위임하
는 성격을 가지고 감독당국의 비명문화된 간섭이 가능하게 되므로 전형적인 관치금융이라
는 지적이다.68)
(4) 현실화되지 않는 위험으로 인한 시장교란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재무적 건전성을 제고시킨다는 목적으로 진행되지만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시장에는 기업 부실의 ‘위험신호로
’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다.69)앞
에서도 지적하였듯이 주채무계열 내에서 부실위험을 낮추기 위한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체
67) 주채무계열은 기업군의 신용공여액을 기준으로 금융위원회가 선정하여 금융기관에 통보함으로써 주채권
은행이 감독의 의무를 지니는 구조임.
68) 자율협약은 실질적으로는 금융감독당국의 정책적 개입을 수반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음. 실제로 금융감독당
국의 개입이 공식적으로 가능하게끔 2008년 금융감독원은 기업재무개선지원단을 출범시킨 사례가 있음.
69) 재무구조약정은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워크아웃에 준하는 기업재무의 위험신호로 인식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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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하도록 하는 제도처럼 현행 기업구조조정 제도는 미실현된 위험을 시장에 알리는 시그널
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주채무계열의 경우 구조조정에 대한 정보가 전혀 공개
되지 않고 있다. 금융당국은 외형상으로 주채무계열을 선정하는 데 그치며 주채권은행의
주도하에 재무구조 평가와 약정의 채결 및 이행점검 등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주채권은행의 주도로 이루어지는 특정 계열의 약정 체결 사실 및 약정의 내
용, 이행 내역 등을 전혀 공개하지 않는다. 물론 주채권은행과 채무기업 간 약정 체결 관련
정보는 해당계열에 있어 중요한 전략을 담고 있기 마련이나 지나친 정보의 제약으로 인한
정보의 비대칭성은 시장에서의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이처럼 부정확한 정보의 흐름이나 지나치게 폐쇄적인 구조조정 절차와 진행은 오히려
재무적 위험이 현실화될 가능성을 높이는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서
주채무계열의 선정 또는 재무구조개선약정 체결 소문은 그룹 소속 계열사의 신용등급을
하락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자금조달 비용을 상승시킨다.70) 한 기업이 개별 금융기
관과의 자율협약이 비공식적 루트로 전해지게 되면 그 기업에 채권을 가지고 있는 금융기
관이나 채권자에게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어 채권회수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 아직
실현되지 않는 위험요소들을 제거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구조조정으로 인해 오히려 기업의
부실을 촉진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결과는 선제적 기업구조조정의 가장 큰 부작용이
라 할 수 있다.
(5) 금융당국 및 금융기관의 전문성 결여
기업구조조정의 성공에 있어 핵심적인 요소는 일시적 위험에 있는 기업을 선별하고 적기
에 지원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재확보하는 것이라고 할 때 구조조정의 경험과 노하우가 충
분한 인력의 개발과 이를 위한 조직 운영 시스템이 이를 뒷받침해주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구조조정에 있어 길지 않은 역사를 가진 국내에서는 금융기관이 기업구조조
정을 주도하기에는 전문적 지식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더구나 기업이 직면한 경영적 상황
과 시장 및 산업 현황, 전망 등에 대한 전문적 판단은 금융기관보다 기업경영 쪽의 판단이
더 정확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채권단 중심의 의사결정 및 계획안 추진을 강제하면 효과
적인 구조조정이 힘들다71)는 지적이 있다. 또한 기업구조조정의 경험과 노하우가 부족한
70) 최두열(2010)
71) 실제로 2013년 인천 소재의 중소기업 A사는 일시적인 유동성을 겪으면서도 기업의 사업전망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자 채권은행에서 워크아웃을 주관해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고 채권회수 조치된 경우가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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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서는 선제적인 전략 및 판단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없다는 한계점이 있다. 이는
기업의 특성이나 영위 업종에 따른 경영상 판단에서 은행 신용공여가 높은 예외적인 경우
에도 일률적인 판단기준에 따라 채권단의 재무구조개선약정을 강요받게 되는 문제점으로
이어지게 된다. 결국 채권은행의 간섭은 기업의 경쟁력이 하락하고 경영권 약화 또는 기업
의 지속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4. 채권은행을 통한 구조조정 제도의 바람직한 방향
1) 법정외 구조조정 제도로서의 통합적 체계 정립
현행 구조조정 제도는 대상기업의 규모에 따라 다른 트랙으로 추진되는 체계를 가지고
있다. 대기업에 적용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과는 별도로 대기업집단 관련 ‘주채무계열
재무구조 개선운영 준칙’은 은행연합회에서 은행 간 협의에 의해 결정된다. 중소기업 관련
의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과 ‘패스트 트랙 프로그램 공동운영 지침’ 및 건설사 관련 ‘대
주단협의회 운영협약’ 등은 근거 법제는 갖추어져 있지 않고 각각의 규정 및 준칙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제도들은 거의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이
한 체계와 원칙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해석이나 제도의 적용에 있어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
다. 예를 들어 주채무계열 재무구조개선약정이나 기촉법에서는 재무건정성 제고에 우선순
위를 두고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반면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에서는 주로 채무면제 위주의
채무부담경감을 주요 수단으로 삼고 있다. 하지만 이 두 경우 모두 자율협약에 근거하며
법률적 근거는 명확치 않은 상황이어서 시행건별 일관성이 없고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많은 논란을 야기한다. 법제적 뒷받침이 튼튼하지 않은 상황에서 채권은행의 자의
적 판단과 기업의 불확실성은 구조조정의 효율성을 반감시킬 뿐 아니라 법정외 구조조정에
대한 신뢰기반을 약하게 한다. 관련 시장의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법정외 구조조정 제도로서 채권금융기관에 의한
기업구조조정 제도가 통합적으로 정립될 필요가 있다. 기업구조조정 절차 중 최소한의 법
률적 근거를 갖춘 것은 기촉법에 의한 워크아웃인데 다른 구조조정 제도와의 유사성이 있으
므로 이를 활용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기촉법의 원 취지와 부합하면서 기업의 규모에
상관없이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체계를 정립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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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조조정 추진을 위한 중립적 주체 도입
복잡한 채무관계에 있을수록 구조조정 과정에서 심각한 이해관계 충돌의 문제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에 비해 채권자 간 의견을 조정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은 없는 상황이다.
대신 채권자와 채무자 간 합의에 의한 구조조정이라 할지라도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
는 이해관계의 대립을 중재할 수 있는 중립적 주체의 선정을 고려해 볼 수 있다.72)
외국에서도 만일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 전원의 동의를 전제로 하지 않고 다수결의 원리
등을 통해 조정하게 되는 경우 선진국에서는 중립적이고 공정한 제3의 조정기구에 의한
적법절차를 보장받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프랑스에서는 법원에 의해 선임된 특별관리
인이, 영국의 경우는 이해관계자가 선임한 관리인이, 미국의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은 채무
기업의 기존 경영자가 자율적으로 회생계획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때 회생계획안의 확정
변경, 폐기 등과 관련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채권자와 채무기업 간에 기업구조조정의 궁극적인 목표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
로 인해 기업구조조정에 있어 의견이나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것 또한 당연한 것이다. 기업
구조조정을 추진함에 있어 이러한 이견을 조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나 수단이 마련
되어야만 법정외 이해관계자들에 의한 신속한 조치가 효과를 발할 수 있다.

3) 채권 및 채무 구조의 변화를 반영한 제도개선73)
(1) 대상기업 선정 시 평가기준 개선
워크아웃의 성공여부는 기업의 계속가치와 청산가치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에서 결정 난
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효율적인 지원과 현실적인 정리과정에서 부수적인 비용과 손실
을 줄이기 위해서도 워크아웃 초기에 지원할 가치가 높은 기업을 선별하는 데에 있어 신중
해야 한다. 일시적 지원을 통해 영업활동이 지속적으로 가능하도록 구조조정이 필요한 기
업과 과감한 정리와 퇴출을 통해 사회적 비용을 줄여야 하는 기업을 정확히 판단해야 한다.
72) 과거에도 기촉법에서 자금관리인제도를 도입하였으나 2011년 재시행 결정 시 개정을 통해 폐지한 바 있음.
자금관리인제도는 본 논의에서 주장하는 중립적 주체로서의 역할보다는 기존 경영권에 대한 제한 성격이
강하다는 면에서 차이가 있음.
73) 본 논점은 현행 기촉법의 문제점에서 지적될 수 있는 것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기업구조조정에서의 법제적
문제점을 다룬 이전 장에서 보다 자세히 논의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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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으로 전문성이 결여된 금융기관에서 이를 평가한다거나 편향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관에서 평가를 하게 되면 구조조정 대상기업 선정단계에서 이미 실패 가능성이 높
아지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가장 먼저 워크아웃 대상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이해당사자인
주채권은행에 일임하여 적격업체를 선정하기보다는 독립적인 기관에서 객관적인 평가를
수행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워크아웃 실사법인과 조사위원의 조사결과
및 평가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모니터링과 페널티제도 등을 도입하는 것도 고려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기업집단 또는 기업의 재무적 안정성을 평가함에 있어 부채비율뿐만 아니라
기업이 처한 시장과 산업의 환경을 모두 고려하는 기준이 필요하다. 부채비율만을 고려하
게 되면 개별 기업이 처한 산업이나 시장의 상황이 정확하게 반영되기 어렵다. 결국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지기 어렵고 구조조정 대상기업 선정 결과를 상당히 왜곡시키게 된다. 모든
산업과 모든 기업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부채비율에 따른 기준은 산업의 특성을 반영할
수 없다는 결정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러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부채비율을 대신할
만한 적절한 지표가 없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해결방법이 없을 수 있겠지만 부채비율만을
기준으로 삼는 현 기준을 유지할 당위성이 되지도 못한다. 주관적인 판단에 지나치게 의존
하는 것은 또 다른 부작용을 수반할 수 있겠으나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평가기관의 정성적인 판단의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다. 또한 부채비율의 적용에 있어
서도 산업의 평균이나 추이 등을 고려한 기준을 별도로 적용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적될 수 있는 것은 부실기업의 퇴출 또한 기업구조조정 제도의 성패를 가
름한다는 점이다. 기업의 부실이 심각하여 퇴출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파급효과에서 부
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효율적으로 퇴출절차에 들어가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
이다.74) 기업파산에 따른 정리절차가 체계적이면서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식으로
마련되지 못하면 좀비기업이 양산될 수밖에 없다.75)

74) 기업파산에 따라 무조건적 채권 추심이 이루어지던지 경영자에 대한 문책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우,
정치적 고려사항 등으로 인하여 퇴출이 바람직한 부실기업에게 연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경우 등은
지양되어야 함.
75) 기업의 구조조정은 인력감축 또는 해고로 인한 사회적 파장이 큰 사안이 된다는 점에서 지역경제를 고려
하여 이를 일부러 지연하는 사례 등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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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채권자의 범위 확대 및 투명한 정보제공으로 구조조정의 효율성 제고
한편 기촉법은 금융 채권자의 개별의사에 상관없이 채권단 협의회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협의회가 채권재조정 또는 신규신용공여를 의결하면 매수청구권을 청구하지 않는
한 이에 반대하는 채권자도 따르도록 하고 있어 재산권 행사를 제한한다는 위헌 논란이
있기도 하다. 그러나 이는 이미 반대채권자의 수청부권이 보장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낮다. 채권단의 다수(75%)의 협의가 이루어지면 구조조정을
추진할 수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만장일치(100%)의 합의를 요구하게 된다면 소수채권금융
기관만 반대해도 구조조정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도 구조조정
시기를 놓치게 되는 사례가 발생할 것이다.76) 물론 소수의 금융기관이 기업의 채권자로서
한정되어 있었던 과거와는 달리 현재는 금융기관 이외의 이해관계가 있는 소수의 채권자
등이 있을 수 있는데도 기촉법에 따른 구조조정 진행과정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간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오히려 일부채권자들의 무임승차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에 대한
해결책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특히 가입의무화 적용을 받지 않는 타 금융기관과의 형평성
문제도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기촉법은 해외채권자가 많은 경우에 특히 효율성에 한계가
지적된다.77) 기촉법에서는 외국 채권금융기관, 상거래 채권자, 개인채권자 등이 제외되므
로 형평성 문제가 끊임없이 지적되어 왔다. 기업구조조정이라는 특수상황에서 채권자의
국적에 따른 차별은 부당하며 구조조정의 효율적인 시행에 장애가 될 수 있다. 모든 채권자
들이 구속받지 않는 상황에서는 속도와 효율성이 균형을 이룰 수 없으며 다수의 해외 채권
금융기관들이 워크아웃에 동의하지 않아 부결되는 경우가 발생한 사례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가장 먼저 기촉법 적용을 통해 기업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는 경
우 대상이 되는 채권자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국내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사실상
전체 금융기관을 적용 대상으로 해야 한다. 왜냐하면 외국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
76) 최근 STX의 경우 사채권자들로 인하여 구조조정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으며 쌍용건설의 경우에는 군인
공제회가 워크아웃 중단의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가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77) SK글로벌의 경우 2003년 주거래은행인 하나은행에서 채권단에게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적용통지를 하였고
채무동결요청이 통과되었음. 이후 채권단의 실사 결과 총 채무 52억 달러 중 기촉법 적용 대상 채권자(한국
금융기관의 해외지점 포함)는 44억 달러였으며 8.3억 달러가 비적용 채권자(외국은행의 서울지점 포함)였음.
이때 국내채권자들과 해외 채권자들 간의 의견조정이 지연되었으며 구조조정을 추진하기 위한 회생계획
에 대해 해외채권자들에게는 할인상환을 제안하였음. 이의 결과로 구조조정 추진 기간이 지연되었을 뿐만
아니라 채권자의 국적에 따라 상이한 회수율로 상환 받는 비합리적인 상황이 초래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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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금융거래를 한 채권자(사채권자 등)는 현행 기촉법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국내
금융 채권자들의 출혈로 외국 금융기관 또는 사채권자들의 채무를 갚아주는 문제가 발생하
여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직접금융시장이 발달된 최근상황에서 구조조정대상 채권
의 범위까지 현실에 비해 지나치게 제한적이게 되면 기촉법의 원래 취지를 달성하는 데에
무리가 따른다. 회생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에서 영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상거래 채권자가
권리를 제한 받아서는 안 된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있으므로 이는 그대로 두되 채권자의
명의에 불문하여 금융거래에서 발생한 모든 채권을 고려하여 기업의 구조조정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따라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채권금융기관의 범위에 외국
금융기관을 포함하여 적용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대상기업 선정과 구조조정 추진에 있어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주채무계열의 선
정과 운용방법, 기촉법이 가지는 강제성은 금융당국의 개입이 완전히 차단될 수 없는 필연
적 성격을 가지게 된다. 결국 관치금융의 역효과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더구나 이러한 강제적 규율은 경제주체의 행위를 제약하고 명령지시적인 규제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금융당국의 규제를 받는 규제회피 및 도덕적
해이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된다. 이러한 이유로 해외 주요국에서는 금융기관에 의한 구조
조정은 기업과의 자율적인 협약에 전적으로 일임하는 대신 워크아웃과 관련하여 객관적인
심의절차 및 검토기구 등 명시적인 절차 또는 기구를 도입하고 있다. 국내의 구조조정 제도
에서도 이를 벤치마킹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해관계자의 정성적 판단이나 관치금융에서
오는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불특정 다수의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의 경우 수시공시와
정기보고서 등을 통해 주요 정보를 제공하는 기준을 법에 명기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또는 부정확한 정보로 인한 시장교란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금융
기관에 의한 평가 기준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기업의 경영상 비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이외에는 채권자와 투자자가 기업의 상황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정보
가 공식적으로 발표는 통로가 마련되어야 한다.

4) 채권 유동화 시장 활성화
보다 궁극적인 해결방법으로는 구조조정 참여자의 이해관계가 유사한 방향을 취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다. 예시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최근 시범적으로 도입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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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되고 있는 NPL 시장과 Bad bank의 설립을 고려하는 것이다.
기업구조조정을 결정함에 있어 가장 먼저 채권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채권을 부실화시키
지 않고 회수해야 하는 목적이 있으므로 경쟁력 없는 기업을 함부로 포기하기 어려우며,
높은 위험을 감수하고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에도 대단한 용기가 필요하다. 이 때문에 기업
회생을 위한 금융권의 지원은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한계를 가지게 된다. 이러한 관점
에서 은행은 부실채권을 처리할 수 있는 시장의 발달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 NPL 위주의 유동화 시장 등 전문시장 활성화를 벤치마킹하는 것이 하나의 방안
으로 고려할 만하다. 기존 몇몇 기업구조조정 사례에서 이러한 유동화 시장을 활용한 성공
사례도 있었다.78)
[그림 Ⅲ-5] 기업재무구조조정을 위한 재무안정 PEF의 활용 사례

NPL 시장을 활성화하는 것은 전문투자자에 의한 매매 시장을 활성화하는 것을 의미한
다. 채권 매집을 통해 이해관계가 단순화될 수 있으며 수익률에 근거한 합리적인 의사결정
이 이뤄지는 마켓이 형성되므로 효과적인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는 최근 공적 보증기
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회생채권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NPL 매각이나 손실
현실화에 대한 두려움과 제약 때문에 기업 회생을 위한 골든타임을 흘려보내는 경우가 발
생할 수 있다. 시중 은행과 공기금 등이 NPL 시장에 참여토록 하여 보다 효율적인 시장체
제를 구축하고 국내에서 PEF나 NPL 시장이 발달하게 되면 채권의 유동화가 가능하기 때
문에 자발적 구조조정 또한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자본시장 내에서 M&A를 활성화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사회적 비용을 줄일
78) 2010년 말 국내은행의 부동산 PF 대출의 부실채권이 증가하게 되자 PF 사업장의 구조조정 및 신규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장 운영 주체로 PEF-SPV 설립을 추진하였음. 전문 기관의 구조조정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한 업무진행의 전문성과 신규지원 여신이 가능한 장점으로 은행이 LP로 참여하면서 상당수의 PF 사업장
을 정상화하는 데 성공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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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을 것이다. 수익의 증감과 사업전략의 변화에 따라 유연한 M&A가 가능해야 기업의
전략적 선택으로 인한 수익성 개선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또한 이러한 시장의 필수요소인
자금조달을 위해서는 PEF의 활동 폭을 넓혀 줄 필요가 있으며 특히 바이아웃펀드의 기능
에 힘을 실어줌으로서 다양한 기업구조조정 전략에 자본 공급이 원활하게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현재 UAMCO와 우리F&I에서 과점하고 있는 NPL 시장도 효율성을 높이고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NPL 거래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 상
황이다.79)
또한 이러한 전문시장의 발달은 그 전 단계인 워크아웃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 있어 채권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기업의 잠재적 가치, 지속적 가치를 제고하는 전략을 고려하도록 유
인할 수 있다. 채권은행의 기업구조조정 참여 조건으로서 구조조정 이후 개선된 재무구조
와 경쟁력을 바탕으로 한 기업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성과를 분배하는 장치로 작용할 것이
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시장의 발달은 다음과 같은 효과를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
(1) 워크아웃 근본 목적에 부합
우리나라의 채권단 중심의 시장구조조정 제도는 채권단을 중심으로 기업의 부실화를 선
제적으로 방어한다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러나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채권금융
기관의 출자전환을 통한 주식취득 등은 기업 경영이 그 목표가 아니다. 오히려 적당한 시기
에 주식을 처분함으로써 사실상의 채권을 회수하는 것이 목표이다. 즉, 채권금융기관은
조속히 기업을 정상화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을 선호하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채권은행의 속성을 간과하고 채권은행의 역할이 지나치게 부각되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의 기업의 영속성과는 무관하게 채권은행의 손실 최소화에 치우쳐서 구조조정이 진행될
유인이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은 기존의 경영진이나 대주주가 채권은행에 기업 경영 인센
티브로서 스톡옵션이나 우선매수권(Buy-back option)을 부여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기업이 자구계획을 충실히 실행한다는 것을 전제로 채권금융기관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79) 최근 부실채권 시장을 보면 은행의 NPL 매각에서 정상채권 가격에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임. 시장의
유동성은 과잉인 상황에서 은행금리가 연 2%대로 떨어지면서 투자자본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부실채권시장으로 유입되기 때문인데 이러한 과정에서 관련 시장의 발달을 기대하고 있음. 이를
기업구조조정 측면에서 보면 채권자가 채권금융기관에서 투자자로 이전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채권
금융기관에 의한 기업구조조정 제도에서 채권자는 기업의 구조조정에 유인을 가지며 채무자는 신규자금
조달이나 채무부담을 줄이면서 기업의 지속성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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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경영정상화라는 궁극적 목적을 달성할 유인을 제공하는 것이다. 앞에서 기술한 채
권금융기관의 자율적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구조조정 전문시장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같은
해결책으로 제시될 수 있겠다.
한편 채권단의 협조체제를 기반으로 주채권은행이 구조조정을 주도하고 있음에도 불구
하고 주채권은행은 본 은행의 채권상환을 우선시하게 되는 유인이 있고 또한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부재한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이는 주채권은행이
아닌 별도의 주관 조직을 구성하는 방법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2) 채무기업의 적극적 참여 유도
채권자의 경우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말미암아 Agency cost가 매우 크다. 반면 채무기업
은 경영의 지속을 위해 기업의 위험 상황을 알릴 유인이 없기 때문에 시간의 지체에 따라
위험규모가 증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채무자가 구조조정을 적극적으로 신
청하도록 유도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한데 이러한 역할을 채권은행과의 구조조정이 담당해
야 하는 것이다. 경영진의 경영권을 보장하고 대주주의 주식 또한 매각하지 않는 상황에서
구조조정이 진행될 수 있어야 하며 신규자금을 조달받아 지속적인 영업활동이 가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구조조정 제도의 필요성이 분명하다. 물론 앞에서 지적한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판단에 의한 경영자의 자질 평가가 우선시되어야
하며 기업의 적극적인 자구노력에 대한 지원이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부실기업 경영자에 대한 새로운 인식도 구조조정 활성화에 필요하다. 물론 기업
내부와 외부의 정보 비대칭성으로 인해 기업의 재무 상황에 대한 판단이 외부에서는 정확
성을 잃기 쉬운 상황에서 기업의 부실은 경영자의 일차적인 책임이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
은 부실기업의 경영주가 책임과 의무에 충실하지 않았을 때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경영활동
을 통한 기업 경쟁력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경영주라 하더라도 직면할 수 있는 문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실기업으로 일단 판명을 받게 되면 ‘실패한 경영자’ 또는 ‘부도덕한
지배주주’라는 오명을 받아 경영권을 회복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업을 설립하
여 성공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지는 사회적 인식이 기업구조조정을 두렵게 하는 이유가
된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나 인식의 전환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경영자의 사전적 구조조
정에 대한 협조는 회의적일 수밖에 없다. 경영자가 경영권의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
면 워크아웃보다는 회생절차 등의 법원 주도의 구조조정 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는데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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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워크아웃과 달리 신규자금 지원이 어려워 경영정상화는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이는 곧
개인채권자 및 상거래 채권자의 손실로 확대되면서 사회 경제적 문제로 확산되기 때문에
사회적 비용과 심각한 부작용이 파급되어 나타나게 된다. 기업이 부실화되는 원인을 회사
의 지배주주 및 경영진에게만 전가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개선해야 자발적 구조조정이 활성
화될 것이다.
(3) 전문 기관 및 전문 인력의 축적
채권을 매집하여 적절한 수준의 채무조정으로 회생에 필요한 시간과 자금여력을 확보하
는 데에는 노하우가 필요하며 많은 이해관계의 조율이 필요하다. 한편으로는 이러한 노하
우를 집약적으로 습득할 수 있는 기관이 구조조정 전문 기관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업무의 일환으로서 부실채권을 제어하고 기업구조조정까지 관여하는 것은 전문성에
서 많은 한계점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 이와 더불어 순환보직을 통한 업무의 단절은 전문
인력과 전문 조직의 발달을 저해할 수밖에 없다. 구조조정 전문 기관을 육성하는 것은 기업
구조조정 전문 인력을 육성하는 것과 동반되어야 근본적인 해결책이 거론될 수 있다. 현재
까지 채권금융기관을 통한 구조조정에 있어서 복잡한 채권채무관계를 분석하고 처리할 수
있는 전문가 인력의 부족으로 절차 이행 및 감독 및 시행에 한계를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조조정 전문기구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제도는 거의 부재한
상황이며 자본시장법에서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만 구조조정 전문기구는 유암코(UAMCO)
외에는 전무한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첫 단계로 전문 경영인을 통한 사업부 구조조정과 영업 활성화 투자
유치 및 신규 지원 등의 자본 확보 방안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기업 정상화 이후 지분매각
으로 exit(수익실현 후 퇴장)하는 마켓을 열어줌으로써 시장을 보다 활성화시키고 시장 내
에서의 전문 인력의 활동을 촉진하는 효과도 누릴 수 있다. 단기적 수익보다는 기업의 구
조조정을 통해 수익을 실현하는 중장기 관점의 구조조정 전문 기관 육성과 구조조정 전문
인력의 양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워크아웃 실사법인과 조사위원의 조사결과 및 평가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모니터링과 페널티제도 등을 도입하는 것도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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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결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세계경제의 침체가 국내 경제의 활성화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축
시키는 가운데 장기적 관점의 기업구조조정의 필요성이 더더욱 높아지고 있다. 특히 경제
의 유동성이 부족하고 경제회복을 견인할 수 있는 뚜렷한 성장동력이 부재한 상황이다.
더구나 저성장기와 경기침체기가 길어지면서 기업이 일시적 자금경색 등의 유동성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경쟁력 있는 정상기업까지도 도산할 위험에서 안전하지 않
다는 것이 최근 국내외 기업경제에 대한 평가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적절한 시기의 기업구
조조정과 재무조정, 유동성 지원 등의 작업이 준비되어 있어야 하며 이를 목적으로 하는
것 중 하나가 채권금융기관을 통한 기업구조조정 제도라 할 수 있다.
현재 국내 기업에 대한 기업구조조정 제도는 기업 규모별, 주관주체별로 여러 가지 단계
와 측면에서 추진되고 있으나 각각의 제도에 대해 개선요구가 높을 뿐만 아니라 제도의
적용에서 일관성과 명시성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채권관계를 중심으로 한 기업의 자율적
구조조정 제도는 이해당사자들의 입장차가 상당히 상이하기 때문에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들이 고민되어야 한다. 더구나 대기업계열을 대상으로 하는 주채무계열제도
와 일반 대기업 대상의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은 외환위기 상황에서 정립된 것으로서 시대
적 변화에 맞지 않다는 단점과 제도 운용상의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또한 자율협약에
의한 구조조정 및 채무재조정 또한 여러 가지 개선방안들을 논의해야 하는 상황이다.
채권금융기관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국내 기업구조조정 프로세스는 영국과 미국 등
선진국의 프로세스와 큰 틀에서 유사한 형태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본시장을 통한
사전적 구조조정으로 보기보다는 부실기업의 제도적 구제장치로 인식되고 있다. 이는 기촉
법에 의한 구조조정이 시장된 외환위기 이후 부실화된 기업의 회생시스템으로서 작동해
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장기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업의 구조
조정이 필요한 현재에서는 새로운 모습의 구조조정 제도가 고민되어야 할 것이다. 법정외
기업구조조정 제도의 필요성을 고려한다면 채권금융기관의 채무기업에 대한 모니터링 기
능을 활용하여 정상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서의 구조조정 제도의 정비와
개선을 통해 이를 충분히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적으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대기업을 적용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대기업집
단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구조조정 제도와 함께 포괄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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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제도로 발전시키는 데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복잡
한 채무관계에 있을수록 구조조정 과정에서 심각한 이해관계 충돌의 문제가 나타날 수밖에
없으므로 채권자와 채무자 간 이해관계의 대립을 중재할 수 있는 중립적 주체를 선정하는
것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는 계속기업과 정리기업을 선정
하는 것인데, 채권은행의 비전문성이 문제로 지적되므로 독립적인 기관에서 객관적인 평가
를 수행하여 채권은행의 의사결정에 반영하는 방법을 도입해야 한다. 부실기업을 선정함에
있어 가장 결정적인 지표인 부채비율이라는 획일적인 기준이나 채권자의 범위 확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가장 궁극적인 해결책으로 제시될 수 있는 것은 구조조정 전문시장을 발달시
키는 것이다. 구조조정 전문시장에서는 구조조정 참여자의 이해관계가 유사한 방향을 취하
도록 유도할 수 있으며 최근 시범적으로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는 NPL 시장과 Bad bank의
설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경영진이나 대주주가 채권은행에 기업 경영 인센티
브로서 스톡옵션이나 우선매수권(Buy-back option)을 부여하는 방법도 고려할 만하다.
최근 기존의 제도를 상시화하여 존치하느냐 일몰 후 폐기하느냐, 개선하느냐에 대한 논
란이 많이 있다. 하지만 법정외 구조조정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제도의 필요성을 인정
하고 적합한 제도가 정립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기존 제도의 정비와 개선을 통해 해결책을
찾아보는 것이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

86

시장친화적인 기업구조조정 제도 구축방안

Ⅳ. 기업구조조정과 PEF80)
1. 문제의 제기
부실기업을 구조조정하기 위해서는 회사를 분할하고 자산을 매각하며 새로운 투자자를
찾아 자본을 확충하고 기업지배권을 이전하는 등의 복잡한 과정이 수반된다. 이러한 작업
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시장적 수단, 특히 PEF･벌처펀드･메짜닌펀드 등의 자본시장적
수단이 잘 발달되어 있다면, 부실기업의 회생 작업이 매우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
PEF를 통한 기업구조조정이 활성화되면, 기촉법에 의해 기업구조조정이 이루어지는 기간
동안 사전적 구조조정 작업을 원활하게 진행하는 것은 물론이고,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이후에도 PEF를 통해 채무정리 작업을 거쳐 곧바로 시장에 복귀시킬 수 있는 길을 제공함
으로써 법원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81) 이러한 점에서 자본시장을 통한 기업구조조정,
특히 PEF를 통한 기업구조조정은 기업구조조정 기구 중 가장 시장적인 방법을 활용한 구조
조정 방식이라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기업구조조정과 관련된 우리나라 사모투자펀드(private equity fund: PEF)82)
의 현황, 관련 법제도 및 규제체계를 분석하고 이를 미국 및 EU의 제도들과 비교함으로써 우리
나라 기업구조조정 관련 PEF의 활성화를 위한 관련 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당시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외국자본이 매물로 나온 국내기업들
을 싼값에 인수하여 구조조정 과정을 거쳐 높은 가격에 매각함으로써 높은 시세차익을 남
기는 것을 경험하였다. 이러한 외국자본에 대한 대항마로서 구조조정 기업들을 인수할 수
있는 국내자본을 육성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적인 장치의 하나가 바로 PEF이다. 미국 및
80) 본보고서의 1~3절 및 5절은 이병기 선임연구위원이 집필하였으며, 4절은 김수연 연구원이 집필한 것임을
밝혀둔다.
81) 이지수･김상조(2014) 참조.
82) 본고에서 PEF는 해외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private equity 투자방식 또는 이러한 투자를 수행하는
주체로서 펀드를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사모투자전문회사를 편의상 PEF라 하지만, 이 제도는 사모펀드의
일종으로서 선진국에서 활성화되어 있는 바이아웃펀드(buyout fund)를 모델로 삼은 제도 중 하나이다.
본고에서는 일반적으로 private equity fund를 지칭할 때는 PEF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우리나라의 사모
투자를 지칭할 때는 자본시장법에서 사용하는 법률용어인 사모투자전문회사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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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등의 경우 리미티드 파트너십(limited partnership) 형태의 PEF가 기업인수･합병을
위한 투자 등에 활용되는 보편적인 투자수단으로 이미 자리매김하고 있다.83) 이러한 PEF
의 성장은 미국 등 선진국 자본시장에서 기업인수･합병을 통한 기업의 구조조정, 기업의
자금조달을 활성화시키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4년 간접투자자산운
용업법상에 인수･합병을 위한 투자기구로 PEF 제도가 도입되었다가 이 법의 폐지와 2009년
자본시장법 제정으로 PEF 제도가 자본시장법으로 이관되었다. 2010년에는 자본시장법의
PEF의 특례로 기업재무안정 사모투자전문회사 제도가 한시적 법률로 자본시장법에 도입
되었다.84) 또한 외환위기 이후 다양한 형태의 기업구조조정 제도들이 도입되었으나 현재
존재하는 제도는 산업발전법상의 기업구조개선 PEF 등이다.
우리나라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효율적인 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비
효율적인 기업은 시장에서 구조조정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기업으로 회생되거나 퇴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는 법원 및 채권은행을 통한 구조조정도 매우 중요하지만
부실기업을 효과적으로 구조조정할 수 있는 구조조정 시장의 활성화와 함께 이를 위한 제
도정비가 필요하다. PEF는 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을 효율적으로 공급하고
또 구조조정 과정에 투입된 자금의 회수를 용이하게 하는 기능을 담당함으로써 구조조정
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PEF가 제 기능을 발휘하려면 PEF의 구조 및 운영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가 관련 당사자들의 기대에 부합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PEF가 당사자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높은 수익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설립과 운영
에 있어서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주고 또 조세절감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
해줄 필요가 있다. PEF는 이중과세의 회피와 통상소득이 아닌 자본이득으로 과세되기 위
한 펀드구조를 선택하여, 조세를 최대한 절감하려고 하는 투자기구이기 때문이다.85)
본 연구에서는 기업구조조정과 관련된 세 개의 사모투자전문회사에 관하여 살펴본 후,
미국과 EU의 PEF와의 법제와 규제제도들과의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 사모투자전문회사의
83)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private equity의 역할에 대해서는 Toms, Wilson and Wright(2012), 미국의 private
equity가 재무적 위험에 빠진 기업에 미친 영향에 대한 미국 기업 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 결과는 Hotchkiss,
Smith, and Stromberg(2012) 참조.
84) 종래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은 회생기업은 주로 M&A를 통해 신규자금을 조달하여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받
았다. M&A가 아닌 방법으로 신규자금을 조달하여 회생절차를 조기 종결하는 예를 거의 찾기 힘들었던 것이
우리 기업회생 절차의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른바 사모투자펀드인 PEF가 회생기업에 투자하여 회생
절차의 조기종결을 이뤄낸 사례는 회생절차에 들어 온 회생기업이 종전에 없던 획기적인 방법을 통해 회생절
차를 조기에 종결하는 새로운 모델이라고 할 것이다. 서울지방법원(2009) 및 이진웅(2012) 참조.
85) 윤성승(2005) 참조.

88

시장친화적인 기업구조조정 제도 구축방안

제도적인 문제점을 제시하고 이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미 기존에 PEF에 대한
다양한 측면의 연구들이 진행되어 오긴 하였지만, 기업구조조정 관련 PEF의 역할과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는 미진한 상태이다. 다만, 기업구조조정과 관련하여 김형태･빈기범
(2012)의 연구는 과거 기업구조조정 기구 및 현행 기업구조조정 PEF의 현황 및 제도개선
방안을 분석한 연구 중의 하나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첫째, PEF의 본질적 의미 및 펀드구조
를 논의하고, 우리나라 PEF의 투자추이를 관련 통계를 이용하여 살펴본다. 둘째로 우리나
라 PEF의 법체계, 즉 사모투자전문회사의 현행 법적인 구조와 그 내용, 규제제도의 내용을
정리하여 비교･분석한다. 셋째, 미국과 EU의 PEF의 규제제도를 진입제한, 운용구조, 공시
체계 등 관점에서 그 법체계와 그 내용을 정리한다. 넷째, 최근 발표된 정부의 PEF 제도
개정안의 내용 검토와 함께 외국 PEF 제도의 분석을 관련시켜 검토함으로써 우리나라 PEF
의 규제체계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다섯째, 이 같은 분석결과를
요약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한다.

2. 기업구조조정과 사모투자전문회사
(1) PEF의 본질적 특성과 그 운용구조
가. PEF의 본질적 특성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가 아닌 특정 소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사모(private)에 의하고
지분증권(equity)에 투자하는 펀드라는 의미에서 일반적으로 사모투자펀드(private
equity fund: PEF)라고 부른다.86)87)
PEF는 본질적으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주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우선 운용상의 자율
성이 높다는 점이다. 소수의 전문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는 사모투자전문회사의 특성
상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집하는 공모펀드에 적용되었던 투자자 보호 장치와 투자기
구에 대한 규제를 적용받지 않게 된다. 또한 수익배분 및 비용분담 등에 대해서도 사적
86) 임재연, 자본시장법, 박영사, 2010. p.997.
87) 사모펀드는 사모뮤추얼펀드, 헤지펀드, PEF로 구분된다. PEF는 다시 벤처캐피탈펀드, 바이아웃펀드, 메
짜닌펀드 및 벌처펀드 등으로 구분되며, 벤처캐피탈펀드와 바이아웃펀드는 주식형 PEF라고 하고, 메짜닌
펀드와 벌처펀드는 부채형 사모펀드라고 한다. PEF는 기업구조조정 수단으로서의 역할, 자금공급자로서의
역할, M&A 추진체로서의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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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를 최대한 인정하고 비공개를 허용하므로 자율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
다. 둘째로 특정 투자 대상기업의 경영권 지배를 목적으로 함으로써 경영성과, 지배구조
개선 등을 통하여 수익을 올리므로 고위험-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사모방식으로 소수의 전문투자자를 모집하여 기업구조조정이나 자금조달 필요성이 있는
기업에 투자하므로 경영권 지배를 목적으로 할 수밖에 없으며, 부실기업의 경우 회생시키
는 기업구조조정 능력이 펀드운용의 성패를 좌우하게 된다. 셋째로 사모방식으로 자금을
모집하기 때문에 자금의 원천이 누구인지 밝힐 이유가 없다. 일반인과 감독기관에게는 운
용 주체만 드러나고 실제로 자금을 제공하는 투자자는 공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특히
합자회사인 리미티드 파트너십 형태로 운용되는 PEF의 특성상 무한책임사원인 업무집행
사원이 펀드의 운용주체가 되므로 업무집행사원만 외부로 드러나게 되고 유한책임사원은
드러나지 않는다.88)
나. PEF의 운용구조
우리나라의 경우 PEF는 상법에 따른 합자회사로 설립되며 자본시장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조직 및 운영에 있어서 상법상 합자회사에 관한 법 규정이 적용된다. 상법상
합자회사는 출자가액을 한도로 변제책임을 지지만 회사의 업무집행에 참여할 수 없는 유한
책임사원(Limited Partner: LP)과 회사의 재산으로 회사의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경우에
도 변제책임을 지며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가 있는 무한책임사원(Gerneral
Partner: GP)으로 조직된다. PEF에서 일반 투자자는 유한책임사원의 지위를 갖게 되고,
회사재산의 운용은 업무집행권이 있는 무한책임사원이 담당하게 된다.
미국에서는 PEF의 형태로 일반적으로 유한책임조합이 이용된다. 유한책임조합 형태가
선호되는 주된 이유는 펀드의 운영에 자율성을 가질 수 있다는 점과 세법상 조합단계에서
의 과세를 회피할 수 있고 투자자에게 분배되는 수익에 조합의 소득의 성격이 그대로 유지
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PEF의 출자구조는 무한책임사원이 총출자
액의 1%, 유한책임사원이 총출자액의 99%를 출자하기로 합의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89)
PEF의 관련 당사자의 이해관계를 일치시키기 위한 구조적 장치로서 펀드조성자에 대한
성과보수(carried interest)가 매우 중요하다. 성과보수는 통상 유한책임조합의 수익에 대
한 일정 비율을 지급받는 형태로 되어 있다. 이러한 구조를 취하는 이유는 조세목적상 PEF
88) 정우영(2006) 및 윤성승(2005) 참조.
89) 윤성승(200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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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소득 또는 수익의 법적 성격이 무한책임조합원이 분배받는 성과보수에 그대로 유지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무한책임조합원 자체도 통상 과세목적상 조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법적 형태로 조직되기 때문에 무한책임조합원의 구성원에게도 이러한 PEF의 소득
또는 수익의 법적 성격이 그대로 유지된다. 성과보수는 투자자가 기대하는 고수익을 달성
하기 위하여 무한책임사원과 그 배후에 있는 펀드조성자가 노력하도록 하는 동기유발 요인
이 된다. 또한 PEF는 이미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중과세 회피와 통상소득이 아닌
자본이득으로 과세되기 위한 펀드구조를 선택하여, 조세를 최대한 절감할 수 있는 기구이
다. 조세효과상 이점을 이용하기 위하여 대부분의 PEF는 유한책임조합 형태로 설립된다.
Limited partnership은 PEF의 투자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1회의 과
세를 한다. 유한책임사원은 무한책임사원과 마찬가지로 파트너십 단계에서는 세금을 부과
하지 않고 파트너 개인에게 분배되는 수익에 대해서만 1회에 한해 소득세가 부과되므로
절세효과가 있다.90)
[그림 Ⅳ-1] PEF의 운용구조

자료: 금융감독원(2011)
90) 파트너십 과세제도는 미국을 중심으로 발전된 세제로서 실체론(entity theory)과 집합론(aggregate theory)
으로 구분된다. 실체론은 파트너십을 경제적 실체를 가진 하나의 과세주체로 인정하는 이론이고 집합론은
파트너십을 경제적 실체가 없는 도관으로 보는 이론이다. 따라서 집합론에 따르면 파트너십 그 자체는 과세
의 주체가 될 수 없으며 사업에서 발생하는 모든 이득과 손실은 모두 그 구성원인 공동사업자에게 분배된다.
집합론을 반영하여 도입된 제도가 미국의 파트너십 과세제도이고, 이 같은 제도를 기초로 우리나라에 도입
된 제도가 동업기업 과세특례제도이다. 이 제도에 따라 동업기업에는 조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동업기업의
소득을 분배받은 동업자가 납세의무를 진다. 이후 PEF의 조세문제를 다룰 때보다 상세히 논의한다. 이강
(201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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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운용현황
가. 국내 사모투자전문회사의 투자추이91)
전세계 PE 자금모집액은 2007년도에 6,245억 달러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반면 [표 Ⅳ-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자금모
집액은 2004년 이후 추세적으로 증가하는 모양을 보여주고 있다. 2013년 현재 7조 4,000억
원 정도에 이르고 있다.
[표 Ⅳ-1] 신규 모집자금(약정액)
2004~2007년
2008년
9.0
5.6
자료: 금융감독원(2014)

2009년
5.7

2010년
7.3

2011년
6.5

2012년
9.7

(단위: 조 원)
2013년
7.4

일반 사모투자전문회사와 기업재무안정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약정액을 보면 2013년 10월
에 사모투자전문회사는 42조 3,000억 원, 기업재무안정 사모투자전문회사는 3억 3,000억
원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Ⅳ-2] 사모투자전문회사와 기업재무안정 PEF의 성장
기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펀드수(개)
44
76
110
148
181
226
약정액(조 원)
9.0
14.6
20.0
26.6
31.8
40.0
이행액(조 원)
4.3
8.3
9.5
12.3
17.7
21.1
펀드수(개)
3
7
12
기업재무
약정액(조 원)
0.2
1.9
2.9
안정 PEF
이행액(조 원)
0.09
1.14
2.36
자료: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의 역동성 제고를 위한 사모펀드 제도 개편방안, 2013.12.
사모투자
전문회사
(PEF)

2013년 10월
230
42.3
27.9
15
3.3
2.7

[표 Ⅳ-3]을 보면, GDP 대비 PE 투자액으로 측정되는 PE 침투율은 영국이 0.74%, 미국
이 0.67%로 비교적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0.14%로 나타나고 있다.
[표 Ⅳ-3] 국별 GDP 대비 PE 투자액
(단위: %)
국가
영국
미국
인도
브라질
중국
한국
남아공 러시아
일본
터키
PE 침투율 0.74
0.67
0.38
0.15
0.15
0.14
0.14
0.06
0.05
0.05
주: PE 침투율(penetration rate)=PE 투자액/GDP로서 정의되며, 자료는 2009년 및 2010년, 2년 자료의 평균치 사용
자료: 박용린(2011) 참조.

91) 사모투자전문회사의 관련 통계는 금융감독원이나 금융위원회에서 발표되는 집계자료를 이용하여 그 추이를
파악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본 보고서에서도 이 기관들이 발표한 집계자료와 박용건(2011)을 이용
하여 그 추이 및 성과를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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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운용현황
PEF 시장이 성숙하고 무한책임사원(GP)의 평판시장이 형성되면 PEF는 대부분 블라인
드 펀드가 차지한다. 국내 PEF 시장은 아직 초창기로서 PEF 시장에 대한 자신감과 운용자
인 무한책임사원(GP)에 대한 신뢰 부족 등으로 인해 블라인드 펀드보다 프로젝트 펀드의
설립이 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92)
[표 Ⅳ-4} PEF 설립 동향
구분
신규 설립된 PEF
프로젝트 PEF(비중)
블라인드 PEF(비중)
자료: 금융감독원(2014)

2010년
46
18(39.1)
28(60.9)

2011년
43
20(46.5)
23(53.5)

(단위: 사, %)
2013년
45
31(68.9)
14(31.1)

2012년
60
29(48.3)
31(51.7)

[표 Ⅳ-5]를 보면 2010년 국내 PEF의 유한책임사원(LP) 비중은 금융회사와 일반법인이
각각 38.8%와 29.9%를 차지하여 17.5%를 차지한 연기금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 같은 비중 구성은 해외 PEF가 연기금, 재단･대학, 금융회사, 개인 등 다양한 구성을
보이고 있는 점과 많은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93)
[표 Ⅳ-5] LP 종류별 비중 현황

금융회사
일반법인
연기금
개인
기타
합계
자료: 금융감독원(2010)

2005년
60.8
12.7
19.6
6.9
0
100.0

2006년
52.2
16.7
16.1
13.3
1.7
100.0

2007년
49.3
22.0
17.9
9.5
1.4
100.0

2008년
44.9
23.6
15.8
13.6
2.2
100.0

2009년
41.9
28.0
14.8
12.3
3.0
100.0

(단위: %)
2010년
38.8
29.9
17.5
11.4
2.4
100.0

국내 PEF 시장은 선두 무한책임사원(GP)을 중심으로 트랙레코드가 축적되고 있다. 과거
PEF를 결성한 경험을 가진 PEF, 즉 재설립 사모투자전문회사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94)

92) 블라인드 PEF는 투자대상을 확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GP의 운용능력을 기초로 LP들로부터 출자를 약정 받
은 후 투자대상을 선정하는 펀드인 반면, 프로젝트 PEF는 투자대상을 사전에 물색한 후 LP를 모집하여 설
립하는 펀드를 말한다.
93) Preqin(2010) 참조.
94) 박용린(20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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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6] GP의 PEF 재설립 현황
연도
2006
2007
2008
2009
2010
총계
자료: 금융감독원(2014)

전체
3
4
7
3
9
26

대형 PEF
재설립
2
3
6
1
9
21

비율(%)
66.7
75.0
85.7
33.3
100.0
80.8

전체
9
15
25
34
37
129

중소형 PEF
재설립
4
6
17
14
27
69

비율(%)
44.4
40.0
68.0
41.2
73.0
53.5

[표 Ⅳ-7]에 따르면 국내 PEF 시장에서 선도 PEF들은 대부분 경영권 지분취득을 통해
적극적인 바이아웃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바이아웃은 건수 기준으로는 36.8%이지만, 금
액 기준으로는 62.5%를 나타내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표 Ⅳ-7] PEF 투자의 유형별 분포
건수
비율(%)
금액(억 원)
비율(%)
평균 투자금액(억 원)
바이아웃
57
36.8
92,637
62.5
1,625
소수지분
88
56.8
36,328
24.5
413
SI 공동투자
10
6.5
19,137
12.9
1,914
총계
155
100.0
148,102
100.0
955
주: 2004년부터 2009년간 등록된 PEF 투자 중 공시자료 및 언론에 공개된 투자 건을 집계하되, 해외투자 건은
제외하였음. 금융감독원 자료와 상이점 존재함.
자료: 박용린(2011) 참조.

[표 Ⅳ-8]을 보면 2013년 중 사모투자전문회사의 투자회수액은 3.7조 원이었다. 이는
사모투자전문회사 제도의 도입 초기(2005~2008년)에 조성된 사모투자전문회사들의 존속
기간(일반적으로 5~8년)이 만료되면서 해산이 증가하는 데 기인하는 것이다.
[표 Ⅳ-8] PEF 해산 및 투자회수액 현황
구분
해산 PEF 수
투자회수액
자료: 금융감독원(2014)

2004∼2010년
14
2.7

2011년
10
3.8

2012년
15
2.1

2013년
34
3.7

(단위: 사, 조 원)
합계
73
12.3

(3) 과거의 기업구조조정 기구와 사모투자펀드
사모투자전문회사 제도는 2004년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개정을 통해 도입되었다. 1997년
말 외환위기를 극복하면서 보다 일반화된 형태의 기업구조조정 기구가 필요해짐에 따라 PEF
제도가 도입된 것이다. 이 제도는 외환위기 이후 도입된 과거의 기업구조조정 기구에 비해 투자
대상, 투자방법, 운용주체의 자격 등에 있어서 그 제한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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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경우 PEF는 법령의 규제범위 밖에서 투자자와 운용자 간 사적인 계약에 따라
생성･발전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적 투자시장의 형성이 미흡하였고 투자･운용에 대한
법령의 규제가 엄격하였기 때문에 투자･운용에 대한 법령상 제한을 보다 완화하여 자금의
조성과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사모투자펀드가 제도화된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사모
투자전문회사 제도는 외국의 PEF에 비해 비교적 엄격한 규제하에 제도가 도입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기업구조조정증권투자회사(CRF),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CRV), 기업인
수증권투자회사(사모 M&A 펀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 및 조합(CR 조합), 기업구
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CR-REITS) 등 다양한 형태의 구조조정 기구들이 있었으나, 특정
한 구조조정 목적에 따라 투자대상, 투자방법, 운영주체의 자격 등이 제한되어 일반적인
구조조정 기구로 정착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95) CRF는 외환위기 이후 중소기업의 단기
부채를 장기부채로 차환하는 재무구조조정 기능을 수행하는 데 그쳤고, CRV는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정리를 위한 가교역할을 수행하였으나 기업구조조정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기에
는 부족하였다. CR-REITS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의 특수한 형태로서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부동산투자에 특화되는 한계가 있었다. CRC는 법정관리나 워크아웃
기업과 같은 부실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인수와 경영권 획득을 통한 구조조정을 핵심 업무로
하는 산업발전법상의 기업구조조정 기구였지만, 투자대상이 법에서 정한 기업구조조정기업
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미 [표 Ⅳ-9]에 나와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대부분
의 기업구조조정 기구들이 이미 폐지되었지만 부동산투자업법상의 CR-REITs와 PEF가 현재
살아 있고 산업발전법상의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만이 현재 존속되고 있다.
이 같은 기업구조조정 기구 가운데 현재의 PEF와 가장 유사한 형태의 기업구조조정 기구
는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의 기업구조조정조합이었다. 기업구조조정조합은 기업구
조조정전문회사와 일반투자자들이 출자하여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투자하여 해당기업의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기업가치를 높인 후 매각하여 수익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민법
상의 조합이었다. 일반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자금을 조달하며 고위험이라 할 수 있는 구조
조정 대상기업에 투자한다는 측면에서 외국의 벌처펀드나 우리나라에 2004년도에 도입된
사모투자전문회사와 유사한 형태라 할 수 있다.96)
95) 위의 다양한 기업구조조정 기구들에 대한 당시의 현황 및 성과에 대해서는 지식경제부(2010) 참조.
96) 이병근･이창용(2006) 참조. 물론 기업구조조정조합은 주요업무를 관장하는 CRC가 업무집행조합원이 되어야
하며 최소 10억 원 이상의 출자금 중 최소한 5% 이상을 업무집행 조합원인 CRC가 출자해야 한다는 제약이
있었다. 산업발전법에서는 기업구조조정조합이 전체투자자금의 20% 이상을 부실기업의 인수와 인수한 기
업의 경영정상화에 투자해야 한다는 핵심 업무비율의 제한 규정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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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기업에 대한
부채조정(단기→장기),
신주인수, 대상기업에
대한 경영지도 및 자문

워크아웃기업 유가증권
매매, 대출채권 유동화
및 매매 등
워크아웃기업의
정상화 업무 주도

채권금융기관이
보유한 기업 주식자산

업무

투자

폐지

2006년 10월
효력 만료

효력
(2009년 말)
폐지

산업자원부

최저자본금: 30억 원
산업자원부 등록

총 178개 등록
(116개 취소, 62개 존속)4)

폐지

금융감독위원회

최저출자금: 10억 원
금융감독 위원회 등록

총 355개 결성
(268개 해산, 67개 존속)

비금융기관 성격의 영구 조직

구조조정대상기업 및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등

5)

폐지

금융감독위원회

최저자본금: 1억 원
최저순자산액: 10억 원
최저투자금액은제한 없음
금융감독위원회 등록

직접운용
또는 자산운용사,
투자자문사, 증권회사
등에 위탁
중소 · 중견기업
유가증권
31개
(2007년 1월 현재)

존속

건설교통부
금융감독위원회
존속

금융감독위원회

최저자본금: 500억 원
(설립 시 발행주식 총수의
10~30% 발기인이 인수)
건설교통부장관 인가

107개

지분 및 지분연계증권

무한책임사원
(업무집행사원)

경영권 참여 목적인
경우 특별한 제한 없음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자본시장법
기업의 경영권
참여 및 매각
경영권 참여로
기업가치 제고 후 매각
(투자대상 제한 없음)
합자회사
(Paper-Company)
사모를 통해
사원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고 동 자금으로
기업을 인수하여
기업가치를 높여
제3자에게 매각

7)

PEF

최저출자금 및 최저
순자산액의 제한 없음
(유한책임사원
최저출자금 제한)
금융감독위원회 등록

부동산 및 부동산
관련 유가증권
총 34개 설립
(9개 해산, 25개 존속)

자산관리회사

부동산의
관리 · 처분 · 운용

주식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동 자금을 기업의
구조조정용 부동산에
투자

증권거래법상 공모
외의 방법으로 주식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고 동 자금으로
기업을 인수 · 합병
유가증권
매매 · 대여 및
금융기관 예치 ·
단기대출

구조조정 부동산의
처분 · 운용
투자의 70% 이상을
구조조정 부동산에
투자하는 형태
주식회사
(Paper-Company)

부동산투자회사법

6)

CR-REITs

증권투자회사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구조조정기업의
M&A 활성화
유가증권 투자를 통해
구조조정기업의
M&A를 추진
주식회사
(Paper-Company)

사모 M&A 펀드

주: 1) CRV(Corporate Restructuring Vehicle,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2) CRF(Corporate Restructuring Fund, 기업구조조정증권투자회사). 3) CRC(Corporate
Restructuring Company,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4) CRC 현황은 2009년 4월 말 현재. 5) 기업인수증권투자회사(사모 M&A 펀드). 6)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CR-REITs, Corporate Restructuring Real Estate Investment Trust). 7) 사모투자전문회사(PEF, Private Equity Fund)로 2010년 당시의 현황 및 제도 현황.
자료: 지식경제부,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CRC) 제도 백서 , 2010.6.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감독

회사존립기간 3년 이상의
폐쇄형 증권투자회사
최저자본금: 1억 원
금융감독위원회 등록

3인 이상의 발기인
(채권금융기관 2개 이상)
최저자본금: 5억 원
금융감독위원회 등록

설립

현황
(2009년 말)

운영

금융기관 성격의
한시 조직
총 4개 설립
(3개 해산, 1개 존속)

부실기업 및 구조조정이 필요한 부실징후기업

일시적 자금부족을
겪는 중소 · 중견
첨단산업기업

기업개선계획이
수립된 부실기업
(워크아웃기업 등)

대상

기업의 유가증권, 콜론 등
(자산 50% 이상
대기업 외 기업의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
금융기관 성격의
한시 조직
총 4개 설립
(모두 해산)

주식회사
(Paper-Company)

주식회사
(Paper-Company)

형태

구조조정기업에 대한 투자 및 인수

구조조정기업에 대한 투자 및 인수

특징

목적
중소기업에 대한
일시적인 유동성 지원

산업발전법

CR조합

구조조정기업의 경영정상화

증권투자회사법
간접투자자자산운용업법

CRC

CRC3)

중소기업 지원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2)

CRF

워크아웃기업의
경영정상화
채권기관 보유
대상기업
채권의 CRV 집중
주식회사
(Paper-Company)

근거

1)

CR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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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행 우리나라 사모투자전문회사 관련 제도와 문제점
(1) 일반 사모투자전문회사
가. 일반 사모투자전문회사의 법제도와 운용규정
자본시장법은 “경영권 참여, 사업구조 또는 지배구조의 개선 등을 위하여 지분증권 등에
투자･운용하는 투자 합자회사로서 지분증권을 사모로만 발행하는 집합투자기구”를 ‘사모
투자전문회사’라 한다.97) 따라서 사모투자전문회사는 일반적으로 소수의 고액투자자로부
터 장기자금을 조달하여 기업의 주식 등에 투자하고 투자대상 기업의 경영성과 및 지배구
조 개선 후 재매각을 통해 고수익을 추구하는 바이아웃(buyout)펀드이다.98)
자본시장법상의 펀드는 투자자의 성격과 수에 따라 공모펀드와 사모펀드로 나누고 있고
집합투자에 대한 규제는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일부 규제를 완화하면서도 펀드의 법적 구
성, 지배구조 등 기본적인 규제는 공모펀드와 차이가 없었다. PEF는 기존의 집합투자기구
와는 별도로 사모투자전문회사라는 새로운 법적 형태를 규정하는 방식으로 도입되었고 헤
지펀드의 도입을 위해 적격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모집합투자기구, 즉 전문사모집합
투자기구를 도입하였다.99)100) 사모집합투자기구와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는 공
모펀드에 대한 특례101)를 두어 공모펀드에 적용되는 규제 중 상당 부분을 적용 배제하는
방식으로 규정하였다. 또한 사모투자전문회사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와 그 성격이 완전
히 다르다는 측면에서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에 더하여 자본시장법은 사모투자전
97) 자본시장법 제9조 제18호 제7목.
98) 금융감독원 정례브리핑 자료, 사모투자전문회사(PEF) 제도도입 2년의 성과분석 및 평가, 2006.11.21.
99) “집합투자”란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금전 등 또는 ｢국가재정법｣ 제81조에 따른 여유자금을 투자자 또는
각 기금관리주체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 또는 각 기금관리주체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자본시장법 제6조
제5항)으로서, “집합투자기구”란 ‘집합투자를 수행하기 위한 기구’(자본시장법 제9조 제18항)이다. 특히 집합투
자기구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는 ‘경영권 참여, 사업구조 또는 지배구조의 개선 등을 위하여 지분증권 등에 투자･
운용하는 투자합자회사로서 지분증권을 사모로만 발행하는 집합투자기구’(법 제9조 제18항 7호)이다.
100) 전문사모투자집합투자기구는 ‘집합투자증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격투자자(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71조
의2 제1항)만을 대상으로 사모로만 발행하는 집합투자기구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제외한 집합투자기구’
(자본시장법 제249조의2 제1항)이다.
101) 자본시장법 제249조는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례를 열거하고 있고 자본시장법 제249조의2는 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들을 열거하고 있다. 자본시장법상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는 첫째 적격투자자
만을 대상으로 하고, 둘째 운용업자에 대해 규제가 이루어지며, 셋째 금전차입･채무보증 등 운용방법에 대
한 규제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외국의 헤지펀드와 구별된다. 김건식･정순섭(201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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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회사의 설립･등록, 회사재산 운용, 자산보관 등에 대한 특례를 추가로 신설하는 방식으
로 규정하고 있다.102)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사모투자의 운용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제를
하지 않는 대신에 사모투자전문회사 그 자체에 대해서는 많은 규제를 하고 있다.103) 우선
자본시장법은 사모투자전문회사의 법적 형태로 선택한 합자회사 규정 중 사모투자전문회
사의 본질적 특성에 맞지 않는 규정들을 적용 배제하여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설립 및 운용
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장애를 우선 제거하고 있다.
사모투자전문회사는 자본시장법상 목적, 상호 등 정관 필수사항이 반영된 정관을 작성하
여 등기하고 설립 등기일로부터 2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사모투
자전문회사의 존속기간은 15년이다.104)
이미 앞에서 PEF의 본질적 특성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PEF는 유한책임사원과 무한책임
사원으로 구성된다. 우리나라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사원은 1인 이상의 무한책임사원과 1인
이상의 유한책임사원으로 하되 사원의 총수는 49인 이하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무한책임
사원의 자격과 관련하여 상법에서는 회사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105)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배제하고 있어 회사도 무한책
임사원이 될 수 있다. 업무집행사원의 역할은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사모투자전문회사는
정관으로 무한책임사원 중 1인 이상을 업무집행사원으로 정하여야 하며, 그 업무집행사원이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법령과 정관에 따라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106) 자본시장법은 업무집행사원의 사모투자전문회사 또는
유한책임사원과의 이해상충 가능성을 배제하고 업무집행사원 또는 업무집행사원의 임직원에
게 충실의무를 부담시키고자 업무집행사원과 그 임직원의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있다.107)
또한 법인, 조합, 집합투자기구, 개인 등은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 될 수
있다. 다만 유한책임사원은 법인 20억 원, 개인 10억 원 등 최저 출자가액 요건을 충족하여
야 하고, 유한책임사원은 사모투자전문회사 재산인 주식 또는 지분의 의결권 행사에 영향
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제한조건이 있다.108)
102) 자본시장법 제10장 제268조~제278조의3까지는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특례들을 열거하고 있다.
103) 한국증권법학회, 자본시장법Ⅱ, 박영사, 2009. 참조.
104) 자본시장법 제277조, 자본시장법 268조 및 자본시장법 제268조 제1항 제5호.
105) 상법 제173조 및 자본시장법 제277조 제2항.
106) 자본시장법 제272조 및 제272조 제2항.
107) 자본시장법 제272조 제6항.
108) 자본시장법 제269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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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대기업이 PEF를 활용하여 계열사를 확장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규제를
엄격하게 운용하고 있다. 이 같은 규제는 자본시장법이나 공정거래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
다. 특히 모든 PEF에 대한 공통의 규제 이외에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의 PEF에
부과되는 규제가 있다. 이 중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현행 공정거래법 제11조(금
융회사 또는 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는 국내
계열사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고,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허용하고 있다.109) 둘째로 현행 자본시장법 제274조는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이 PEF를
통해 다른 회사를 계열사로 편입한 경우 5년 이내에 제3자에게 매각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110) 셋째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금융기관이 PEF에 출자하는 경우 사모
투자전문회사 전체 지분의 30% 범위에서 출자 가능하게 하는 규정이다.
[표 Ⅳ-10] 기업집단의 PEF 관련 규제
구분

규제대상

소유
제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PEF

규제내용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PEF를 통해 다른 회사를 계열사로
편입한 경우 5년 이내에 제3자에게 매각할 것을 의무화
･기존 계열회사 주식 취득금지

출자
제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금융기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금융기관이 PEF에 출자
하는 경우 사모투자전문회사 전체 지분의 30% 범위에서
출자 가능

자본시장법 제291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291조 제4항

대기업집단
소속 PEF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는 국내 계열사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고,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허용
- 단, 임원선임･해임, 정관 변경, 합병 또는 영업양도 등 주
요 사항에 한해 계열회사(상장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15%
이내에서 의결권 행사

공정거래법 제11조

의결권
제한

관련 법률
자본시장법 제274조

10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서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국내 계열회사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2.12.8, 1996.12.30, 2002.1.26, 2004.12.31, 2007.4.13, 2007.8.3.> 1.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기 위
하여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 2. 보험자산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보험업법｣ 등에 의한
승인 등을 얻어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 3. 당해 국내 계열회사(상장법인에 한한다)의 주주총회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결의하는 경우. 이 경우 그 계열회사의 주식 중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의 수는 그 계열회사에 대하여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제외한 자가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를 합하여 그 계열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 가. 임원의 선임 또는 해임.
나. 정관 변경. 다. 그 계열회사의 다른 회사로의 합병, 영업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다른 회사로의 양도.
110) 자본시장법 제27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 사모투자전문회사 등에 대한 제한) ① 상호출자제한기업집
단의 계열회사인 사모투자전문회사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무한책임사원인 사모투자전문
회사는 다른 회사(제9조 제16항 제4호에 따른 외국 기업은 제외한다)를 계열회사로 편입한 경우에는 편입일부
터 5년 이내에 그 다른 회사의 지분증권을 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아닌 자에게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09.2.3.> ②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인 사모투자전문회사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
열회사가 무한책임사원인 사모투자전문회사는 그 계열회사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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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모투자전문회사 재산의 운용
[표 Ⅳ-11]은 일반 사모투자전문회사, 기업재무안정 사모투자전문회사 및 기업재무구조
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재산의 운용방법의 차이를 비교하여 보여주고 있다.
우선 사모투자전문회사는 이미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경영권 참여, 사업구조 또는
지배구의 개선 등의 목적으로 설립되는 집합투자기구로서 일반집합투자기구에 비해 완화
된 규제가 적용되므로 그 목적에 부합한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재산운용 방법을 제한하고
있다. 즉,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 이상 되도록 하는
투자, 10% 지분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임원의 임면 등 투자하는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지배력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투자 등이 이에 해당한다.111)
다. 투자목적회사를 통한 투자
사모투자전문회사의 도입을 위해서는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설립, 운영과정에서 특수목적
기구인 실체 없는 회사(paper company) 형태의 도관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투자목적회사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게 되었다. 이와 같이 투자목적회사를 설립하는 것은
사모투자전문회사와 법률적으로 다른 실체인 투자목적회사가 투자위험을 지도록 함으로써
사모투자전문회사의 투자에 따른 위험을 유한책임화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사모투자
전문회사 단독으로는 인수하기 어려운 대형 은행이나 기업을 여러 전문회사의 공동 출자로
투자목적회사를 설립해 자본 규모를 대형화해 쉽게 인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자본시장법은 사모투자전문회사가 직접 투자대상기업에 투자하는 방법 이외에도 투자
목적회사를 통하여 투자대상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투자목적회사는
111) 자본시장법 제270조 제1항. ①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 이상 되도록 하는
투자. ② 10% 지분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임원의 임면 등 투자하는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의 지배력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투자. ③ 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를 목적으로 하는 증권(지
분증권 제외)에 대한 투자. ④ 투자대상기업이 발행한 증권이나 그 증권의 가격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 또는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 ⑤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가 발행한 증권
에 대한 투자. ⑥ 법 제271조에 따른 투자목적회사의 지분증권에 대한 투자. ⑦ 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를 목적으로 하는 투자대상기업의 금전채권에 대한 투자. ⑧ 투자대상기업의 사업구조나 지배구조 등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처분하는 부동산(지상권･지역권･전세권･임차권･분양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 포함) 또는
금전채권 등에 대한 투자. ⑨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자. ⑩ 다음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및 설비에 대한 투자: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및 설비.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및 설비. -｢조
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 제1항에 따른 에너지절약시설.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3 제1항에 따른 환경
보전시설.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4 제1항에 따른 의약품 품질관리개선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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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다섯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12) 첫째 회사 요건: ｢상법｣에 따른 주식회
사 또는 유한회사. 둘째 투자목적: 자본시장법 제270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 또는 제7호
의 투자 목적. 셋째 투자목적회사의 주주 또는 사원 요건: ⑴ 사모투자전문회사(출자비율
50% 이상). ⑵ 투자목적회사가 투자하는 회사의 임원 또는 대주주. ⑶ 투자목적회사에 대
하여 신용공여를 한 금융기관(｢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
상 기관)으로서 출자전환 등을 한 자. 넷째 사원 수 요건: 주주 또는 사원인 사모투자전문회
사의 사원의 수와 사모투자전문회사가 아닌 주주 또는 사원의 수를 합산한 수가 49인 이내.
다섯째 서류상 회사 요건: 상근임원을 두거나 직원을 고용하지 아니하고, 본점 외에 영업소
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등이다. 투자목적회사도 사모투자전문회사의 투자를 위한 하나의
수단이므로 사모투자전문회사와 마찬가지로 경영권 참여 목적으로 투자가 제한되어 있다.

(2) 특수목적 사모투자전문회사
가. 기업재무안정 사모투자전문회사
기업재무안정 사모투자전문회사의 경우 투자자 모집, 설립, 등기 및 등록은 모두 일반
사모투자전문회사의 관련 규정을 따르도록 되어 있다.
정부는 2010년 2월 18일 자본시장법을 개정하여 자본시장을 활용한 기업구조조정 내지
기업의 재무구조개선을 활성화하려는 차원에서 국내 민간자금이 보다 쉽게 모집될 수 있도
록 기존 일반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자산운용규제에 대한 특례를 가진 기업재무안정 사모투
자전문회사 제도를 3년간 한시적으로 도입하였다.113) 다시 말해 “기업재무안정 사모투자
전문회사”란 재무구조개선기업114)의 경영정상화 및 재무안정 등을 위하여 제2항에서 정하
는 바에 따라 투자･운용하여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모투자
112) 자본시장법 제271조 제1항.
113) 제278조의3(기업재무안정 사모투자전문회사 등에 대한 특례). 다만, 법률 제12102호(2013.8.13) 부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16년 11월 13일까지 유효함.
114) 재무구조개선기업은 다음과 같다. 1.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부실징후기업.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 또는 제35조에 따라 법원에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기업.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4조 또는 제295조에 따라 법원에 파산을 신청한 기업. 4. 채권금융기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기업. 5. 법인(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의 합병･전환･정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조정
또는 재무구조개선 등을 하려는 기업. 6. 그 밖에 기업의 재무구조개선 또는 경영정상화의 추진이 필요
한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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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회사이다. 기업의 구조조정에 이용 가능한 기존의 구조조정 투자기구는 일반 사모투자
전문회사 및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 등이 있으나, 투자제한 등 많은 규제로 인해
구조조정을 할 때 활용할 유인이 낮았다.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재산운용방법이 경영권 참여
목적의 투자로 제한됨에 따라 부동산, NPL 등 다양한 투자수단의 이용이 어려웠다. 따라서
기업재무구조개선 목적에 전문화된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자산운용 등의 특례를 신설
하여 기업구조조정을 활성화해보자는 취지에서 이 같은 관련 규정을 만든 것이다.115) 그러
나 앞에서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재무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운용실적은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다.
기업재무안정 사모투자전문회사는 그 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사원이 출자한 날부터 6개
월 이상의 기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출자한 금액의 5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법률에 정해진 방법116)으로 운용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운용하고 남은 재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할 수 있다.
[표 Ⅳ-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재무구조개선기업에 투자해야 하는 법적인 규제가 존재
한다. 이들을 보면 기촉법상의 부실징후기업, 통합도산법상의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및
파산을 신청한 기업 등이며 부채비율이 업종별 평균 부채비율의 1.5배를 초과하는 기업
등도 재무구조개선기업의 범위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나.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
과거 외환위기 직후에 만들어진 다양한 형태의 기업구조조정 기구들은 이제 거의 다 폐
지되었고 현재 존속하고 있는 제도는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CR-REITs)와 산업발
전법상의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가 있다. 산업발전법상의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CRC) 제도를 대체하여 기업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새롭게 도입된 제도 중 하나가 기업
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이다.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로 간주하며,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와 관련하여 ｢산업발전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자
115) 금융감독원(2011) 참조.
116) 1. 재무구조개선기업이 발행한 증권의 매매. 2. 재무구조개선기업이 채무자인 대출채권 등 채권, 이에 수
반되는 담보권 및 그 밖의 권리의 매매. 3. 재무구조개선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영업권 등 경제
적 가치가 있는 자산의 매매. 4. 자산총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재무구조개선기업에 대한 자
금의 대여 및 지급의 보증. 5. 제3항에 따른 투자목적회사의 지분증권에 대한 투자(자본시장법 제278조
의2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0조의2 제2항 내지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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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시장법에 따른다.117)
산업발전법상의 기업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는 기존 CRC에 비하여 구조조정 대
상 의무투자 비율을 100%에서 50%로 완화하고 유한책임사원의 최소출자금 규모를 자본시
장법보다 완화함으로써 민간자금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자금 확충 등으로 자본시장을
이용한 구조조정을 추진하려는 의도에서 도입된 것이다.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
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로서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사모투자전문회사 재
산의 50% 이상을 투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할 것, 개인인 경우 5억 원, 법인이나 기금 및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10억 원 이상을 각각의 유한책임사원이 출자할 것, 최저 출자금액으
로 15억 원 이상을 갖출 것 등 요건을 충족하는 사모투자전문회사이다. 기업구조개선 사모
투자회사는 2년 이내에 회사재산의 50% 이상을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자본시장법상 사모투
자전문회사의 운용방법으로 투자하여야 한다. 자본시장법상 운용방법 중 사회기반시설투
융자회사가 발행한 증권에 대한 투자는 제외되어 있으며, 구조조정 대상기업118)의 대주주
가 해당기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부동산을 매입하기 위한 투자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119)
셋째로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는 2년 이내에 회사재산의 50% 이상을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투자하여야 한다.120) 이 사모투자전문회사는 ①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대하여
자본시장법 제270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또는 제7호의 방법으로 하는 투자
하고, ②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대주주가 해당 기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부동산을
매입하기 위한 투자 등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대한 경영권 참여 목적 등의 투자로 제한되어
있다.
117) 산업발전법 제20조 제2항 및 제4항.
118) 산업발전법 제21조(구조조정 대상기업의 범위) 구조조정 대상기업이란 금융업 및 보험업(｢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업 및 보험업을 말한다)을 제외한 업
종의 영업을 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한다. 1. 법률 제1001호
어음법 부칙 제83조에 따라 지정된 어음교환소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1회 이상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기업.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 또는 제35조에 따른 회생절차개시를 법원에 신청
하거나 같은 법 제294조 또는 제295조에 따른 파산을 법원에 신청한 기업. 3. 해당 기업의 채권을 가진
금융기관이 부실채권을 정리하기 위하여 그 기업과 경영에 대한 위임계약을 체결하여 관리하는 기업. 4.
해당 기업의 채권을 가진 금융기관 등으로 구성된 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구가 기업 정상화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기업. 5. 영업양도, 합병, 자산 매각 등을 통하여 해당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 또는 경영정상화의 추진(이하 “기업구조조정”이라 한다)이 필요한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
119) 산업발전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120) 산업발전법 제2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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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대상

사모투자전문회사
관련법 자본시장법
-최소출자금액 : 법인 20억 원, 개인 10억 원
투자자 -사원수 제한 : 사원 총수 49인 이내
모집 -동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금융회사 출자
제한 : 전체 출자지분 30% 이내
-사모투자전문회사 존속기간은 설립등기일부터
설립
15년 이내
-신청기한 : 등기일부터 2주 이내
-제출서류 : 등록신청서, 첨부서류(정관, 출자
등록
내역, 3개 연도 제무제표, 대주주내역, 업무
위탁 계약서, 행위준칙, 경력증명서)
-경영권 참여, 사업구조 또는 기업지배구조의
개선 등을 위하여 지분증권 등에 투자 · 운용
하는 투자합자회사로서 지분증권을 사모로만
발행하는 집합투자기구

-자본시장법상 사모투자전문회사로서 일정 요건을
갖춘 사모투자전문회사는 기업구조개선 사모투
자전문회사로 등록 가능
·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사모투자전문회사 재산
의 50% 이상 투자
· 100억 원 이내에서 각각의 유한책임사원이 출자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로 간주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범위
· 금융업· 보험업을 제외한 업종으로 다음 조건
에 해당하는 기업
-어음교환소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1회 이상
거래정지처분 받은 기업
-회생절차개시 신청기업 및 파산 신청 기업
-금융기관이 부실채권정리를 위해 그 기업과 경
영에 대한 위임계약을 체결하여 관리하는 기업
-금융기관으로 구성된 기업이 기업정상화를 추
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기업

-일반 사모투자전문회사 절차를 따름
-지식경제부와 사전협의

- 일반 사모투자전문회사 절차를 따름
- 기업재무안정 사모투자전문회사는 재무구조개
선기업의 경영정상화 및 재무안정 등을 위하
여 투자· 운용하여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모투자전문회사
- 기업구조개선기업의 범위
· 기촉법상 부실징후기업
· 통합도산법상 법원에 회생절차개시 신청 기업
· 통합도산법상 법원에 파산 신청한 기업
· 채권금융기관과 재무구조개선 약정 체결한 기업
· 법인의 합병 · 전환 · 정리 등 구조조정 또는
재무구조개선 등을 하려는 기업
· 기업 재무구조개선 또는 경영정상화 추진
기업으로서 다음 요건 해당 기업
- 자본금 총계가 납입자본금보다 적은 기업
- 부채비율이 업종평균비율의 1.5배 초과 기업
- 어음 부도, 외상매출금, 채무보증 불이행으로
인한 손실액이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의 5%
이상인 기업
- 6개월 이내에 신용평가 회사 둘 이상에서 회
사채 투자부적격 등급을 받은 기업
- 사업연도 말 영업손실이 최근 2년간 계속 발생기업

-일반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절차를 따름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
산업발전법
-유한책임사원 최소출자 금액(유한책임사원이
법인인 경우 10억 원, 개인인 경우 5억 원)
-기금의 출자제한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의 출자특례

- 일반 사모투자전문회사 절차를 따름

- 일반 사모투자전문회사 절차를 따름
- 기금의 기업재무안정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
한 출자제한

기업재무안정 사모투자전문회사
자본시장법

[표 IV-11] 기업구조조정 관련 사모투자전문회사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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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

사원
및 출자

일반 사모투자전문회사

-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 이상
이 되도록 하는 투자 및 임원 임명 등 투자하는 회사
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해 사실상의 지배력 행사가 가
능하도록 하는 투자 등 경영권 참여 목적의 투자
·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
총액의 100분의 10 이상 되도록 하는 투자
· 임원의 임면 등 투자하는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지배력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투자
· 증권에 대한 투자
· 투자 대상기업이 발행한 증권에 대한 투자위험을 회
피하기 위한 투자로서 장내파생상품 또는 장외파생상
품에 대한 투자
·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가 발행한 증권에 대한 투자
· 투자목적회사의 지분증권에 대한 투자
- 옵션부투자의 제한
- 여유자금은 단기대출, 금융기관예치, 증권투자, CD
및 어음에의 운용만 가능
- 사원이 출자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출자한 금액의
50% 이상 출자한 금액을 운용
- 사모투자 전문회사 및 투자목적회사는 6개월 이상
투자 대상기업이 발행한 지분 증권을 소유해야 하며
6개월 미만의 기간 중 그 지분 증권의 처분 금지
- 차입금액 및 채무보증액 합계는 사모투자전문회사의
10% 초과 불가
- 상호출자제한기업의 계열회사인 사모투자전문회사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무한책임
사원인 사모투자전문회사는 다른 회사를 계열회사로
편입한 경우에는 편입일부터 5년 이내에 그 다른 회
사의 지분증권을 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
사가 아닌 자에게 처분하도록 의무화
- 사모투자전문회사가 직접투자대상에 투자하는 방법
외에도 투자목적회사를 통하여 투자하는 방식 인정

- 사원은 1인 이상 무한책임사원, 1인 이상 유한책임사
원, 사원총수는 49인 이하
- 무한책임사원 중 1인을 업무집행사원으로 정함.
- 사원의 출자의 목적은 금전에 한함. 다만 다른 모든
사원의 동의 시 증권 출자 가능
- 동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금융기관은 사모
투자 전체지분의 30%를 초과하여 출자 불가능

- 재무구조개선기업이 발행한 증권의 매매, 채권
및 부동산 매매 등 경영정상화 및 재무안정 목적
등 투자
- 기업재무안정 사모투자전문회사는 기업재무안
정 목적 등의 투자로 운용하고 남은 재산을 증권
및 파생상품, 자금대여 · 지급보증, 단기대출, 금
융기관 예치의 방법으로 운용 가능
- 기업재무안정 사모투자전문회사는 재산을 사원
이 출자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출자한 금액의 50%
이상을 재무구조개선기업이 발행한 증권, 채권
등 매매에 운용
- 차입금 및 채무보증액의 합계는 기업재무안정투
자전문회사 재산의 200%를 초과하지 못함
- 기업재무안정투자전문회사의 경우에도 일반 사
모투자전문회사와 마찬가지로 투자등록회사를
이용하여 재무구조개선기업에 투자 가능
- 기업재무안정 사모투자전문회사의 투자목적회
사는 6개월 미만의 기간 중에는 취득한 지분증권
의 처분 금지

기업재무안정 사모투자전문회사
- Capital call 후 2주 이내 변경등록
- 기업재무안정 사모투자전문회사 재산 운용방법
준수

-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는 2년 이내에
회사 재산의 50% 이상을 산업발전법 제21조의
구조조정대상기업에 투자하여야 함.
· 일반 사모투자전문회사의 투자대상 중 사회
기반시설 투융자회사가 발행한 증권에 대한
투자 제외
· 다만 자본시장통합법 제270조 제1항 제6호
의 투자는 같은 법 제271조에 따른 투자목적
회사가 회사 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같은
법 제270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방법으로 투자를 하는 경우에만 한정

기업재무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
-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 재산 운용

(3) PEF 관련 세제의 문제점
가. 동업기업 과세특례제도상의 문제점
PEF가 선택할 수 있는 동업기업 과세특례제도는 PEF를 도관(conduit)으로 보고, 발생
한 소득을 동업기업 단계에서는 과세하지 않고, 소득 및 손실을 동업자에게 귀속시켜 동업
자 단계에서만 과세하는 제도이다.121) 이와 같은 동업기업 과세특례는 미국의 파트너십
과세체제(Partnership Taxation: Subchapter K)를 벤치마킹하여 도입한 것으로 대표적
인 특성이 바로 투시과세체계(Path-through taxation)에 있다. 이에 따라서 동업기업은
세부담은 경감되고, 동업자별 사업의 전체적인 성과에 부합되도록 과세가 이루어지게 된
다. 특히 PEF는 투자합자회사임에도 불구하고, 공동사업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 이익배당
과 손실배분의 자율성과 유연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받아 동업기업 과세특례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실정이다.122)
동업기업 과세특례에 따라 PEF는 일반 법인으로서 법인세법을 적용받거나, 또는 동업기
업으로서 동업기업 과세특례의 적용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지만,123) 역으로 과거에 선택할
수 있었던 유동화전문회사의 과세특례 방식은 선택할 수 없게 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
다.124) 또한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동업기업 과세특례가 가진 주요 특성이 ‘투시과세임
’
에도 불구하고, PEF를 구성하고 있는 수동적 동업자(유한책임사원, Limited Partner)에
대해서 배분되는 소득 원천 분류는 그대로 ‘투시되지
’
않고 있다. 왜냐하면 현행 조세특례제
한법 제100조의18에 따라 배당소득으로 일원화되어 분류되고 과세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
라서 수동적 동업자는 PEF에서 발생하는 결손금 역시 사실상 PEF를 청산할 때까지 배분받
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어있다.125) 미국에서는 ‘Passive-loss rule’에 따라서 수동적
활동(passive activity)에 대하여 발생한 이익에 대응하여 손실도 반영할 수 있다는 점만
규제하고 있을 뿐이다.126)
121) 조세특례제한법 제10절의 3; 국세청 법인세과, “동업기업 과세특례의 이해”(2009.10.)
122)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 제1항 제3호; 국세청 법인세과, “동업기업 과세특례의 이해” (2009.10.)
123)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7.
124)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2호.
125) 조세특례제한법 100조의18(동업기업 소득금액 등의 계산 및 배분) ① 동업자군별 배분대상 소득금액 또
는 결손금은 각 과세연도의 종료일에 해당 동업자군에 속하는 동업자들에게 동업자 간의 손익배분비율
에 따라 배분한다. 다만, 동업기업의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동업자(이하 이 절에서 “수동적 동업자”라 한다)에게는 결손금을 배분하지 아니하되, 해당 과세연도
의 종료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그 수동적 동업자에게 소득금액을 배분할 때 배분되
지 않은 결손금을 그 배분대상 소득금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하고 배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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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동적 동업자에게 배분되는 소득이 일률적으로 배당소득으로 의제되는 것과 관련하여
이와 같은 세법상의 유형화와 포괄화의 타당한 이유가 제시될 필요가 있다.127) 하지만 현
행 동업기업 과세특례에서는 이와 관련된 명확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동일하지 않은 것을 동일하게 다루면서 조세공평주의에
위반하는 결과를 발생시키고 있다.128) 또한 OECD 모델협약 제10조의해석에 따르게 되면
법인격이 있는 법인으로부터 배분받은 소득을 ‘배당’으로 보고 있는데, 동업기업은 법인격
이 있는 법인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다.129) 그리고 이러한 측면은 외
국 PEF에 투자하는 수동적 동업자가 국내 PEF에 투자하는 수동적 동업자보다 세제상 혜택
을 받기 때문에 동업기업 과세특례 자체가 국내 PEF와 국내 PEF의 수동적 동업자들에
대해서 과세상 불리하게 취급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130)
PEF에 대해서 적용되는 세제는 투시과세이기 때문에 그 구성원이 직접 투자하는 경우와
차별이 없는 상황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고, 외국의 PEF가 적용받고 있는 조세제도와의
국제적 정합성도 확보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수동적 동업자의 소득에 대해서 일률적
으로 배당소득으로 분류하여 과세를 하다 보니 원래 소득의 원천이 가지는 특성이 배당소
득으로 뒤바뀌게 되었고, PEF는 내국법인인 동업자에 대해 소득세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
지 않는 반면, 외국 거주자와 국내 개인 거주자들에 대해서는 소득세 원천징수의무를 부담
하게 되는 등 절차상 복잡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131) 또한 수동적 동업자인 유한책임사
원의 경우에는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도입한 2009년 이전의 경우와 크게 달라진 바 없는
상황인데, 왜냐하면 법인세법 제51조의2에 따라 유동화전문회사의 배당금 소득공제 방식
을 적용받던 경우와 사실상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M&A 활성화 방안에 따라 PEF에 적용되는 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바로 투시
과세의 특성에 부합하는 동업기업 과세특례제도 완비가 필요하다. 즉 능동적 사업자와 수동적
사업자 모두에 대해서 소득 원천에 따른 분류가 그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투자에서 발생하고 있는 손실 역시 과세연도별로 배분받을 수 있는 구조를 갖추는 것이다.132)
126) Internal Revenue Code Sec. 469(c).
127) 박종수(2004) 참조.
128) 김도형(2013) 참조.
129) 박종수･장재형(2012) 참조.
130) 김도형(2013) 참조.
131) 이준규･이상도(201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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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업재무안정 PEF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에서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가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에 대해서 해당 기업이 익금을 3년 거치 3년 분할의 익금산입 방식을 채택할 수 있도록
과세특례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의 합리성을 판단하는 것과는 별도로 해당 과
세특례조항에서는 기업재무안정 PEF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와 동일한 역할과 기능을 하
는 경우에 대한 별도의 배려는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133)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로부터 투자를 받게 되는 대상 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의
적용 대상에 해당되게 된 이유는 이른바 건강한 기업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회생군(群)에
속하는 기업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뿐만 아니라, 기업재무안정 PEF
가 동일하게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면, 기업재무안정 PEF가 투자한 구조조정 대상기업
에 대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가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을 이유는 없다. 특히 과세혜택
의 적용에 있어서도 조세공평주의가 적용될 여지가 있다는 점과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실질과 기업재무안정 PEF의 실질이 동일하다는 현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4. 미국과 EU의 PEF 운용현황 및 규제현황
(1) 미국의 PEF 규제
가. 최근 미국 PEF 법제의 변화
헤지펀드를 비롯하여 PEF의 활발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미국의 PEF는 각종 연방
증권법상의 면제 규정을 적용받아 등록 및 운용, 공시 등에 있어 감독기관의 규제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다134). 2010년 제정된 도드-프랭크법(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 이전에는 사모펀드(private fund)에 대한 법적 정의규정조차
132) 손영철･서종군(2012) 참조.
133)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② ｢기업구조
조정 투자회사법｣에 따른 약정 체결 기업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로부터 채무를 출자로 전환 받는 과정에
서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는 경우 그 채무면제익은 제1항을 준용하여 익금에 산입한다.
134) 미국의 PEF가 각종 규제영역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일차적으로 PEF가 미국 연방 증권관련 법률
상의 등록 등 각종 규제 제외조항을 이용하여 그 규제를 회피하였던 것에 기인하며, 미국 금융감독당국
도 PEF의 특성 및 경제적 활용을 고려하여 법률상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그러한 규제 회피에 대한 특
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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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전문투자자와 PEF 운용사 간 사적 계약을 통해 사모방식으
로 자금을 조달하여 고수익의 대체투자(alternative investment)를 수행하는 비규제펀드
(unregulated fund)로 통용되었을 뿐이다. 이와 같이 미국에서 PEF의 결성 및 운용에 상당
한 자율성을 부여한 근저에는 PEF가 지닌 경제적 순기능에 대한 긍정적 이해와 더불어
PEF 투자자의 전문성을 인정하여 투자자 보호가 불필요하다는 인식이 전제되어 있었다.
하지만 1998년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Long Term Capital Management: LTCM)’ 파산
사태135) 이후 이어진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도드-프랭크법을 통해 PEF 운용사에 대한 규
제가 상당 부분 강화되었다. 사모펀드에 대한 정의 규정도 마련되었는 바136) 이는 PEF를
규제영역에 포함하겠다는 미국 금융감독당국의 규제 관점의 변화를 보여준다.
이후 도드-프랭크법 등 각종 미국의 PEF 관련 법제 및 규제를 검토함으로써 우리나라의
PEF 규제개선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다만 여기서 간과해서 안 될 것은 미국의
PEF 규제가 강화되었다고 하나 현재 우리나라 PEF 규제에 비하면 전반적으로 규제 강도가
약하다는 것이다. 또한 미국 PEF의 경우 과도한 위험 추구가 문제가 되었으나 우리나라의
PEF는 지나치게 위험을 회피하는 성향이 커 모험자본(risk capital)의 공급자로서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이다.137) 이러한 측면에서 미국의 PEF 규제 강화에 대한
135)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란 1997년 옵션가격결정모델로 노벨경제학상을 받았던 마이런 숄즈(Myron
Samuel Scholes)와 로버트 머튼(Robert C. Merton), FRB 부의장이었던 데이비드 뮬린스(David
Mullins)이 참여한 미국의 대형 헤지펀드이다. 1998년 러시아의 모라토리엄 선언으로 막대한 파생상품
금융손실로 파산하였는바 당시 LTCM은 자기자본은 47억 달러에 불과하였지만 레버리지를 이용하여 운
용자산 규모는 약 1,250억 달러, 이로 인한 파생금융포지션은 1조 2,500억 달러에 달하였다고 한다.
136) 사모펀드(private fund)란 1940년 투자회사법(Investment Company Act of 1940) sec. 3에서 정의한
투자회사로서 1940년 투자회사법 sec. 3(c)(1) 또는 sec. 3(c)(7)에 해당하는 펀드이다(sec. 402(a)).
3(c)(1) 펀드와 3(c)(7) 펀드는 투자회사이지만 SEC에 등록을 포함한 각종 규제를 받지 않는 펀드이다.
1940년 투자회사법 sec. 3(c)(1)의 펀드는 투자자의 자격과 관련 없이 사모에 의한 100명 이하의 투자
자로 이루어진 펀드를 의미하며, sec. 3(c)(7) 펀드는 사모방식으로 적격매입자(qualified purchasers)
만을 대상으로 증권이 판매되는 펀드이다. 적격매입자(qualified purchaser)란 500만 달러 이상의 투자
잔고를 보유한 개인, 2,500만 달러 이상의 투자 잔고를 가진 기관투자가 등을 의미한다(sec. 2(a)(51))
137)

<PEF 투자 평균 차입 비율(미국은 buyout, 우리나라는 PEF 전체의 차입비율)>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우리나라
N/A
N/A
N/A
N/A
16.3%
27.7%
34.7%
미국
156%
186%
213%
194%
203%
133%
96%

2010
49.1%
127%

자료: 금융감독원(2011), S&P Leveraged Loan(2011)/박용린･천창민･안유미(2012) 재인용.

우리나라는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차입을 300%까지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PEF 차입률은 경제적 관점에서 거의 위험이 없는 수준이다. 한편 차입률이 우리
나라에 비해 상당히 높은 미국의 경우 차입에 대한 공시 및 보고의무 규제는 있으나 구체적인 제한 기
준은 법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일례에서 우리나라와 미국 간 PEF 규제 관점 및 강도의 차이를 짐작해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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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를 일차원적으로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다만 이미 PEF의 활성화 및
그 폐해를 경험한 미국의 PEF 규제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PEF 시장의 발전과
성장을 도모하고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규제 개선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나. 등록규제
미국의 경우 ‘PEF 자체’는 1940년 투자회사법(Investment Company Act of 1940)상의
등록 면제요건을 충족함으로써 등록을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이를 운용하는
‘PEF 운용사’는 원칙적으로 등록을 하여야 한다.
PEF는 투자회사이지만 소수투자자 요건 혹은 적격매입자 요건을 통해 등록을 면제 받음
으로써138) 1940년 투자회사법상 각종 규정139)을 적용받지 않는다. 하지만 이를 운용하는
PEF 운용사는 원칙적으로 등록을 하여야 하며 예외적으로 면제받고 있다. 즉 1940년 투자
자문업자법(Investment Advisers Act of 1940)상 투자자문업자는 원칙적으로 SEC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또는 州정부에 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된 투자
자문업자는 공시 설명서 제공 의무, 성과 보수 금지 등 관련 규정에 대한 적용을 받는다.
그러나 동법 sec. 203(b)에서 등록이 면제되는 자문업자를 열거하고 있는바 그동안 PEF
운용사는 이를 통하여 등록을 면제를 받아왔다. 하지만 도드-프랭크법 제정140)으로 인해
등록 면제요건이 상당히 축소됨에 따라 이제 대부분의 중･대형 PEF 운용사는 동법상 등록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도드-프랭크법은 15인 미만의 고객 대상 사모 투자자문사
(private investment adviser)의 등록 면제규정을 폐지(sec. 403)하면서, 이를 외국인 사
모펀드 운용자(foreign private advisers)에 대한 등록 면제규정으로 대체하였다. 한편 州
정부 증권 감독당국에서 담당하던 운용자산 2,500만 달러 이하의 소형 투자자문업자에
대한 등록을 1억 달러 이하로 상향 조정하고(sec. 410(2)), 운용자산 1억 5,000만 달러 미만
의 사모펀드만을 운용하는 자문업자에 대한 등록을 SEC에서 州정부로 이전(sec. 408)하였
다. 이로 인해 기존 SEC 등록 투자자문업자의 40% 이상이 州정부 감독 관할로 이전되어
138) 자세한 사항은 주 3) 참조.
139) sec.30 연차 보고서 제출 등 공시의무, sec.12(1) 신용에 의한 증권 매수 및 증권의 공매도 등에 대한
제한 등 각종 운용규제, sec.18 재무구조, sec. 10 지배구조 등.
140) 도드-프랭크법 제4편 “Regulation of Advisers to Hedge Funds and others”를 통하여 PEF 운용사에
대한 등록의무 등 전반적인 PEF 규제내용을 강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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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로 하여금 중대형
․
PEF 운용사에 대한 집중적인 감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141).
하지만 벤처캐피탈 펀드(Venture Capital Funds) 자문업자(sec. 407), 중소기업투자회사
(Small Business Investment Company) 자문업자에 대한 등록(sec. 403)은 면제하였는데,
이는 신생벤처기업 및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에서 비롯된 것
이다.
한편 미국 PEF의 전문투자자(accredited investor) 기준은 주거지 부동산을 제외한 본인
또는 배우자와의 합산 순자산이 100만 달러 이상인 개인, 최근 2년 평균 연봉이 20만 달러
이상인 개인(또는 배우자와의 합산 연봉이 30만 달러 이상인 개인), 자산 500만 달러 이상
의 기금 및 비영리단체 등과 은행, 보험사, 등록 투자회사 등 법인이다(Regulation D Rule
501). 도드-프랭크법은 제정 이후 4년간 개인 전문투자자의 순자산을 100만 달러로 유지하
되 이후 4년마다 SEC로 하여금 자연인인 개인의 기준을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sec. 413).142)
다. 공시규제
상설한 바와 같이 도드-프랭크법 제정 이전 대부분의 미국 PEF 운용사는 1940년 투자자
문업자법상 면제규정을 통하여 등록을 하지 않아 이에 대한 각종 기록 및 보고의무를 부담
하지 않았다. 그러나 도드-프랭크법이 1) 투자자문업자의 등록면제 요건을 축소하는 한편,
2) 등록 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기록 및 보고 규제를 강화하고, 3) SEC에 자문업자에 대한
특별 검사권 등을 부여함에 따라 중･대형 PEF 운용사 대부분은 등록 의무를 부담하고 각종
강화된 공시규제를 적용받게 되었다.
우선 PEF 운용사는 SEC에 해당 PEF에 대한 기록을 보존(maintain)하고 해당 서류를
제출(file)하여야 한다(sec. 404(2)). 제공되어야 하는 정보의 구체적인 내용은 ‘운용자산,
부외(off-balance-sheet) 레버리지를 포함한 레버리지의 사용, 거래 상대방 신용 위험 익
스포져 및 거래･투자 포지션, 가치평가 정책과 실행, 보유 자산의 유형, 부속 서한(side

141) 미국의 투자자문업자 규제는 투자자문업자감독조정법(Investment Advisers Supervision Coordination
Act of 1996)에 따라 연방과 州로 이원화되어 있는바 도드-프랭크법 제정 이전 전체 펀드 자산규모 2,500만
달러 미만인 소형 투자자문업자는 州 증권 감독당국에 등록하고, 2, 500만 달러 이상이거나 등록투자회사
를 자문하는 투자자문업자는 SEC에 등록하도록 하였다. 김갑래(2009).
142) 순자산 및 연봉, 배우자 합산 등 다양한 기준을 제시하면서 정기적으로 그 기준을 수정하도록 한 미국에
비하여 우리나라의 PEF 투자자 기준은 단순하며 행정 편의적이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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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tter) 또는 이면 합의(side arrangement), 투자 관행, SEC가 투자자 보호 및 시스템 리스
크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한 정보 등’이다. 또한 2011년 6월 SEC는 투자자문업자
공시서류(Form ADV) 관련 규칙을 개정하여 PEF 운용사가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의 내용을
확대하였다143). Form ADV는 PEF의 명칭, 사법 관할권, GP, 수탁인, 이사 등 인적사항,
모자형 펀드인지 여부, 펀드 투자정책(헤지, PE, 부동산 등으로 분류)144), 펀드 총 자산
가치, 자문업자 및 그 관련자-해외펀드-공모재간접펀드가 실질적으로 소유한 해당 펀드
자산 비율, 이해충돌 상황 발생 시 자문업자의 업무관행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투자자문업
자는 비자문활동 내용까지 포함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바 후술하는 Form PF와
같이 비공개(confidential)가 아니라 공개가 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한편 SEC는 자문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PEF 관련 모든 기록들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조사
하여야 하며, 공익, 투자자 보호 및 시스템 리스크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추가･
기타 검사를 수행할 수 있다(sec. 404(2)(6)(A)). 이때 SEC가 수집한 정보는 PEF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시스템 리스크 평가 관리를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의회 등과 공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정보는 기밀로 유지(confidential)되어야 한다.
또한 2011년 10월 30일 SEC와 CFTC(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ission)는 도
드-프랭크법 제404조, 제406조의 위임을 받아 PEF 운용사의 보고의무를 강화하는 규칙을
제정하였다.145) 이는 운용자산 15억 달러 이상146)의 PEF 운용사 등을 대상147)으로 새로운
143) Rules Implementing Amendments to the Investment Advisers Act of 1940, IA-3221, Davis Polk,
SEC Issues Final Rules Implementing Dodd-Frank Amendments to the Investment Advisers Act
of 1940, June 29, 2011.
144) 우리나라의 경우 사모펀드는 설립 시부터 헤지펀드인지 PEF(기업인수형) 펀드인지 등 구체적인 형태를
정하여 해당 펀드에 규정된 인가 또는 등록을 받아야 한다. 펀드 운용자가 아닌 펀드 자체를 중심으로
규율되는 체계 내에서는 펀드 형태별로 각각 운용 및 공시 규제를 적용받는 칸막이 규제가 당연한 귀결
일 것이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 헤지펀드, 부동산펀드, 기업인수형(buyout fund)펀드, 메짜닌펀드 등 펀
드 형태는 투자정책일 뿐이다. 등록받은 투자자문업자는 자신의 투자 역량에 따라 헤지펀드를 운영할
수도 때론 기업인수형 펀드를 운용할 수 있다. 펀드 자체가 아닌 펀드 운용자를 중심으로 규제되고 있
는 시스템이기에 가능한 것이다. 물론 자금 모집 시부터 해당 펀드의 투자정책 즉 그 형태가 정해지긴
하지만 칸막이가 아닌 통합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미국의 사모펀드 시스템은 우리나라에 비해 상당한 유
연성을 가지고 있다는 장점이 있다.
145) Reporting by Investment Advisers to Private Funds and Certain Commodity Pool Operators and
Commodity Trading Advisors on Form PF; Joint Final Rule, IA-3308, Effective Date: March 31,
2012 for CEA rule 4.27, Advisers Act rule 204(b)-1 and Form PF.
146) SEC는 Form PF 도입과 관련하여 사모펀드 운용자산별 각기 상이한 규제를 규정하였는바 “regulatory
assets under management”(일명 RAUM)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였다. 이는 레버리지나 공매도, 차용금을
공제한 총 자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RAUM은 사모펀드 내 투자자들의 출자되지 않은 자산을 포함한다.
ey.com “Risky reporting: Form PF in a nutsh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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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양식인 Form PF 제출을 의무화한 것으로 시스템 리스크에 영향을 미치는 대형 PEF
운용업자에게 보다 강화된 보고의무를 부여한 것이다. SEC에 등록된 PEF 운용사는 금융안
정감독위원회(Financial Stability Oversight Council: FSOC)의 시스템 리스크 감독업무
를 위하여 Form PF를 IARD(Investment Adviser Registration Depository) 플랫폼을 통
하여 연간 1회, 해당 회계연도로부터 120일 이내 정기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해당 PEF
운용사는 PF form section 1a, 1b를 통해 자신이 운용하는 모든 펀드의 순자산･총자산,
펀드 차입 총액 및 채권자 관련 사항, 최상위 5인 투자자가 보유한 펀드의 비율, 외국인･브
로커-딜러･사모펀드 등 각 투자자 그룹별 펀드 소유 지분, 투자자에게 보고되는 업무 성과
를 비롯하여 자문업자 및 관련자 전원에 대한 인적사항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운용자산
20억 달러 이상의 PEF는 추가로 PF form section 4를 제출하여야 하는바 portfolio
company 채무에 대한 펀드, 자문업자, 자문업자 관계자의 보증 정도, 최근 대차대조표상
portfolio company의 장기 채무와 현재 채무에 대한 정보, portfolio company에 공동 투자
하는 관련자 정보, bridge financing을 제공한 기관 정보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20억 달러
이상의 소수 대규모 PEF 운용사가 미국 사모펀드 산업 자산의 75%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므
로 강화된 보고･등록 의무를 적용받을 자문업자는 약 150여 개로 예상되고 있다.148) Form
PF상의 정보에 대해서는 비공개(confidential)가 원칙이다.
라. 운용규제
미국의 PEF 규제는 PEF 운용 자체에 관해서는 특별한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도드-프랭크법 sec. 411에서는 SEC로 하여금 등록된 PEF 운용
사가 독립 공인회계사(independent public accountant)에 의한 검증을 포함하여 보관 중
인 고객자산에 대하여 안전보호조치를 수행하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도록 규정하였다.
보수와 관련하여 등록이 면제된 투자자문업자를 제외한 모든 자문업자는 자본이득
(capital gain) 혹은 자본평가(capital appreciation)의 지분(share)에 기초한 성과보수를
받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1940년 투자자문업자법 sec.205(a)(1)).149) 성과보수가 투자자
147) Form PF를 제출해야 하는 투자자문업자는 SEC에 등록이 요구되는 등록 투자자문업자로서 최근 회계연
도 운용자산이 최소 15억 달러이며 1940년 투자회사법 sec.3(c)(1) 혹은 sec.3(c)(7)상의 투자회사인 사
모펀드를 한 개 이상 운용하는 자문업자를 의미한다.
148) Preqin.
149) 등록된 자문업자는 개인고객에게 계속적 자문을 제공할 경우 고정된 보수를 받거나 운영자산 총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보수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석명철(200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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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업자에게 과도한 위험을 부담하면서까지 고객자금을 운용할 유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150) 하지만 SEC는 이러한 보호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적격고객
(qualified client)’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어 성과보수를 허용하였는바(rule 205-3), 대부
분의 PEF는 이러한 적격고객을 대상으로 운용하였기에 성공보수 금지에서 제외되었
다.151) 하지만 SEC는 2012년 5월 성공보수 관련 규칙을 개정하여 적격고객 운영자산 기준은
75만 달러에서 100만 달러로, 순자산 기준(투자자의 주택은 제외)은 150만 달러에서 200만
달러로 상향 조정하였다.152)153) 결과적으로 자문업자의 성공보수 수급범위는 축소되었다.
한편 미국의 경우 기존의 완화된 PEF 규제 경향에서도 상당 기간 PEF에 대한 일반광고
및 투자권유를 금지하여 왔다. 하지만 2012년 4월 신성장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하
여 제정된 Jumpstart Our Business Startups Act(JOBS 법)는 일정 요건하에 사모펀드의
일반광고 및 투자권유를 허용하도록 SEC에 위임하였다(sec.201(a)(1)). 이에 2013년 7월
사모발행증권에 대한 일반광고 및 투자권유를 허용하는 내용의 관련 규칙이 개정되었
다.154) 즉 투자위험 감수 능력이 있는 투자자에 한하여, 합리적인 확인 절차를 통해 판매되
는 것을 전제로 사모펀드에 대한 일반광고 및 투자권유를 허용한 것이다. Regulation D를
개정하여 일정 절차를 통해 확인된 적격투자자(accredited investor)에 대한 일반광고 및
투자권유를 허용하고, Rule 144A를 개정하여 증권매수인이 적격기관투자자(Qualified
Institutional Buyer, 이하 QIB)155)이거나 그러하다고 합리적으로 믿어지는 경우 투자권
유행위를 허용하였다.
또한 도드-프랭크법은 은행지주회사법(bank holding company act of 1956) 제13조를
개정하여 은행업체(banking entity) 및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으로 FSOC의 지정을
받은 비은행금융기관이 PEF 혹은 헤지펀드에 대한 투자 및 운용을 하는 것을 금지156)하였다.157)
150) H.R. Rep. No. 2637, 76th Cong.,3d Sess. 29(1940)
151) 미국은 성과보수를 받을 수 있는 고객을 일정 자산 이상을 보유한 자산가에 한정하면서 자문보수계약을
통해 성과보수를 지급하나, 우리나라는 사모투자전문회사의 개인투자요건이 최소 출자가액 10억 이상이
라는 점과 정관을 통해 성과보수를 포함한 보수 지급이 정해진다(자본시장법 272조 11항)라는 점에서 차
이가 있다.
152) Investment Adviser Performance Compensation, IA-3372, Effective Date: May 22, 2012.
153) 도드-프랭크법은 제정 이후 1년 이내 및 그 후 5년 단위로 인플레이션을 고려하여 이 기준을 재조정하
도록 규정하였다(sec. 418).
154) Eliminating the Prohibition Against General Solicitation and General Advertising in Rule 506 and
Rule 144A Offerings, 33-9415, Effective Date: September 23, 2013.
155) 적격기관투자자(Qualified Institutional Buyer)란 1억 달러 이상의 유가증권을 소유 또는 투자하고 있는
기관투자자, 브로커 및 딜러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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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럽의 PEF 규제
가. 최근 유럽 PEF 법제 현황 및 변화
EU는 지난 2011년 6월 UCITS 펀드158)를 제외한 PEF, 인프라펀드, 부동산펀드, 헤지펀
드와 같은 non-UCITS 펀드를 운영하는 운영자에 대한 지침인 Alternative Investment
Fund Manager Directive(대체투자펀드 운용자 지침)를 제정하였다. 유럽 내 UCITS 펀드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대체투자펀드 운용자에 대한 통일된 규제체계가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159)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및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AIFM
D160)를 마련한 것이다.
156) 또한 은행업체 등이 자기계정으로 트레이딩 업무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를 입법한 전 FRB 의장의
이름인 Paul Volcker를 붙여 볼커룰이라 지칭하고 있다. 김수연(2011) 참조.
157) 우리나라의 경우 은행이 PEF에 투자하는 것이 허용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PEF의 업무집행사원이
되는 것도 허용된다. 볼커룰은 금융기관의 고위험 투자 성향을 적절 수준으로 유지함으로써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다. 미국과 달리 은행 및 은행계 증권사들이 자본시장에서 강한 영향력을 미
치고 있는 우리나라에 있어 볼커룰은 자본시장의 성장 잠재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상당하므로 이에 대한
도입 논의는 아직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 신보성(2010) 참조.
158) UCITS 펀드는 1985년 UCITS(Undertakings for Collective Investment in Transferable Securities) 지침에
근거하여 설립되고 EU 역내 회원권내에서 자유롭게 매매가 가능한 펀드이다. UCITS 지침은 공모방식으로
투자자금을 모집하는 개방형 펀드를 운용하는 자산운용사와 펀드에 대한 등록 및 인가. 투자기능 자산, 영
업활동, 수탁자(depositary)의 의무와 역할, 이에 대한 감독 및 정보공시에 대한 규정 등을 포함하고 있다.
김종민(2012) 참조.
159) EU는 일부 유럽 국가들의 민간은행 파산 및 채무위기 사태의 원인을 헤지펀드의 주식･국채에 대한 무
차입 공매도(naked short-selling), 국채에 대한 투기적인 신용부도스왑(CDS) 거래 등으로 파악하였다.
한국금융연구원 주간금융브리프 19권 22호.
160) AIFMD의 구성 및 체계는 다음과 같다.
장
1. 총칙
2. 인가(authorization)
3. AIFM 운영
4. 투명성 요건
5. 특수유형의 AIF을 운영하는 AIFM
6. EU 내 AIF 판매･운용에 대한 AIFM 권리
7. 비EU 국가에 대한 특칙
8. 일반투자자(retail investor)에대한판매
9. 감독
10. 경과규정 및 기타

조항
1~5조: 지침의 규율 대상 범위 및 정의규정
6~11조
12~17조: 이해상충, 위험관리, 유동성관리, 보수 등
18~19조: 조직요건으로서 일반 원칙 및 가치평가
20조: AIFM의 업무위탁규칙
21조: 수탁기관규칙
22~24조
25조: 레버리를 사용하는 AIF 운영자
26~30조: 비상장회사의 지배권을 취득하는 PEF 의무
31~33조: EU 내 EU AIF 판매･운용에 관한 AIFM의 권리
34~42조: 비EU 국가에 대한 특칙
43조: 일반투자자에 대한 판매
44~55조: 권한 있는 감독기관의 지정, 권한 등
56~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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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lternative Investment Fund)란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투자자의
이익을 위한 전략에 따라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및 투자실(investment compartment)로
사실상 UCITS가 아닌 모든 펀드는 AIF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4조 1항 a호).161) AIFM은
AIF를 운용하는 자이며 AIF 판매(marketing)란 AIF 운용자가 자신이 운용하는 AIF 증권
을 EU 내에 거주하거나 등록사무소를 가진 투자자에게 모집하는 것을 의미한다(4조 1항).
AIFMD는 AIF, AIF 운영자, AIF 판매지역 3가지 요건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EU 회원국과
관련 있는 경우 적용된다(2조 2항).
2010년 11월 11일 유럽 의회의 승인을 거쳐 2012년 11월 시행된 AIFMD는 2013년까지
EU 회원국 국내법상 반영 절차를 거친 후, 2015년 passport 조항의 확대 실시를 통해 비EU
AIF에게도 판매를 허용할 예정이다.162) 2014년 7월까지 AIFM 지침에 따라 인가하여야
하는 영국의 PEF 운용사들은 AIFM 지침으로 인한 규제 부담으로 EU의 대체투자펀드 산업
의 경쟁력이 상당히 약화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EU 내에서 활동하는 비EU AIF 운용자의
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163)
나. 진입요건
우선 유럽연합 내에서 EU･비EU AIF를 운영하는 AIF 운용사는 반드시 인가
(authorization)를 받아야 한다.164) 다만 예외적으로 운용자산이 1억 유로이거나, 차입
없이 펀드 투자일로부터 5년간 환매권 없는 폐쇄형 펀드로서 운용자산이 5억 유로 이하인
소규모 AIF 운용사의 경우 설립지 회원국(home member state)의 감독기관에 등록
(registration)할 수 있다(3조 2항).165) 인가신청서에는 운용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인적사
항, AIF 운용사의 주주, AIF 운용사의 조직형태, 보수정책과 더불어 운용하는 AIF의 형태
및 리스크 프로파일, 레버리지의 활용 등과 같은 AIF의 투자정책, AIF의 정관, 수탁약정에
관한 정보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7조).
161) EU가 별도의 입법을 하고 있는 벤처캐피탈 펀드와 사회적 기업 펀드를 제외하고 UCITS가 아닌 사실상 모든
펀드는 AIF에 해당한다. 천창민(2012a) 참조.
162) Deloitte(2010) 참조.
163) Deloitte(2012) 참조.
164) Ernst&Young, “AIFM Directive has passed challenges and change for private equity fund managers
going forword”, PE Alert, November, 2010.
165) 하지만 등록을 받은 PEF는 지침이 규정하는 EU 내 운영 및 판매 passport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바 등록･인가에 따라 PEF 규제 적용에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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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AIFMD는 건전성 관리를 위하여 AIF 운용사에 상당히 강화된 자본금 요건을 부여하
고 있다. 즉 자신의 AIF을 운용할 경우에는 30만 유로, 외부 AIF을 운용할 경우에는 12만
5,000유로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한다. 만일 AIF의 포트폴리오의 가치가 2억 5,000만 유로
를 넘을 경우에는 2억 5,000만 유로 초과금액의 0.02%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기재산으로
추가 적립하여야 한다. 단 설립자본과 추가적립 자본의 총합이 1,000만 유로를 초과하는
경우, 그 이상을 적립할 것을 강제할 수는 없다. 한편 AIF 운용사의 자기재산은 전년도
고정비의 25%를 초과하여야 하며 자기재산과 추가 적립된 자기재산은 투기적 포지션이
아닌 단기간 쉽게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자산에 투자되어야 한다. 또한 예기치 못한
AIFM의 업무수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책임배상을 위하여 업무책임배상보험(professional
indemnity insurance)을 가입하거나 이에 대한 추가적인 자기재산을 보유하도록 하고 있
다(9조).166)167)
AIF 투자자는 원칙적으로 정부, 중앙은행, 금융기관, 집합투자기구, 연금펀드, 대형법인
등 전문투자자에 한하여 가능하다. 법인의 경우 자산 2,000만 유로 요건, 순 매출 4,000만
유로 요건, 자체기금 200만 유로 요건 가운데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한 대형법인을 의미한다.
일반 개인투자자의 허용 여부는 설립지 회원국의 자율에 위임하고 있는바(43조) 이탈리아,
아일랜드, 스페인 등에서는 최소 50만 유로 이상의 개인일 것을 요구하나 스웨덴, 스위스,
룩셈부르크 등에서는 별도의 제한이 없다.168)
다. 공시규제
공시규제와 관련하여 AIF는 1) 감독당국에 대한 연차보고서 및, 2) 투자자에 대한 공시를
비롯하여, 3) 비상장회사 주식의 취득과 관련하여 특별한 보고의무를 부담한다. 우선 EU
AIF 및 EU에서 판매되는 AIF는 설립지 회원국 감독당국에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연차보고서는 대차대조표, 해당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 영업활동 보고서, 보수의 총합
등이 기재되어야 하며 회계 관련사항에 대해서는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아야 하는데 투자
자는 요청한 경우에만 제공된다(22조).
166) 천창민(2012b).
167) PEF 운용사에 대해 1억 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요구하고 EU는 우리나라에 비하여 상당히 강력한 자기자
본 요건을 부여하고 있는바 우리나라도 PEF 산업의 괄목한 성장을 전제로 건전성 제고를 위하여 운용
사에 상당한 자기자본의 적립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168) 송홍선(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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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AIF 운용사는 AIF의 증권 모집 이전 AIF 정관에 따라 투자자에게 일정 사항을 공시
하여야 한다. 투자자에게 공시되는 사항은 AIF가 투자하는 자산의 형태, 레버리지의 형태
와 출처, 이에 내재된 위험 및 레버리지 최고 한도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AIF의 투자정
책, AIF의 투자정책 변경 시 절차, AIF의 사법관할, 적용법규 등 법적 관련사항, AIF의
운용사 및 AIF의 감사, 수탁자 등에 관한 사항, AIF의 유동성 위험 관리, 투자자가 부담하
는 수수료, 비용 등의 총합 등이다(23조).
한편 AIF 운용사는 해당 AIF가 지배권 확보 여부와 상관없이 비상장회사의 주식을 취득
하거나 처분하게 되는 경우 그 변동사항을 AIF 운용사의 설립지 감독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즉 AIF 운용사가 보유한 비상장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비율이 10%, 20%, 30%,
50%, 75%가 되는 경우 보고하여야 한다.169) 또한 AIF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비상장회사를
지배170)하게 된 경우 그 AIF 운용사는 그 비상장회사, 비상장회사의 주주 및 근로자 대표,
AIF 운용자의 설립지 감독기관에 AIF에 의한 지배 사실 등 관련 정보를 통지하여야 한다
(27조). 뿐만 아니라 회사의 지배권을 취득한 AIF 운용자는 AIF 운용사 자신에 대한 정보
및 AIF과 회사 간 이해상충 관리 및 방지정책171)을 수립하여 당해 회사의 주주 및 AIF
운용자 설립지 감독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28조).
라. 운용규제
AIF 운용사는 포트폴리오 관리를 포함한 운용 업무와 리스크 관리 업무 간 기능적･위계
적으로 분리하여야 한다. 또한 AIF 운용사는 투자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리스크에
대하여 관리･감독･평가를 수행하는 리스크 관리 체계를 마련하여 적어도 1년에 한 번 이상
주기적으로 해당 리스크 정책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15조).
또한 AIF 운용사는 서면계약을 통해 단일의 수탁기관(depositary)을 선정하여야 하는데
수탁기관은 AIF cash flow에 대한 감독 및 AIF 자산의 보관 및 기록 관리, AIF 증권의
매매, 환매 등 업무에 대한 감시를 수행한다(21조).
한편 AIF 운용사는 AIF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임직원 유형에 따른 보수 정책을 마련하
169) ECVA “AIFMD Essentials”, July 2013.
170) 비상장회사에 있어 ‘지배’란 의결권 있는 주식의 과반수를 취득한 것을 의미한다. 한편 상장회사(issuer)에
있어 ‘지배’란 공개매수지침(Directive 2004/25/EC, (2003) OJ L 124/36) 제5조 제3항에 따라 결정된 기
준을 의미한다. 천창민(2012b) 참조.
171) 근로자와의 소통 및 정보교류에 관한 정책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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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이를 수행하여야 한다. 총 보수 산정에 있어 고정 및 가변요소가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바 가변 요소의 50%는 해당 AIF 증권이나 소유권, 주식연계증권이나 동가치의 비현금성
상품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또한 가변보수의 40%는 최소 3년에서 5년 거치되어야 하는데
고정 및 가변 요소를 구분한 보수액은 해당 AIF의 연차보고서에 공시된다(13조).172)
AIF가 회사의 지배권을 취득한 이후 24개월 동안 해당 AIF 운용사는 배당173), 감자,
주식상환 및 자사주 매입을 지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
(best efforts)을 다하여야 한다(30조 1항).
AIF 운용사는 투자자에게 레버리지에 관한 상세한 사항에 대한 공시하여야 할 뿐 아니라
설립지 감독당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레버리지에 관한 사항을 대한 보고의무를 부담한다
(24조). 또한 AIF 운용사는 레버리지 최고한도에 대한 준수여부 및 그 합리성을 감독기관
에 입증하여야 하며, 금융시스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예외적인 경우 설립지 회원국의
감독기관은 해당 AIF의 레버리지 한도를 감축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25조 3항). 이때
설립지 회원국의 감독기관은 AIF 운용사의 레버리지 정보를 다른 회원국의 감독기구, 유럽
증권시장감독기구(ESMA), 유럽시스템리스크위원회(ESRB)에 제공할 수 있다(25조 2항).
AIF 운용자의 설립지 회원국 감독기관에 인가된 AIF 운용사는 2013년부터 상호인증제
도(passport)를 통하여 EU 회원국의 전문투자자(professional investor)174)에게 EU AIF
를 판매할 수 있으며, 비EU AIF는 사모를 허용하는 EU 회원국에서 사모의 방법으로만
판매가 가능하다.

(3) 미국･유럽 PEF 규제의 특징 및 시사점
앞서 살펴본 미국 도드-프랭크법상 PEF 규제는 기존 규제영역의 밖에 있었던 PEF를
규제대상으로 포섭하면서 각종 등록 및 공시 규제를 통하여 ‘PEF 운용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미국은 PEF 운용사에 대한 규제 강화 추세 속에서도 PEF
자체는 사실상 여전히 규제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175) 기본적으로 미국은 펀드 자체가
172) 천창민(2012a).
173) 이때 배당은 회사의 연간 계정상 순자산이 법률에서 분배를 금지한 유보금을 합한 약정자본금보다 낮아
지거나 낮아질 수 있는 배당을 말한다. 박용린･천창민･안유미(2012) 참조.
174) The Markets in Financial Instruments Directive(MiFID) 2004/39/EC상의 professional client와 동일한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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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닌 운용사를 대상으로 규제체계를 정립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와 같이 PEF에 대한 수많
은 운용규제를 찾아볼 수 없다.
한편 미국은 PEF에 대한 직접적인 운용규제가 아닌 미국 금융시장의 시스템 리스크 감
시･관리 목적으로 PEF 운용사의 Form PF 보고의무 강화 및 banking entity가 PEF에
투자하거나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볼커룰을 마련하였다. 각종 PEF 운용자에 대한 규제
강화 속에서도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벤처캐피탈 펀드의 투자자문업자 등록의무를 면
제하였으며, 엔젤투자의 위축을 우려하여 Regulation D상의 적격투자자(accredited
investor) 요건에 개인의 순자산 요건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않고 한시적으로 현재 100
만 달러 요건을 유지하였다. 또한 PEF에 대한 일반광고 및 투자권유를 일정 요건하에서
허용함으로써 PEF 규제강화가 신성장기업의 발전을 저해하지 않도록 정책적 배려도 잊지
않았다.
EU의 경우 AIFMD을 통하여 건전성 관리를 위하여 AIF 운용사에 높은 수준의 자기자본
요건을 부여하고, 리스크 관리에 관한 감독 규제 등을 마련하였다. 레버리지에 대한 보고의
무에서 나아가 금융시스템의 안전성 확보라는 예외적인 경우 설립지 회원국의 감독기관에
게 해당 AIF의 레버리지 한도를 감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EU의 AIF 규제 변화의
특징은 이미 활발하게 운용 중인 AIF가 발생시킬 수 있는 시스템 리스크를 미연에 방지하
고자 상당히 강화된 보호규정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PEF 산업이 미국이나 EU(영국)만큼 활성화되지 않은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안정성 위험
에 대한 고려보다 PEF 제도의 운용을 통한 대체투자의 확산에 보다 포커스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PEF 운용사를 ‘등록’하도록 한 우리나라, 미국과는 달리 EU
는 ‘인가로
’ 그 진입요건을 강화하였지만, 여기서도 PEF 자체가 아닌 운용사에 대한 것이라
는 점에 주목하여야 한다. 상설한 미국과 EU의 PEF 규제의 공통점은 펀드 자체가 아니라
PEF “Adviser”, Alternative Investment Fund “Manager” 즉 운용사를 대상으로 규제를
설계하고 있다는 점이다. 펀드 자체를 중심으로 PEF를 규율하고 있는 우리나라 자본시장
법과는 사뭇 다른 양상으로 우리나라 PEF 규제가 개선되어야 할 방향을 제시해준다고 하겠
다. 사실 우리나라의 PEF 규제는 시작부터 PEF가 창출하는 경제적 효과를 제고하는 관점
보다 운용에 따른 폐해 및 부작용을 차단하는 데 중점을 두고 도입되었다. 미국, EU 등지에
서 볼 수 없었던 PEF 운용상의 엄격한 제한은 해당 산업 성장의 주요 장애요인으로 지적되
175) 김갑래･김규림･김상수･빈기범(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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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고, 이러한 비판을 반영하여 2013년 12월 금융위원회는 PEF 규제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금번 금융위원회의 PEF 개선안은 자산운용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등 상당 부분 바람
직하지만, 2년 이내 출자한 금액의 50% 이상을 의결권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 이상
취득하거나 임원의 임면 등 투자대상회사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에 투자하도록
하는 의무운용 규제 등 존치하게 됨에 따라 여전히 운용상의 제약을 받게 되었다. PEF의
포괄적 정의규정을 시작으로 해당 PEF의 투자 운용활동에 대한 자율성을 확보하면서 PEF
운용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규제 시각의 변화가 요청된다.
[표 Ⅳ-12] 우리나라･미국･EU의 PEF 규제 비교
미국
･등록

운용업자
진입규제

투자자
제한

･인가
-예외적으로 소규모 AIF
운용사의 경우 등록
･자기자본금 요건: 자신
의 AIF 운용 시 30만
유로, 외부 AIF 운용 시
12만 5,000유로

우리나라
현재 규정
개정안
･등록(제272조의2)
･등록
-1억 원 이상의 자기자
본, 임원 요건, 1인 이
상, 이해상충이 발생
할 가능성을 파악･평
가･관리할 수 있는 적
절한 내부통제 기준
을 갖추어 금융위원
회 등록신청

･개인: 주거지 부동산을 ･원칙: 정부, 중앙은행, ･법인 20억, 개인 10억 ･ 국가, 금융기관, 기금,
상장법인 등
제외한 본인 또는 배우 금융기관, 집합투자기 이상
･ 5억 원 이상 투자하는
자와의 합산 순자산이 구, 연금펀드, 대형법
개인투자자･ 비상장
100만 달러 이상, 최근 인 등 전문투자자 가능
법인
2년 평균 연봉이 20만 -법인의경우자산2,000
달러 이상인 개인(또 만 유로 요건, 순매출
는 배우자와의 합산 연 4,000만 유로 요건,
봉이 30만 달러 이상인 자체기금 200만 유로
요건 가운데 두 가지
개인)
･법인: 자산 500만 달 요건을 충족한 대형법
러 이상의 기금 및 비 인을 의미
영리단체 등과 은행, ･일반 개인투자자 허용
보험사, 등록 투자회 여부는 설립지 회원국
자율 위임
사등
･PEF는 등록 면제

펀드 설립

EU

･별도의 AIF 등록 규정 ･사전 등록: 설립 등기 ･사후 보고: 설립 후
없음
후 2주 이내 등록의무 14일 이내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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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EU

･특별한 운용제한 규제
없음
･볼커룰

･AIF의 회사지배권
취득 이후 24개월
동안 배당, 감자, 주
식상환 및 자사주 매
입 지시 불가

･관련 내용 공시를 제
외한 특별 제한 규정
없음

･투자자에게 레버리지
에 관한 공시 및 감
독당국 요청 시 레버
리지 보고의무 부담
･금융시스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예외적
인 경우 설립지 감독
기관은 해당 AIF의
레버리지 한도 감축
가능
･수탁기관(depositary)
은 AIF cash flow에
대한 감독 및 AIF 자산
의 보관 및 기록 관리,
AIF 증권의 매매, 환
매 등 업무에 대한 감
시 수행
･감독당국에 대한 연차
보고서
･투자자에 대한 공시
를 비롯
･비상장회사 주식의
취득과 관련하여 특
별 보고의무

운용규제

레버리지

자산보관
관리위탁

공시

공모재간접

광고규제

122

･독립 공인회계사
(independent
public accountant)에
의한 검증 및 보관
중인 고객자산에 대
하여 안전보호조치
수행
･PEF 기록보존 및 제출
의무
･투자자문업자 공시
서류(Form ADV) 관
련 규칙을 개정하여
PEF 운용사 제공정
보의 내용 확대
･운용자산 15억 달러
이상 PEF 운용사 :
Form PF 제출 의무화
허용
･투자위험 감수 능력
이 있는 투자자 및
합리적인 확인절차
를 통해 판매되는 것
을 전제로 사모펀드
에 대한 일반광고 및
투자권유를 허용

허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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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현재 규정
개정안
･출자금 50% 이상
･출자금 50% 이상
주식 투자(2년 내)
주식 투자(2년 내)
･투자 대상기업 주식 ･투자 대상기업 주식
10% 이상 취득
10% 이상 취득
･은행이 PEF에 투자 ･은행이 PEF에 투자하
하는것이허용되어있
는 것이 허용되어 있
을 뿐만 아니라 해당
을 뿐만 아니라 해당
PEF의 업무집행사
PEF의 업무집행사원
원이 되는 것도 허용
이 되는 것도 허용
･PEF가 투자하는 SPC ･PEF가 투자하는 SPC
는 목적에 제한 없이
는 목적에 제한 없이
300%까지 차입 허용
300%까지 차입 허용

･신탁업자에 의한 자
산보관관리 위탁의무
미적용

･신탁업자에 자산보관
관리를 위탁토록 의
무화

･투자자에게 6개월마
다 1회 이상 재무제표
등 제공 및 운영, 재
산 관련 사항에 대한
설명, 기록, 유지의무
･매분기말일부터 1개월
이내 파생상품투자
및 차입 또는 채무보
증의 현황 등 운용
관련 정기 보고
공모재간접펀드 불가
･투자권유 및 광고 불가

좌동

공모재간접펀드의 도입
･적격투자자를 대상으
로 하는 개별적인 투
자권유 광고는 허용

5. 기업구조조정과 PEF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1) 최근 사모투자전문회사 관련 규제완화 주요내용
정부는 최근 PEF 자금조성과 투자를 제한하는 규제를 완화하려고 하고 있다. 최근 정부
는 사모투자전문회사 제도 개편방향을 발표하고 또 사모투자전문회사 활성화를 규제완
화 방안을 발표하였다.176) 최근 발표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그동안 발표된 사모펀드제도
개편방안, M&A 활성화 방안 등을 법률에 반영하고 있다.177)
이 개정안에는 사모집합투자기구 유형을 단순화하여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구분하고 있다. 또한 사모집합투자업자 등록 요건과 업무
집행사원의 요건을 강화하였다.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운용업자 진입규제를 인가
에서 등록으로 완화하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업무집행사원의 재무건전성 및 사
회적 신용 요건 등을 보완하며 기존 운용사와 업무집행사원에 대한 라이센스 전환 및 등록
경과규정을 마련하였다. 또한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립규제를 완화하였다. 사모집합투자
기구 설정 및 운용의 특성을 고려하여 설립규제를 사전등록제에서 사후보고제로 전환하되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운용사에 대한 제재장치 등 보완장치를 마련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
다. PEF 운용규제가 많은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몇 가지 운용상 규제를 개선
하고 있다. 사모집합투자기구 자산운용상 규제를 정비하고 있다.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
자기구의 경우 투자전략에 따른 다양한 포트폴리오 구성이 가능하도록 운용규제를 완화하
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경영참여목적으로 투자하고 남은 자금으로 재산
의 일정 범위 내에서 포트폴리오 목적의 증권투자가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또한 금융
업만을 영위하는 기업집단에 대한 의결권제한 규제, 계열사 처분의무 등을 완화하고 있다.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판매규제를 개선하고 있다. 사모집합투자업자가 자신이
설정･운용하는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 한하여 판매 라이센스를 면제하
되 투자권유 시 완화된 주의 의무를 적용하고 적격투자자 대상의 광고를 제한적으로 허용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한 계열사 지원은 방지하고 있다. 경영참여
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계열회사와의 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계열회사에 대한 지분
176)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의 역동성 제고를 위한 사모펀드제도 개편방안, 2013.12.4.
177)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4-102번,
201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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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을 제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최근 발표된 M&A 활성화 방안에서의 세제지원 방안의 주요한 내용은 다
음과 같다. 첫째로 M&A 범위 확대에 대한 세제지원 확장방안으로 기술혁신형 M&A에 대한
세제지원 대상을 벤처 등 중소기업에서 이노비즈기업까지 확대하고, 둘째로 기업구조조정
수단에 대한 과세특례 요건의 보완방안으로 경영정상화계획 이행 약정에 따라 주식을 교환
하는 경우에는 매도주주 양도차익을 과세하던 내용을 실제 제3자에게 양도할 때까지 과세
이연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있다. 셋째로 적격합병 및 분할 세제에서의 사후관리요건 예외
적용 사유 중에서 법정관리상 회생절차 처분의 경우를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약정 처분까지
로 확대하고자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178) 넷째로 M&A 활성화를 위한 기타 세제지원
방안으로 기업재무안정 PEF에 대해서 2016년까지 증권거래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방
안을 제시하고 있다.179) 정부에서 발표한 PEF 지원 세제의 내용은 그 개선방안이 단편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왜냐하면 PEF에 적용되는 동업기업 과세특례의 근본적인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및 보완방안은 제시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2)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제도개선 과제
지금까지 논의한 세 가지 형태의 기업구조조정 관련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법적인
규제는 진입･운용･공시 규제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180) 운용규제에 대해서는 사모투자
전문회사 재산의 운용규제와 투자목적회사의 운용규제로 나누어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전통적으로 일정한 법 적용 면제 또는 배제 요건을 두어 동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는
증권 관련 법규의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특례를 인정해 온 미국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PEF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법 적용의 대상으로 하면서 공모펀드에 적용되는 공시･운용 관
련 조항을 일부 적용 배제하는 방식으로 직접 규제하고 있다. 특히, PEF 운용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제를 하지 않는 대신 PEF 그 자체에 대해서 금융위원회의 감독대상으로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181) PEF에 대한 이러한 규제방식은 PEF가 수익성 있는 구조를 설계하
178) 다만,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골자만 발표하였을 뿐, 구체적인 부분에 대한 검토내용은 제시한 바 없다.
본고에서는 “제4주제”에서 기술하고 있는 세제개선방안에서 포합주식 문제와 연계하여 구체적인 개선방
안의 필요성과 그 내용에 대해서 검토･제시하였다.
179) 관계부처 합동, M&A 활성화 방안, 2014.3. 참조.
180) 임연하(2005 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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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여 PEF 결성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특히, 기업을
인수하여 장기간에 걸쳐 그 가치를 제고한 후 되파는 방법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사모투자
전문회사의 경우 더욱 그러하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자본시장법상 사모투자전
문회사에 대한 관련 규제는 대폭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는 우리나라의 기업구조조정 관련 PEF 규제 현황과 함께 미국･EU의 관련 규제 현황을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기업구조조정 관련 사모투자전문회사의 활성화를 위
한 제도개선 방안 및 조세지원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기로 한다.
가.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운용규제 개선
첫째로 현행 PEF는 자본시장법상의 사모투자전문회사 제도로 통합하면서 일반 PEF에
가해지는 규제가 대폭 완화될 필요가 있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운용방
법에 대해서 열거주의를 채택함으로써 기업재무안정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제외하고는 사
모투자전문회사를 경영참가 목적의 지분투자형 PEF로 국한시키고 있다. 이 같은 사모투자
전문회사의 투자대상의 규제는 미국 및 EU 등과 같은 선진국에는 없는 규제이다. 해외
선진국의 경우 PEF는 벤처펀드, 바이아웃펀드, 메짜닌펀드, 벌쳐펀드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사모투자전문회사의 형태를 바이아웃펀드로 제약
하고 있다. 최근 기업재무안정 사모투자전문회사가 한시적인 형태로 자본시장법에 도입되
었고 또 산업발전법상의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 제도가 운용되고 있으나 이 같은
사모투자전문회사의 경우에도 역시 투자대상 및 운용방법에 대한 제약이 엄격한 편이다.
기업재무안정 사모투자전문회사의 경우에도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부실징후기업, 통합도
산법에 따라 법원에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를 신청한 기업 등 기업이나 자본금 총계가
납입자본금보다 적은 기업, 부채비율이 업종별 평균 부채비율의 1.5배를 초과하는 기업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 투자대상이 매우 한정적이라는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 기업재무안
정 PEF의 결성이 상당히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한편 기업재무안정 사모투자전
문회사는 3년 한시법이라는 한계가 있다. 한시법이다 보니 유한책임사원으로 투자하려는
투자자 모집이 힘들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벤처캐피탈, 바이아웃펀드, 벌쳐펀드
등 기능별로 구분되어 있는 사모투자전문회사의 구분을 다양한 투자가 가능한 하나의 사모
투자전문회사 제도로 통합할 필요가 있고 또 이런 관점에서 기업재무안정 사모투자전문회
181) 김은집(200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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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제도는 일반 사모투자전문회사 제도로 통합하여 정비할 필요가 있다.182) 최근 정부 입
법안을 보면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기업재무안정 사모투
자전문회사를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명칭을 바꿔 존치시키고 있
으나 관련 규제는 그대로 존속시키고 있다.
둘째로는 2년 이내 50% 이상 최소의무투자 비율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사모투
자전문회사는 사원이 출자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출자한 금액의 50% 이상을 경영참가
목적의 지분투자 및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 발행증권 투자의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는 최소의무투자비율 준수의무가 있다. 기업재무안정 사모투자전문회사의 경우에도 이 같
은 최소의무투자비율을 규정하고 있다. 이 의무는 포트폴리오 투자가 아닌 경영참가 목적
지분투자라는 사모투자전문회사의 도입취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판단시점 및 그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펀드를 조성한 이후 실제 투자하지 않은 채 자산만
보유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사모투자전문회사의 투자대상은 주로 고위험의
벤처기업 및 부실기업인 경우가 많고 이러한 기업을 인수하고 경영개선을 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해야 하지만, 이렇게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투자대상을 찾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다. 이러한 상황에서 출자금액의 50% 이상을 펀드조성 후 2년 이내에 투자하도록 의무화하
는 것은 투자자 리스크를 증가시킬 뿐더러 펀드 수익구조 악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PEF 운용 경험이 많은 미국 및 EU의 경우에도 우리나라와 같이 투자 규모와 시점을 정하여
투자를 의무화하고 있는 예는 없다는 점에서도 현행의 출자금액의 2년 이내 50% 투자의무
규제는 과도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출자금액의 2년 이내에 50% 투자의무를 면하기 위한
현행 금융위원회 사전승인제도는 투자의무를 준수하지 못한 경우에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
에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사후보고제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183)
셋째로 차입 또는 채무보증이 제한되어 있다.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사모투자전문회
사의 차입 또는 채무보증은 자기자본의 10%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고, 특수목적회사를 이용
하여 투자할 경우에는 차입금액과 채무보증액은 특수목적회사의 자기자본의 300%를 초과
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184) 기업재무안정 사모투자전문회사의 경우에도 차입금액
및 채무보증액의 합계는 기업재무안정 사모투자전문회사 재산의 200%를 초과하지 못한

182) 김형태･빈기범(2012), 박삼철(2010) 참조.
183) 정우영(2009) 참조.
184) 자본시장법 제270조 제7항 및 자본시장법 제271조 제3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69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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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85) 이같이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차입 또는 채무보증을 규제하는 이유는 차입 또는 채무
보증이 많아질 경우 투자위험이 높아져 투자자보호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또 무한책임
을 지는 업무집행사원의 대부분이 금융기관일 것이라고 전제하여 사모투자전문회사 부실
이 금융기관의 부실로 전이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조치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모투자
전문회사 투자자는 투자위험을 충분히 인식하고 감내할 수 있는 적격투자자인 전문투자자
들로 구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차입제한이 투자자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논리는 타당하지 않다. 또한 차입규제의 엄격한 제한과 차입매수(LBO)에 대한
법원의 잇따른 배임죄 적용으로 인해 외국에 비해 PEF의 활동에 상당한 제약이 있어 PEF
활성화에 상당한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186) 미국과 유럽의 경우 차입 비율에
대한 구체적인 제한 기준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며 다만 차입 비율에 대한 공시 및 보고의
무를 부여할 뿐이다. 감독 당국에서 보고된 PEF의 차입비율이 위험하다 판단할 경우에
한하여 한도에 대한 구체적인 제한을 받게 된다.
넷째로 기업집단 소속 사모투자전문회사의 관련 규제는 완화되어야 한다. 현재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 소속 금융회사가 PEF 지분 30%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
다.187) 공정거래법은 자회사･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개념･의결권행사 제한 대상을 ‘국내
회사로
’ 국한하고 있고,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는 ‘국내시장에
’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한하
여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금융회사가 투자한 PEF의 투자대상
이 외국회사에 국한되는 경우에는 투자지분 제한을 완화하거나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미 자본시장법 시행령에서 PEF의 외국회사 투자허용 조건으로 투자자금 국내기업으로
역류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가 시행 중이다. 따라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PEF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회사 투자 시 투자지분 제한은 완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188)
또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는 국내 계열사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
사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PEF도 공정거래법상 의결권 제한 규정이 적용되는 금융회
사에 속하기 때문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PEF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

185) 자본시장법 278의3 제4항.
186) 박용린(2012) 참조.
187)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91조 제4항. ④ 같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금융기관이 사모투자전문회
사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사모투자전문회사 전체 지분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방법으로 출자하여서는
아니 된다.
188) 전경련, 2014년 규제개혁 종합건의,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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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F는 부실기업을 인수하여 구조조정 후 매각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하는 투자수단인데
피투자회사에 대한 의결권 규제는 PEF 본연의 활동을 결정적으로 제약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최근 발표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보면 당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모든 계열회
사가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어 일부 의결권 제한 규제를
완화하고 있지만 PEF의 의결권 규제는 본연의 활동을 제약한다는 점에서 이 같은 규제는
대폭 완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PEF를 통해 다른 회사를
계열사로 편입한 경우 5년 이내에 제3자에게 매각할 것을 의무화한 규제도 마찬가지이다.
이 역시 PEF를 통한 계열사 확장을 억제하고 부실기업을 우회 인수하는 과정에서 각종
부당행위 소지를 막기 위한 목적에서 나타난 규제로 보인다. 그러나 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거나 또는 구조조정 이후 인수자를 찾기 어려운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제3자
매각 의무가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규제 또한 완화될 필요가
있다.189)
나. PEF 활성화를 위한 조세제도 개선과제
미국에서 PEF를 유한 파트너십(limited partnership)으로 구성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
중과세를 피할 수 있는 장점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도 2007년 12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을 통해서 동업기업 과세특례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동업기업, 즉 PEF의 경우 사모투자전문
회사 단계에서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고 동업자, 즉 사원 단계에서만 소득세 또는 법인세
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기 때문에 조세측면에서 이중과세의 문제는 상당부분 해결되었다
고 할 수 있다.190) 기업구조조정과 관련하여 M&A를 활성화하기 위한 PEF 세제지원 방안
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 번째는 PEF의 본질적 성격에 부합하도록 세제를
재정비하는 것이다. 현재 PEF에 대해서는 미국의 파트너십 세제를 본뜬 동업기업 과세특
례 제도가 적용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업기업 과세특례가 미국 파트너십 과세제도
자체가 가진 투시과세체계(Path-through taxation system)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데 초점
을 두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현행 PEF에서 유한책임사원(Limited Partner)에게 분배
되는 소득을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결국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도
입하게 된 입법취지를 고려하게 된다면, 현행 동업기업 과세특례 자체를 근본적으로 개선･
189) 경제개혁연대(2014) 참조.
190) 박용린 외(20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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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하여 미국의 파트너십 세제와 동일하게 구성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업구조조정세제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과세특례 내용 중에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과세특례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만, 기업재무안정 PEF는 적용 대
상에서 배제되어 있는 문제점이 있다.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와 기업재무안정 PEF의 역할
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두 대상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차별할 실익은
없을 뿐만 아니라, 세법상의 조세공평주의에도 어긋나게 된다. 따라서 기업재무안정 PEF
역시 기업구조조정세제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세제 조항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6. 소결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PEF 제도가 활성화되어 있다면, 부실기업의 회생 작업이 매우 효
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 PEF를 통한 기업구조조정이 활성화된다면, 법원을 통한 회생절
차의 개시 이전, 기촉법에 의해 기업구조조정이 이루어지는 기간 동안 사전적 구조조정
작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는 것은 물론이고,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이후에도 일정 정도의
PEF를 통해 채무정리 작업을 거쳐 곧바로 시장에 복귀시킬 수 있는 길을 제공함으로써
법원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자본시장을 통한 기업구조조정, 특히
PEF를 통한 기업구조조정은 기업구조조정 기구 중 가장 시장적인 방법을 활용한 구조조정
방식이라 할 수 있다.
본고는 사모투자전문회사의 현황과 제도적인 문제점을 검토함으로써 기업구조조정과
PEF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해보는 것이 목적이었다. 외환위기 이후 기업구
조조정을 위한 다양한 기구가 법제화되고 운용되었으나, 특정한 구조조정 목적에 따라 투
자대상, 투자방법, 운영주체의 자격 등이 제한되어 일반적인 기업구조조정 기구로 정착되
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최근까지 기업구조조정 기구로 살아남은 제도는 산업발전법상의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 자본시장법상의 일반 사모투자전문회사 및 기업재무안
정 사모투자전문회사 제도가 있어 부실기업의 기업구조조정 기구로 존속되고 있다.
사모투자전문회사 제도는 처음 출발 이후 빠른 성장을 거듭하고 있기는 하지만 경제규모
에 비해 여전히 작은 규모로 나타나고 있다. 일반 사모투자전문회사는 물론 기업재무안정
사모투자전문회사, 기업구조조정 사모투자전문회사의 경우에도 그 투자규모가 아직도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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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같이 투자규모가 적은 이유로는 시장이 아직 형성되어 있지
않은 것은 물론 사모투자전문회사에 가해지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규제가 존재하고 있고
또 PEF 관련 조세제도가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은 데 있다. 사모투자전문회사 제도는
조세 혜택을 보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높은 과세부담을 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나고 있어 조세감면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나라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법적인 규제는 진입･운용･공시 규제 등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PEF 제도가 잘 발달된 미국이나 EU보다도 펀드 운용자에
대한 규제보다는 펀드 그 자체에 대한 규제가 강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규제방식은 시장의 다양한 PEF 투자수요를 충족하기 어렵다. 특히, 기업을 인수하여
장기간에 걸쳐 그 가치를 제고한 후 되파는 방법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사모투자전문회사의
경우 더욱 그러하다.
향후 사모투자전문회사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PEF의 본질적 특성이
부합하도록 운용규제 완화 및 조세지원 등 정책이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운용규제 개선
첫째로 현행 PEF는 자본시장법상의 사모투자전문회사 제도로 통합하면서 일반 PEF에
가해지는 규제가 대폭 완화될 필요가 있다. 최근 정부 입법안을 보면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기업재무안정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기업재무안정 경영참
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명칭을 바꿔 존치시키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모투자전문회
사의 형태를 바이아웃펀드로 제약하고 있다. 벤처캐피탈, 바이아웃펀드, 벌쳐펀드 등 기능
별로 구분되어 있는 사모투자전문회사의 구분을 다양한 투자가 가능한 하나의 사모투자전
문회사 제도로 통합할 필요가 있고 또 이런 관점에서 한시적인 제도로 규정된 기업재무안
정 사모투자전문회사 제도는 일반 사모투자전문회사 제도로 통합하여 정비할 필요가 있다.
둘째로는 사모투자전문회사는 2년 이내에 출자한 금액의 50% 이상을 경영참가 목적의 지
분투자 등으로 운용하여야 한다는 최소의무투자비율 준수의무가 있다. 이 같은 의무규정은
자칫하면 펀드의 수익구조를 악화시켜 투자자의 리스크만 증가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현행 금융위원회 사전승인제도는 투자의무를 준수하지 못한 경우에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사후보고제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셋째로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차입과 채무보증에 대해 규제가 존속되고 있지만 사모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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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회사 투자자는 투자위험을 충분히 인식하고 감내할 수 있는 적격투자자인 전문투자자
들로 구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차입제한이 투자자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논리는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넷째로 기업집단 소속 사모투자전문회사와
관련하여 다수의 규제가 도입되어 있다. 최근 이에 대해서는 일부 규제가 완화되고 있지만
많은 규제들이 존치되어 있다. 특히 현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금융회사가 PEF지분
30%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금융회사가
투자한 PEF의 투자대상이 외국회사에 국한되는 경우에는 투자지분 제한을 완화하거나 삭
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미 자본시장법 시행령에서 PEF의 외국회사 투자허용 조건으로
투자자금 국내기업으로 역류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가 시행 중이다. 또한 상호출자제한기
업집단이 PEF를 통해 다른 회사를 계열사로 편입한 경우 5년 이내에 제3자에게 매각할
것을 의무화한 규제도 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거나 또는 구조조정 이후 인수자
를 찾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운용제약이 많기 때문에 이 규정을 지키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
나 이 규제는 완화될 필요가 있다.
나. 사모투자펀드에 대한 조세지원191)
M&A 활성화를 위한 PEF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PEF의 본질적 성격에 부합하도록 세제를 재정비하는 것이다. 동업기업 과세특
례가 미국 파트너십 과세제도 자체가 가진 투시과세체계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데 있는 점
을 고려할 때 현행 PEF에서 유한책임사원에게 분배되는 소득을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현행 동업기업 과세특례 자체를 근본적으로 개선･보완하여 미국의
파트너십 세제와 동일하게 구성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로 기업구조조정세제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과세특례 내용 중에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과세
특례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만, 기업재무안정 PEF는 적용 대상에서 배제되어 있는 문제점
이 있다.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와 기업재무안정 PEF의 역할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는 측
면에서 기업재무안정 PEF 역시 기업구조조정세제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세제 조항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191)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현행 조세제도 개편에 대해서는 한국경제연구원의 정승영 박사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음을 밝혀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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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LP 유통시장 활성화 및 중소･중견기업 재무투명성 확보
첫째로 LP지분의 유통시장(secondaries)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투자금을 회수하는 수단
중 지분양도 또는 지분을 담보로 한 자금조달 방법 중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지분을 양도하
는 거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유한책임사원 지분이 거래되는 유
한책임사원 지분유통시장 또는 2차시장(secondary market)이 미발달되어 있다. 유통시장
발전을 위한 경제적 방안 및 법적인 미비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192)
둘째로 PEF의 투자활성화를 위해 중소･중견기업의 재무투명성의 확보가 필요하다. PEF
가 중소･중견기업에 투자할 경우에 부실한 회계처리에 실망하여 투자를 망설이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소･중견기업의 재무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이들
기업의 공시제도 강화가 요구된다. 비외감 중소기업 내부회계 관리제도는 임의규정으로
이 제도를 도입할 경우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자산총계 50억 원 이상의
비외감 중소기업이 스스로 회계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자율적으로 검토한 내부회계
검토보고서를 재무제표에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회계투명성을 위한 내부회계
검토보고서 작성 제출 시 일정기간 세무조사 면제 등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가 있다.

192) Kleymenova, Talmor and Vasvari(20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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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기업구조조정과 조세제도
1. 문제의 제기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구조조정세제는 외환위기 이후 다수의 기업들이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세제상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기업구조
조정이 입법화되고 조세특례제한법과 법인세법 간의 조문 이관, 2010년의 대대적인 개정
을 통하여 지금의 모습으로 발전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현행 기업구조조정세제는 경제상황
에 따른 요구에 의해 한시적 성격을 가지고 제정된 제도로 구성되어 있는 한계점 때문에
매우 복잡한 구조와 잦은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이러한 문제점은 궁극적으로 기업
구조조정세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더구나 외환위기라는 특수상황을 통해 발전되긴 하였으나 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기업
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전략으로서 상시적인 기업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대두되는
가운데 기업구조조정세제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기업구조
조정세제는 기업 생멸과 직결되는 부분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효익이 극대화될 수 있는
방안을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직접적 배경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기업의 재무환경 개선을 통해 기업구조조정이 원활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계속가치를 가진 기업이 생존하여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조직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가능성을 품은 조세제도 내용의 필요성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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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업구조조정세제의 기본 법리와 제도 현황
1) 기업구조조정세제의 기본 법리
(1) 기업재조직세제의 근간 법리와 기업구조조정세제의 필요성
기업재조직세제의 근저(根底)에 자리 잡고 있는 과세 원리는 실질과세의 원칙이 있다.
여기에서 실질과세의 원칙은 형식의 변화와 관계없이 실질에 기초하여 과세하는 것이 합리
적이라는 명제를 규정한 과세 원칙이다.193) 따라서 실질과세의 원칙은 기업재조직세제가
존립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주고 있는데,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합병 또는 분할 등
기업재조직이 기업 외연의 변화에 불과할 뿐, 주주 또는 이해관계자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경제적 실질은 동일하다면 기업재조직을 과세사건으로 취급하는 것이 비합리적이라는 평
가를 하게 된다. 이러한 점은 기업재조직세제상 주요 공통 판단 기준인 ‘사업상의 목적’,
‘이해관계의 계속성’, ‘사업의 계속성’으로 구체화되어 반영되어 있다.194)
이와 같이 기업재조직세제가 구축되기에 이른 것은 현실에서 나타나는 ‘동결 효과
(Lock-in Effect)’의 문제에 따른 것이다. 동결 효과는 실현을 과세의 계기로 보게 되는
경우에 투자자들은 사회적으로 효율적인 자원 분배를 추구하지 않고, 기존의 비효율적인
투자 구조에 갇히게 되는 것을 말한다.
[표 Ⅴ-1] 동결 효과에 대한 사례(이창희 2014, 751면 사례 재구성)
① X와 Y법인이 A, B(각각 시가 20억 원 / 장부가액 10억 원)라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데, 해당 자산에서 연
간 9% 수익이 발생하며, 수익은 원본가치에 그대로 반영됨. 50%의 세율이 적용됨.
② 만일 X가 B를 갖고, Y가 A를 갖는다면 각각 1%씩 추가로 수익이 발생한다고 가정. 사회적으로는 연 2%
의 추가 효익이 발생함.
③ X와 Y가 지금 현재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한 후 1년 후 자산 처분--(가)
X와 Y가 우선 서로 자산을 맞바꾼 후 1년 후 자산 처분--(나)
④ (가)와 (나)의 X와 Y법인의 전체 재무 상황 전개
(가): 1년간 20억 원 × 9% = 1억 8,000만 원 증가 → 21억 8,000만 원(X, Y 각각 보유 자산)
21억 8,000만 원 - 10억 원 = 11억 8,000만 원(수익) × 0.5 = 5억 9,000만 원(조세부담)
21억 8,000만 원 - 5억 9,000만 원 = 15억 9,000만 원(순현금 가치 기준)
(나): 20억 원 - 10억 원 = 10억 원 × 0.5 = 5억 원(조세부담)
15억 원(순현금 가치 기준) × 0.1 = 1억 5,000만 원(1년 수익 증가분)
1억 5,000만 원 × 0.5 = 7,500만 원(조세부담)
15억 원 + 7,500만 원 = 15억 7,500만 원
193) 국세기본법 제14조 및 법인세법 제4조 등.
194) 이창희(201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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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사회적인 입장에서 동결 효과로 인하여 발생하게 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기업재조직세제는 해결방안으로 기업재조직을 과세사건(tax event)으로 취급하
지 않는 방식을 채택한 것이다. 왜냐하면 사회에서의 공평과 더불어 효익의 최대화를 조율
하여 제도에 반영하는 것 역시 조세제도가 추구하여야 하는 양대 가치에 해당하기 때문이
다. 이러한 관점은 기업재조직세제의 한 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기업구조조정세제에도 그대
로 적용된다. 사회적인 효익을 최대한 크게 가져가면서도 동시에 조세공평성을 해치지 않
는 방향으로 기업구조조정세제가 구성되어야 하는데, 동결 효과로 인하여 회생가치를 가진
기업이 재무구조가 개선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일이 벌어지면 안 되기 때문이다.
(2) 기업구조조정세제의 법리
기업구조조정세제가 성립되는 배경 법리에는 기업구조조정이라는 과세사건에 대한 평
가와 세제에서는 해당 사건에 대해서 어떠한 시각으로 접근할지에 대한 결정이 담겨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업구조조정세제 역시 조세제도 전반의 법리의 지배를 받는 부
분 세제에 해당하기 때문에 세법상 적용되는 기본원리의 영향력에서는 벗어날 수 없게 된
다. 따라서 기업구조조정에 있어서도 실질과세의 원칙과 조세법률주의가 영향을 미치게
되며, 그에 맞춰 효율과 공평의 원리가 적용된다.
이러한 기본적인 법리 근거에서 기업구조조정세제가 갖춰야 할 점은 세 가지이다. 첫째,
기업구조조정이라는 과세사건에 대해서 조세제도가 평가하는 관점이다. 이는 시간적 우월
성이 있는 통합도산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 기업구조조정에 관한 법률의 적용 결과와
자율협약의 체결 결과에 대해서 어떠한 평가를 해야 하는지 여부이다. 둘째, ‘기업구조조정
의 개념’을 어떠한 내용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점이다. 기업구조조정에 대해서 통합도
산법상의 회생의 범주로 아주 제한적인 접근을 하는 관점에서 정립하여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업구조조정의 역할과 기능을 고려하여 통합적인 접근방식을 수용할 것인지에 대
한 결정이 있어야 한다. 셋째, 기업구조조정의 사회적 평가 측면에 대한 고려이다. 이는
기업구조조정이 어느 정도로 상시적인가에 대한 단순한 접근에서부터 시장경제를 근간에
둔 우리나라의 경제 체제에서 기업구조조정이 가지는 필수성에 이르기까지를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우선 첫 번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세법은 일반적으로 민사법에서
부터 여타 다른 법률의 적용이 이루어진 평가 부분을 다시 평가할 수 있는 독자적인 체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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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춘 법률이라고 본다. 이러한 점이 세법에서 반드시 여타 시간적 우월성을 갖춘 법률들에
서 나타난 적용 결과와는 다른 결과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명제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단지, 이는 세법에서 개별 법률들이 가진 목적이 다르듯 세법 역시 독자적인 목적이 있는
데, 개별 사건에서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는 법리를 생성하는 것이다.195) 따라서
시간적인 우월성을 갖추고 있는 다른 법률의 적용 결과가 세법에서도 그대로 인용되는 경
우가 대부분인데, 이는 ‘법(法)’이라는 체계적 일관성의 확보 측면에서 검토되는 것이 바람
직하다. 따라서 세법에서 고려한 결과와 다른 법률을 적용한 결과가 동일하다면 동일한
결론에 이르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의 내용은 세법상의 주요 기본 원칙 중 하나인 실질과세의 원칙을 고려하여 판단
할 필요가 있다. 해당 원칙에 따르게 된다면,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른 결과가 동일한 경제
적 실질을 가진 사건들이라면 기본적으로 같은 과세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이 타당하게 된
다.196) 즉 통합도산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및 금융기관 등과의 자율협약 등을 통해 재무
구조개선계획의 필요성이 확인되었고, 계속기업가치가 우월한 것으로 판단되었다면, 그러
한 결과에 따라서 세법이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업구조조정
에 있어서 해당 법률에 따른 재무구조개선계획과 기업구조조정이 동일한 목적과 기능, 즉
회생가치가 우월한 기업의 보존에 있다면 동일한 과세논리에 따라 성립된 세법 내용이 적
용되어야 한다. 선결 내용을 담은 제도에 따라 차별이 이루어진다면, 이에 따른 차별적
선호와 동결 효과 역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세 번째의 내용은 기업구조조정의 상시성에서부터 찾아볼 필요가 있다.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게 되면 현재 한계기업은 2,965개로 추정된다.197) 해당 보
고서에서는 2009년부터 꾸준히 2,000여 개의 한계기업이 존재해 왔으며, 그에 따라 한계
기업의 잠재적 리스크가 있음을 검토하고 있다. 해당 보고서가 내포하는 의미는 단순하게
한계기업의 수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니다. 즉 기업구조조정이 거시경제 관리를 하는 국가기
관에서 상시적인 검토의 필요를 요청되는 부분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내용이
법제도에 반영되어 있는데, 이는 이미 통합도산법과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 입법 결과를
195) 이동식(2002).
196) 실질과세의 원칙은 세법의 입법, 해석 및 적용 단계 등 여러 측면에서 작동하는데, 여기에서 실질과세의
원칙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은 개별 세법의 입법 측면에서 검토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송쌍종(2013) 참조.
197) 한국은행(201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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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서 알 수 있다. 따라서 세제 측면에서도 상존하는 사회적인 관리 대상인 ‘기업구조조정’
에 대해서 상시적인 제도적 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다. 특히 시장경제체제에서는 시장에서
기업 간의 경쟁에 따라 도태되거나, 새로운 출발을 필요로 하는 기업이 반드시 나타날 수밖
에 없다. 따라서 이 중에서 제도적으로 기업의 계속가치를 인정받아 기업구조조정을 통해
새로운 출발을 해나가는 기업에 대해서는 한시적인 세제에서 그 결과의 내용을 구현하여
담을 것이 아니라, 항구적인 세제 내용에 반영하여 구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에 이르
게 된다.
이러한 법체계상의 문제와 더불어 기업구조조정세제 내용의 밑바탕에는 “‘기업구조조정’
이라는 사건에 대해서 조세제도가 얼마나 중립적인 위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인가”도 고려하
여 반영된다. 일반적인 기업재조직세제의 경우에는 상법상 합병과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 기업의 외형적 구조와 재무구조의 변화에 맞춰 기업재조직세제의 내용이 구성되어
진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채권추심액이 극대화될 수 있는 방식으로 재무구조개선계획이
수립된 경우에 대하여 세금이 과도하게 부과된다면 효율적으로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진행
할 수 없다. 이와 반대로 통상적인 기업활동보다 과도하게 세제 혜택을 부여하게 되는 경우
에는 다양한 유형의 조세회피행위들이 나타나게 되며,198) 구체적인 경영정상화 계획안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조세제도가 비합리적으로 간섭하게 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결국
기업구조조정세제는 기본적으로 기업의 계속가치와 청산가치의 비교를 통해 계속가치가
우월한 것으로 나타나는 기업에 대해서는 일정한 과세이연 효과를 부여하여 회생계획절차
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는 촉매로 작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2) 기업구조조정세제 및 기업재조직세제 현황
(1) 개요
현행 기업구조조정세제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기업구조조정세
제 내용은 물론 일반적인 기업재조직세제 내용을 더불어 검토하여야 한다. 이는 현행 기업
구조조정세제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기업의 재무구조와 지배구조
가 재편되는 상황에 적용되는 기업구조조정세제와는 별도로, 기업조직 변화 유형별로 공통
198) 이의영(200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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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적용되는 법인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기업재조직세제가 포괄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체계로 분산되어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일반적인 사업 전략적 목적에서
기업의 합병이 이루어지는 경우나 회생절차상에서 놓여 있는 기업의 합병에 대해서는 ‘합
병’이라는 공통점에 따라 무차별적으로 적격 요건이 적용된다.199)
(2) 기업구조조정세제 관련 조항
본 보고서에서 보는 ‘기업구조조정’ 개념의 범위에 포섭되어 체계를 갖추고 있는 조세특
례제한법상의 기업구조조정세제 조항은 다음의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법인 단계에서의 채무 조정에 대한 과세특례이다. 여기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4조(기
업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와 같은 법 제44조(재무구조개선계
획 등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가 있다.
둘째, 주주 단계에서의 채무 조정에 대한 과세특례이다. 여기에서는 주주의 출자구조
변경에서부터 주주가 기업의 채무를 변제할 목적으로 자산 양도 등의 내부거래가 있는 경
우에 대한 과세특례가 해당된다. 출자구조 변경의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45조(감자
에 대한 과세특례)와 같은 법 제46조(기업 간 주식 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가 해당되며,
주주의 기업 채무 변제 목적의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9조(채무의 인수･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및 같은 법 제40조(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가 있다.200)
(3) 기업재조직세제 관련 조항
기업재조직세제는 기업재무상태상의 문제와는 상관없이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기업의
조직 변화 과정에 대해서 대응하는 세제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기업재조직의 일반적인
유형인 합병, 분할, 현물출자, 자산 간의 교환,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자산의 포괄적
양도 등에 대하여 “경제적 실질이 변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적격 요건에 부합되는 경우에
는 과세이연 효과를 부여하는 세제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모든 기업들이 일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업 조직 변화 유형에 대한 세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기업구조조정세
199) 특히 본고 이하에서 서술하는 내용 중 “재무구조개선계획”은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의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서 나타나는 통합도산법상의 회생,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의 경영정상화, 채권금융기관의 자율협약에
따른 합의를 모두 포괄하는 관점에서의 개념으로 서술한다.
200) 여기에서 언급한 과세특례조항 내용을 [부표 Ⅴ-1]에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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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의 내용은 기업재조직세제의 일부 부분 집합 내용을 구성한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기업재조직세제에서 가지는 전반적인 관점과 기업구조조정세제에서 가지는 관점
간에는 차이가 있다. 왜냐하면 기업재조직세제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다양하게
나타나게 되는 기업의 조직 변화 유형을 포괄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그에 대응하여 적격
요건을 규정하게 되지만, 기업구조조정세제는 대상 기업이 재무적으로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다는 표시인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근거하여 작동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업구조조정
세제는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의 타당성 및 합리성 심사 이후에 인수 또는 합병 등의 기업구
조변화가 수반되기 때문에 기업재조직세제의 적격 요건 내용보다 완화되어 규정되어져야
할 여지가 생기게 된다.201)

3) 미국의 기업구조조정세제 검토
(1) 검토 배경
외국의 기업구조조정세제에서 대표적인 모델로서 손꼽히는 법제는 미국의 기업구조조
정세제이다. 미국의 기업구조조정세제를 벤치마킹하여 독일과 일본의 기업구조조정세제
가 변화하였으며, 우리나라 역시 2009년 이후 세법 개정 시, 미국의 기업구조조정세제를
모델로 하여 많은 변화 과정을 밟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법제상 기업재
조직세제 전반에 대해서 검토가 이루어지고 본격적인 입법화 과정을 겪게 된 것은 1998년
IMF 사태에 따른 것이었기 때문에 현재 기업구조조정세제 전반에 대한 발전 단계 역시
초기 단계에서 성숙과정으로 나아가는 문턱에 놓여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다.
본고의 해당 부분 이하에서는 미국의 기업재조직세제 내용 중 기업구조조정세제와 밀접
한 연관을 가지고 있는 Type G Reorganization(Insolvency Reorganization)을 중심으로
하여 살펴본다.

201) 기업재조직세제와 관련하여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부표 Ⅴ-2]의 내용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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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의 기업재조직세제 일반
① 적격 기업재조직에 해당하기 위한 공통의 적격 요건
미국 연방세법상의 Reorganization 유형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와 더불어 미국 연방
법원의 기업재조직세제 적용 법리상의 공통의 적격 요건(Judicial requirement for
amalgamating reorganizations)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게 된다. 따라서 미국 연
방세법상의 Reorganization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구조조정 유형(Type E and
Type G)의 경우에도 해당 적격 요건을 검토하게 된다. 기업재조직세제 적용을 위한 법리상
의 주요 요건은 다음의 세 가지이다.
첫째, 이해관계의 계속성(Continuity of interest, 약칭 COI)이다. 이는 주주의 소유관계
의 계속성(Continuity of Proprietary Interest)을 판단하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대상 기업
의 주주들이 기업재조직에 따라서 받게 되는 대가를 주식 등 지분으로 받아야 한다는 조건
으로 전체 주식 가치의 50% 이상을 차지하면 충족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둘째, 사업의 계속성(Continuity of Business enterprise, 약칭 COBE)이다. 대상 기업
의 사업이 기업재조직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이어져나가거나, 또는 영업자산의 주요 부분을
사업에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셋째, 사업의 목적성(Business Purpose)이다. 여기에서의 사업의 목적성은 상당히 유연
한데, 그 이유는 조세회피목적으로 기업재조직세제를 남용하는 경우에 대해서 사업의 목적
성을 인정하지 않는 요건이기 때문이다.

② 미국 연방세법상의 기업재조직세제 유형
미국 연방세법상의 기업재조직세제는 총 7가지 유형(Type A~G Reorganization)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전술한 바와 같이 기업구조조정세제와 가장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는 세제 유형은 Type G Reorganization이다.
Type A Reorganization은 상법상의 요건을 충족한 합병(Statutory Merger)이다. 이에
따라서 각주 회사법상의 합병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대해서 미국 연방세법에서는 적격 합
병으로 취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과세이연 효과를 부여하고 있다.
Type B Reorganization은 어떤 기업이 대상이 되는 기업을 자회사로 편입시키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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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한다. 즉 대상 기업의 주식을 인수하여 인수 기업이 지배권을 획득하게 되면 대상 기업
이 인수 기업의 자회사로 인정되는 것인데, 해당 거래 과정에서 자회사가 되는 대상 기업의
주주들은 인수 기업 또는 인수 기업의 모회사의 주주로 지위가 바뀌게 된다. 대상 기업의
주식을 인수 기업 또는 인수 기업의 모회사의 지분과 교환하는 한도에서 비과세특례를 적
용받게 된다. 특히 Type B Reorganization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대상 기업 전체 지분의
80% 이상을 인수 기업이 취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Type C Reorganization은 대상 기업의 자산의 실질적인 전부를 의결권 있는 주식
(Solely for voting stock)으로 구성된 대가와 교환하면서 이루어지는 기업재조직 유형을
말한다. Type C Reorganization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의 자산의 포괄적 양도 등에 관
한 과세특례와 유사하다. Type C Reorganization에서는 대상 기업의 순자산의 90% 이상
이면서 동시에 대상 기업의 전체 자산의 70% 이상이 되어야 자산의 포괄적인 양도에 해당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Type D Reorganization의 경우에는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되어진다. 첫 번째는
Non-Divisive Type D이다. 이 경우에는 A기업의 주주 집단이 B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재조
직을 할 때, A기업의 자산의 대부분을 B기업에 양도하고, 대신에 B기업의 지배권을 A기업
의 주주 집단이 확보하고, A기업은 청산되는 유형이다.202) 두 번째는 우리나라에서의 기
업 분할로, Divisive Type D이다.
Type E, F, G Reorganization의 경우에는 Single-party Reorganization으로 분류된
다. Type E Reorganization의 경우에는 주주 자본구조가 변경되는 기업재조직이며, Type
F Reorganization의 경우에는 법인의 준거법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유한회사에서 주식회
사로 조직 유형만이 변경되거나 등기 장소를 옮기는 등의 경우를 말한다. Type G
Reorganization(이하 Type G)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미국 연방 파산법제상의 회생절
차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기업재조직을 통칭하는 유형이다. 여기에서 Type G가 본 보고서
에서의 기업구조조정세제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하에서 Type G와 관련하여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본다.

202) Type C Reorganization의 경우에는 기업재조직 대상 기업이 인수 기업에 자산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면서
청산하는 방식이라면, Non-Divisive Type D는 역으로 사실상의 인수 기업의 대주주 집단이 역으로 대상
기업을 지배하면서 자신들의 회사를 청산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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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국 기업구조조정세제의 주요 내용과 쟁점
① 미국 기업구조조정세제 배경 및 적용
미국 연방세법상의 기업구조조정세제 내용은 Type G(I.R.C. §368(a)(1)(G)로 규정)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Type G는 여타 다른 기업재조직들과는 다르게 기업의 도산 상황
에서 기업의 회생절차 과정이라는 특수한 사정을 전제로 하여 Type A~D의 구조적 변경
상황들과 결합되어 기업이 재조직되는 유형이다. 이는 역사적으로 미국 연방세법상에
Type G 항목의 분류가 없다가, 1980년 미국 연방세법 개정 시에 새로이 신설되었다는 입법
연혁에 따른 것이다. 과거부터 Type G는 특히 Type D의 파생 유형으로 여겨졌는데, 회생
기업의 자산 매각 과정에서 기업 분할 후 매각 방식이 가장 일반적으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착안된 것이기 때문이다.203) Type G는 기업이 재무적으로 파탄상태에 이르렀다는 특수한
상황을 전제로 기업재조직에 대한 과세특례를 인정하는 세법상의 분류 유형이기 때문에
기업재조직에 있어서의 공통의 적격 요건(상기 (2)의 ②에서 기술하는 내용)을 적용할 때
세부적으로 다른 기업재조직 유형들과 약간의 차이가 있다. Type G에서의 채권자들은 주
주들과 마찬가지로 기업의 소유지배구조에 포함되는 구성원으로 취급되며, 기업의 재조직
과정에서 자산 매각과 지분 간의 교환 및 분배에서 채권자에 대한 지분 분배 역시 적격성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서 이해관계의 계속성 측면에서는 Type
G에 따른 기업재조직 과정에서 주주와 채권자가 분배받은 지분 모두를 합쳐서 계산이 이루
어지도록 하고 있다. 또한 다른 기업재조직 유형에서는 기업과 주주 간의 내부적인 거래에
있어서 주식과 주식 간의 교환(Stock-for-Stock Exchange)만을 적격 요건을 충족한 거래
유형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Type G에서는 출자전환(Stock-for-Debt Exchange)
까지도 인정하고 있다.204)
Type G의 법적 개념과 범위는 미국 연방 파산법(the Bankruptcy Code)의 Title 11(the
reorganization chapter of the Bankruptcy Act)에 따른 기업재조직과 기타 유사유형(이
른바 “title 11 or similar case”)으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Type G가 적용되는 사례들은
미국 연방 파산법상의 기업 회생절차 단계인 Title 11의 적용이 전제되어진 사건들로 한정
된다.205)
203) Eustice, James S., and Thomas Brantley(2013) 참조.
204) 김완석･정지선(20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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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미국 기업구조조정세제상의 주요 쟁점
기업구조조정세제는 기업 회생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세상의 쟁점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
에 크게 다음의 세 가지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게 된다. ⅰ) 법인의 외부 거래 단계에
서는 회생기업 또는 법인(이하 회생기업)과 취득 법인 간에 자산 또는 주식을 포괄적으로
교환하거나 이전하는 경우에 회생기업에 대한 양도소득 과세 문제, ⅱ) 법인의 내부에서는
기업 회생 계획에 따라 채권자가 채무를 면제해주면서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회생기업의 법인세 과세 문제, ⅲ) 회생기업의 이월결손금 관련 과세제도 내용
구성의 문제.

③ 주요 쟁점에 대한 과세
우선 ②의 ⅰ)과 관련해서는 자산 또는 주식을 포괄적으로 교환하거나 이전하는 거래에
대해서 회생기업이 받게 되는 대가가 인수법인이나 인수법인의 모회사의 주식 등 지분에
해당된다면 양도소득에 대해서 과세이연의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서 인수법인 역시
새로이 신주를 발행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 또는 모법인의 주식 등을 회생기업에게
대가로 지급하면서 발생하게 되는 이익이나 손실을 인식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회생기
업의 주주 또는 채권자는 회생기업이 대가로 수취한 주식 등 지분을 분배받게 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본인의 주식 또는 채권과 교환되어 분배받게 되는 것이라면 거래 당시에 그에
따른 별도의 과세부담을 지지 않게 된다. 다만, 성격상 이자소득에 해당되는 경우라거나,
채권자가 기존의 원본 이상의 액면가액에 해당되는 주식 등 지분을 받게 되는 경우라면
자본이득으로 과세 대상에 해당될 수 있다.206)
②의 ⅱ)와 ⅲ)의 쟁점사항 중 일부분은 서로 연계되어 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채무
면제이익은 법인세 과세 대상이고,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대상 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 계산을 통해서 향후 활용할 수 있는 이월결손금 공제금액 규모는 줄어들
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에서는 회생기업의 채무면제이익을 세제에서 별도로 관리해
나가고자 하고 있다. 우선 I.R.C. §108(a)(1)(A)에서는 채무면제이익을 회생기업의 총소득
(gross income)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 다음에 납세자인 회생기업에 대해서 채무면제이익
205) Abrams, Howard E., Richard L. Doernberg and Don A. Leatherman(2013) 참조.
206) 이의영(200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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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서 세무사항을 감액조정하거나 또는 감가상각이 가능한 자산의 장부가액을 감액하
고, 그 이후에 세무사항을 감액조정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과세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207) 이와 같은 조정 단계를 마친 채무면제이익에 대해서는 과세상의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조치를 하고 있다.208)
②의 ⅲ)에서 논의되는 이월결손금에 관한 과세처리 문제는 앞에서 이야기한 ⅱ)의 쟁점
상의 이월결손금 공제 계산과 더불어 인수법인이 회생기업을 합병하는 경우에 이월결손금
을 활용할 수 있는 금액의 규모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아 있다. 이와 관련하여
회생기업의 주주가 50% 초과되어 변경되는 경우, 회생기업의 사업을 계속하지 않는 경우,
자산의 평가이익과 지배권 승계 전 결손금 간의 공제를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209)
특히 미국은 회생기업이 활용가능한 결손금 금액 규모를 역사적인 결손금 산정 방식에서
벗어나 Type G가 있는 시점에 다시 평가하여 산정하고 한도를 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는 특징이 있다. 이에 따라서 표준수익률(long-term tax exempt rate)을 활용한 이월결손
금액 재산정 방식을 I.R.C. §382에서 규정하고 있다.

3. 현행 기업구조조정세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현행 기업구조조정세제의 개괄적인 문제점
현행 기업구조조정세제는 두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 번째는 법체계상의 문제점으
로 법체계상 한시적인 특례 내용들을 입법해둘 목적으로 마련되어 있는 조세특례제한법과
법인세법상의 기업재조직세제 전반이 양분되어 적용된다는 점에 따른 것이다. 이러한 법체
계에 따라서 기업구조조정이 상시적으로 필요하다는 시각은 제한되고 실제 기업구조조정
당사자인 기업들이 혼란스러운 법체계를 활용하여 기업구조조정을 하게 됨으로써 납세협
력에 따르는 과도한 부담들이 발생하고 있다.
두 번째는 내용상의 문제점으로 현행 법체계상의 문제점에서 파생되어 나오는 것으로써,
조세특례제한법에 있는 내용들은 기업구조조정과 관련하여 특화되어 있는 시각이 반영되
207) 최성근(2008a) 참조.
208) Internal Revenue Code Sec. 108.
209) 김완석･정지선(20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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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내용들이 규정되어져 있으나, 한시법이라는 제약을 안고 있다. 또한 회생기업의 조직이
변경되는 수단은 법인세법상의 합병, 분할은 물론 조세특례제한법상의 현물출자,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그리고 자산의 포괄적 양도 등이 있는데, 해당 수단들이 규정되어
있는 조항들의 적격 판단 기준들은 일반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판단 기준이라 회생기업
의 특수한 상황과는 괴리된 상황에서 적용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본고 이하에서는 ⅰ) 법체계상의 문제점과 그에 따르는 개선방안과 ⅱ) 기업구조조정세
제 내용상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주요 쟁점별로 나누어 살펴보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2) 법체계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1) 혼재성
우리나라의 기업구조조정세제는 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등 여러 세법에 흩어져 있
다. 또한 해당 세법 내에서도 관련 조항이 여러 곳에 나누어 산재되어 있고 시행령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것도 있다. 합병 및 분할에 관한 규정은 주로 법인세법 제2장 제1절 제6관
‘합병 및 분할 등에 관한 특례’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그 이외의 조항들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장 제5절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에서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병이나 분할을 제외한 주식이전 또는 자산이전을 통한 기업의 조직변경이나 채무재
조정에 대해서는 한시법인 조세특례법의 적용을 받는 체계이다. 이는 국내 기업구조조 정
제도의 도입이 외환위기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을 배경으로 기업구조조정은 한
시적이고 특수한 상황이라는 인식하에 입법된 경우가 많기 때문이며, 이로 인하여 대내외
적인 외부환경의 변화에 따라 적용범위와 요건이 바뀌는 문제점까지 나타나고 있다. 이러
한 특징은 구조조정세제 자체의 체계적인 관리나 운용이 어렵고 납세자의 이해에 있어서도
상당한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Ⅴ. 기업구조조정과 조세제도

145

[표 Ⅴ-2] 법인세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혼재된 기업구조조정 관련 세제 조항
(기업재조직세제 조항 일부 포함･물류/금융/공공기관 중 특정 경우 제외)
법인세법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_제44조

합병

조세특례제한법
벤처기업의 합병 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_제47조의3

비적격 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_제44조의2 중소기업 간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_
제31조
적격 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_제44조의3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_제45조
분할 시 분할법인 등에 대한 과세_제46조
비적격 분할 시 신설법인 등에 대한 과세_
제46조의2

분할

적격 분할 시 분할신설법인 등에 대한 과세_
제46조의3
분할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_제46조의4
분할 후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의 과세특례_
제46조의5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_제47조

현물
출자

현물출자 시 과세특례_제47조의2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주식 등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_제38조의3

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_ 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_제37조
제50조
자산･주식의
양도 또는 교환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과세특례_제
38조
기업 간 주식 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_제46조
대손금의 손금불산입(채권재조정으로 인한 대 채무의 인수･변제에 대한 과세특례_제39조
손금의 손금산입 관련)_시행령 제19조의2

채권･채무
조정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채무의 면제 등으로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
인한 부채감소액의 익금불산입 관련)_제18조 익에 대한 과세특례_제44조
제6호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채무를
출자전환받는 경우 주식발행 액면 초과액의
채무면제익 처리 관련)_제17조
기업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 매각에 대한
과세특례_제34조

기타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_
제40조
구조조정대상 부동산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
세의 감면 등_제43조
감자에 관한 과세특례_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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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2장 제5절(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에서는 기업구조
조정세제와 관련하여 앞에서 언급한 주요 조항들의 내용들뿐만 아니라, 기업구조조정과
연관된 기타 조항들이 혼재되어 규정되어져 있다. 그 중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기업 조직
변화 수단의 기본 패턴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이나 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관한 조항과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동법
제46조의7)와 같이 몇몇 개별업종과 특정 규모의 기업의 기업조직 변화 과정에서만 적용될
수 있는 조항들이 혼재되어 있는 문제점도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다.
(2) 한시적 기업구조조정세제 조항의 상시화 전환 논란
우리나라 구조조정세제는 IMF 사태를 기점으로 제도적 변혁이 이루어졌다. 그에 따라
기존의 한시적 구조조정시스템을 전환하여 시장에서의 자율적인 상시구조조정체계를 정
립하는 과정에서 법인세법상의 합병 및 분할 관련 세제는 좀 더 세밀하게 규정되기에 이르
는 등의 상시화 작업이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사실상의 합병이라 할 수 있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이나 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관한 과세이연 조항은 여전히 조세특례제한법상에
남아 있는 등 한시적인 체제 중심의 조세특례제한법에 기틀을 두고 운영하기에 비합리적인
구조조정 관련 세제 조항이 여전히 남아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상시적인 구조조정시스템
을 현실적으로 운영하면서 그에 맞는 제도적 체계도 재검토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의 글로벌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기업의 상시 구조조정체계의 필요성이 부각되
고 있고 이에 따라 관련 세제의 상시제도로의 전환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검토가 요구되는
것이다.
[표 Ⅴ-3]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기업구조조정세제 조항 현황
유형
현물출자

법인･사업
전환

표제

비고

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38조의2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주식 등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38조의3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제32조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제33조

사업전환 중소기업과 무역조정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3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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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벤처기업
물류기업
공공기관
특례

주식 교환
감자
채권채무조정

자산양도

표제

비고

공공기관의 구조개편을 위한 분할에 대한 과세특례

제45조의2

벤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46조의2

물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46조의3

자가물류시설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제46조의4

물류사업 분할에 대한 과세특례

제46조의5

물류법인의 합병 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

제46조의6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46조의7

기업매각 후 벤처기업 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46조의8

벤처기업의 합병 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

제47조의3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제38조

기업 간 주식 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제46조

감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45조

채무의 인수･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제39조

재무구조개선 등에 따른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제44조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제31조

기업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제34조

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제37조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제40조

구조조정대상 부동산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등

제43조

* 음영 처리된 부분이 본 보고서상의 ‘기업구조조정’ 개념에 따른 세제 조항임
** 다만,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자산의 포괄적 양도는 일반 기업재조직세제로도 구분됨

조세특례제한법에서의 내용들은 영구적이고 단일한 개념에서 만들어지는 세제가 아니
고, 정책적인 필요성에 따라 한시적･임시적인 정책들이 법제화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상에서 기업구조조정세제 관련 조항이 규정되어 있다면 시장에서
평상시에 나타나는 것이 아닌 특정 시기에 특정한 기업에 한하여 나타나는 것으로 자리매
김하게 된다. 그러나 기업구조조정이 단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 아니라 평상시에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업활동의 일부분이라는 관점에서 제도의 안정성을 도모하려면 법제
적 안정성을 획득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특히 이와 같은 법체계상의 문제점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단순히 기업구조조정세제에서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또는 ‘자산의 포괄적 양도’가 합병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오는 것임에도 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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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합병 또는 분할 등과 다르게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210) 현재
기업구조조정세제뿐만 아니라, 기업재조직세제 전반에 대해서 법체계적 정비가 필요한 상
황이다. 경제적 실질의 변화가 없는 외형상의 구조변경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기업구조조
정세제상의 주요 조항(제34조, 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44조, 제45조 등) 내용들을 영
속성을 가지는 법인세법 체제 내로 이관하여야 하나, 현행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관한
조항과 같이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영구 조항으로 개정하는 경우에도 개선에 따라 취할 수
있는 역할 및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고려할 만한 대안이 될 수 있다.

(3) 개선방안
법체계상의 기본적인 개선방안은 현행 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기업재조직세제
전반을 재검토하고 재정비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관련 조항 면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거친 후에 일반적인 기업 조직 변화의 기본 패턴에 해당되는 조항들과 그에
연관된 내용들을 적절히 통합하여 법인세법 제2장 제1절 제6관에 규정하는 법체계상의 대
대적인 정비가 필요하다.
법인세법으로 이관하여 규정하여야 할 내용들을 분리하는 것은 모든 법인에 대해서 적용
되는 조항인지 여부와 일반적으로 기업조직변화상에 통합되어 하나의 패턴으로 인정하고
재구축할 수 있는 내용들의 조항인가 하는 점이다. 그러한 점에서 놓고 볼 때, [부표 Ⅴ-1]
에서 설시하는 바와 같은 분류 기준에 따라 기업구조조정세제를 법인 단계에서의 채무면제
이익에 대한 과세, 이월결손금에 관한 과세 및 주주 단계에서의 출자구조 변경에 따른 과세
특례 조항 내용으로 구분하여 규정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또한 이에 따라서
주주에 대한 소득과세 이연을 위한 소득세법의 일부 개정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210)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9921호, 2010.12.31.) 재개정 이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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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업구조조정세제 조항의 내용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문제점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기업구조조정세제 조항 및 법인세법상의 일부 조항들을 법체
계적으로 정비하는 과정과 더불어 현행 기업구조조정세제 조항 내용상의 문제점들을 개선･
보완할 필요가 있다.
세제 조항의 내용상 보완이 필요한 쟁점은 ⅰ)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른 합병 등 기업재
조직이 있는 경우에 대한 비적격 요건 완화, ⅱ) 회생기업이 인수기업으로 자산이 양도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익금의 과세처리 방식에 대한 개선, ⅲ) 회생기업이 재무구조개선계획
에 따라 출자전환 또는 일반적인 채무면제이익이 발생되는 경우에 대해서 과세상 취급이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안 등이 검토 대상이다
(2) 기업구조조정의 적격 요건 해당 범위 확대
① 포합주식에 따른 비적격합병 취급 문제
여러 계열기업이 있는 기업집단에서는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서 합병을 기업구조조
정의 일반적인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가운데에서 문제로 발생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계열기업 간의 포합주식 보유에 따른 비적격합병 취급과 과세 문제이다. 여기에서 포합주
식이란 합병등기일 전 2년 내에 취득한 주식으로, ⅰ) 지배주주의 경우에는 합병에 따라
포합주식(합병포합주식)에 교부된 주식가액(합병교부주식) 총액, ⅱ) 지배주주가 아닌 경
우에는 합병포합주식의 총수가 피합병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20%를 초과
하는 경우에 초과분에 대해서 교부된 합병교부주식 등의 가액을 합병대가에 가산하여 산정
한다.211) 즉 포합주식에 해당되는 규모가 커질수록 합병의 적격 요건 중 이해관계의 계속
성 판단(합병대가로 주식 대 주식 교환비율이 80% 이상이어야 한다는 점)을 충족시키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다. 또한 피합병법인의 지분구조상 포합주식이 이미 20%를 초과하고
있다면 비적격합병인 점을 감안하여 합병 자체가 무산될 수 있는 상황에 내몰리게 된다.
이와 같이 포합주식의 문제는 일반적인 재무상황에 놓여 있는 기업들 간에 합병이 이루
어지는 경우에도 일어나는 문제이지만,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회생절차에 들어가야 하
211)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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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기업의 경우에는 과세에 따른 재정적 부담까지 더불어 고려하고, 기업구조조정 자체를
더디게 하는 파급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② 재무구조개선 과정에서의 포합주식에 따른 과세 문제 사례
1998년 IMF 사태의 여파로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대상에 선정된 K그룹은 기업개선약
정에 따라 1999년 계열 기업이 균등하게 무상 감자를 한 후, K그룹 내 A회사가 B석유주식
회사와 C물산주식회사를 합병하였다. 그리고 합병에 따라 B석유주식회사와 C물산주식회
사의 청산소득 법인세를 0원으로 신고하였다. 여기에서 국세청은 A회사가 B석유주식회사
를 합병하기 전에 포합주식이 있었음을 발견하고, 그 상당액에 대해서 법인세
10,205,672,160원을 과세하였다. 해당 세액의 계산은 그 당시 법인세법 제80조 제2항이
포합주식의 취득가액을 합병대가로 의제하고, 합병대가에서 공제하여야 할 자기자본총액
을 정하여 이월결손금과 상계를 하는 과정에서 B석유주식회사가 C물산주식회사에 대해서
보유한 주식까지도 포합주식으로 보고 상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K그룹은 법인세법상의 포합주식에 따른 과세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을 청구하였을 뿐만 아니라, 과세처분 취소소송을 별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이유는 재무
구조개선을 위하여 진행한 합병에 대해서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점에서 출발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선 헌법재판소는 합병포합주식에 대한 과세 조항이 위헌이 아니라는
결정(헌법재판소 2007.4.26. 결정 2005헌바83)을 하였다. 그 이유로는 합병 이전에 포합
주식 취득을 대폭적으로 늘림에 따라서 법인세를 ‘부당하게’ 회피하고자 하는 것을 방지하
는 데 해당 조항의 목적이 있으므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고 보았기 때문이었다. 특히 합병
등기일 전 2년 내에 취득한 주식으로 포합주식의 범위를 제한하여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대법원은 ‘부당하게 취득한’이란 조건이 없는 조항의 문언
상 합병등기일 전 2년 내에 취득한 주식 전부에 대해서 포합주식으로 보고 과세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아 타당하다고 보았다.212)
212) 이하 해당 판결에서는 계산 과정에서 자기자본의 총액을 기업회계상 결손금이 반영된 금액으로 보고,
합병 과정에서 자본잉여금을 이월결손금과 상계하여 계산하는 것이 세법상의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하는
내용이라고 보고 있다: 대법원 2011.5.13. 선고 2008두1407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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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사례를 통해 확인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상의 포합주식 과세의 비합리성
현행 법령에서 예외적으로 적격 요건으로 인정되는 사유로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0조의2 제1항 제1호 마목 또는 제2호 라목을 해석해본다면 포합주식도
비과세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해당 조항에서는 합병법인이 통합도산법에 따른 회생절차
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주식이나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 적격 요건을 인정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서 현행 법령의 해석에 따르게 된다면 통합도산법상의 회생
절차로 포합주식이 처분될 시에는 적격 요건을 인정받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Ⅴ-4] 법인세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0조의2상의 부득이한 사유
법인세법 제44조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합병의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가액을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
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이하 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 ① 법 제44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44조 제2항 제2호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
가. ~ 라. (생략)
마. 해당 주주 등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
2. 법 제44조 제2항 제3호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
가. ~ 다. (생략)
라. 합병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승계
받은 자산을 처분한 경우

이와 같이 현행 기업구조조정세제에 적용될 수 있는 예외적인 조건이 있다는 점에도 불구
하고 앞에서 살펴본 사례는 여전히 현행 법령의 적용 대상에서 벗어나게 된다. 왜냐하면
해당 사례에서의 합병은 통합도산법상의 회생절차에 따른 것이 아닌,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의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 결과에 따른 합병이었기 때문이다. 특히 이러한 문제점들을
감안하여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의 기업구조조정세제 조항들은 “재무구조개선계획”의 범주
에 통합도산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과 더불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서의 경영정상화계획
의 이행과 채권은행자율협의회의 자율협약 부분 등까지를 동시에 고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앞에서의 대법원 판결에서는 ‘부당하게 취득한’ 주식이 아닌 이상 법률상 설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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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요건에 따라 포합주식을 계산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제시
하는 배경은 현재의 틀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세제가 도입되기 이전의 법인세법에서 합병포
합주식에 대한 과세 기준을 “청산소득이 부당히 감소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고 규정하
고 있었다는 사실에서 찾을 수 있다.213)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행 법인세법에서도 합병
포합주식에 대해서 교부된 주식은 그 가액을 합병교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고 합병양도소
득을 계산하고 있는데,214) 완전 자회사를 합병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합병포합주식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 예외 사항을 두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경우에는 합병 시 포합주식에 대해서 유연한 접근을 하고 있다.
우선 일반적인 기업 인수(이른바 Type B Reorganization)에서의 포합주식에 대한 과세상
취급은 우리나라의 경우와 유사하게 접근하고 있다.215) 하지만 여러 번에 걸쳐서 주식을
매입한 후 회사법상의 합병이 이루어지는 “Creeping Multistep Merger”의 경우에 대해서
는 회사법상의 적격 합병 기준(Type A Reorganization)에 따라 49%의 포합주식까지 허용
하고 있다.216) 이는 적격 합병에 해당될 수 있는 최소 기준이 우리나라의 경우와 다르게
‘상법상의 합병’으로 낮게 설정되어 있는 점에 따른 것이다.217)
미국의 기업구조조정세제(Type G Reorganization)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재무구
조개선계획에 따른 기업재조직 전반에 대한 특례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기업재조직의 수단
인 기업인수합병 등의 적격 요건들도 중첩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다만, 기업재조직 유형
전반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적격 요건에 있어서는 다른 기업재조직 유형보다 유연
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점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예를 들어 기존 주주 집단들이 기업재
조직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법인과의 관계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이해관계의 계속성 판단(the Continuity of Interest Test)에 있어서 주주와 채권자를 동등
한 범위에 놓고 있다.
결국 앞에서 살펴본 우리나라의 사례가 미국에서 있다면 특히 법원의 허가를 받은 자산
213) 舊 법인세법 시행령 제117조의2.
214) 물론 새로운 주식을 교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주식이 교부된 것으로 의제하며, 이를 합병교부금으로
보고 있다.
215) 이창희(2014) 참조.
216) King Enterprise, Inc. v. U.S, 418 F.2d 511(Ct.Cl. 1969).
217) “Creeping”의 경우에 Type B Reorganization에는 해당되지 않을 수 있지만, 대신에 Type A Reorganization
에는 해당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점을 설명하는 것이다.: Eustice, James S., and Thomas
Brantley(201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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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과 주식 및 유가증권 등의 교환에 대해서는 비과세거래로 취급하고 있는 I.R.C. Sec.
368(a)(1)(G)<Type G Reorganization의 적격 요건 조항>와 I.R.C. Sec. 368(a (1)(A)<Type
A Reorganization의 적격 요건 조항>을 모두 충족하는 대상으로 판단하였을 것이다.

④ 개선방안
기업구조조정이 필요한 재무적 파탄 상황에서는 기업의 계속적 가치가 상승하여 사회
적･경제적 효익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세제가 구성되고 적용되어야 한다는 현행 조세특례
제한법상의 기업구조조정세제 조항들의 입법 목적을 법인세법상의 새로이 신설될 조항들
에서도 계승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은 과거 법인세법 조항에 기초하여 기업재조직 과정
에서의 주관적 요건을 고려했던 대법원의 견해도 반영한 부분이다. 특히 기업재조직에서
의 과세이연 효과들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들은 모두 세법상의 실질과세의 원칙에 기초하
여 반영된 부분들이라 할 수 있는데, 포합주식에 대해서만 세법상의 대원칙을 벗어나는
방향으로 입법이 이루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더구나 포합주식의 기준이
되는 ‘2년’이라는 기준은 일반적인 재무상태에 있는 기업이 합병을 추진하여 소요되는 평
균적인 기간을 고려하여 설정된 작위적인 기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재무적 파탄상태에 놓
여있어 선제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한 기업에 대해서 이러한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다는 점
은 무리가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게 된다면, 우선적으로 앞에서 나열한 법인세법 및 동법 시행령의
관련 조항에서의 적격 요건에 해당될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에
’ 통합도산법에 따른 회생계
획뿐만 아니라,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의 경영정상화계획, 은행 등 채권단의 자율협약에
따른 경영정상화약정과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상의 이행계획 등이 모두 포함되
는 것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218)219) 물론 장기적으로는 일반적인 합병에 있어서도 비적
격 합병이 되는 합병교부금의 비율을 회사법상의 합병(50%를 초과하는 경우)에 맞춰 조정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상법상으로 적격 요건들을 모두 충족한 합병에 대해서 세법상
별도로 적격 합병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볼 합리적인 이유는 없기 때문이다. 적격 또는 비적
218) 해당 내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4조 제6항 각 호에서도 반영되어 있으므로, 해당 조항의 내용을
법인세법상의 부득이한 사유에 반영하는 것이 용이한 입법 방향이 될 수 있다.
219) 이와 유사한 견해로는 장경찬(2013) 참조. 또한 정부의 M&A 활성화 방안의 내용 중에서는 부득이한 사유
중에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의 경영정상화계획 등까지로 반영하는 방향성은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구
체적으로 어느 사례와 문제에 있어서의 부득이한 사유의 확장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는 검토된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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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 합병에 따른 과세제도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법인 내 주주가 주식을 보유하면서
이해관계의 계속성을 갖추고 있는 경우인가를 판단하는 것이다.
[표 Ⅴ-5]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 개정 예시
법인세법 제44조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합병의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가
액을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
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이하 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 ① 법 제44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44조 제2항 제2호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
가. ~ 라. (생략)
마. 해당 주주 등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주
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

바 ~ 아. <신설>
바.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17조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주채권은행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채권금융기관협의회 등”이라 한다)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기업과 체결한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에 따라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
사. 재무구조개선 대상기업에 대한 채권을 가진 은행 간 재무구조개선 대상기업의 신용위험평가 및 구
조조정방안 등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설치한 협의회가 그 설치 근거 및 재무구조개선 대상기업에
대한 채권을 가진 은행의 공동관리절차를 규정한 협약에 따라 재무구조개선 대상기업과 체결한 경
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에 따라 승계 받은 자산을 처분한 경우
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금융기관에 대하여 권고･요구
또는 명령하거나 그 이행계획을 제출할 것을 명한 적기시정조치에 따라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
2. 법 제44조 제2항 제3호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
가. ~ 다. (생략)
라. 합병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승계
받은 자산을 처분한 경우

마. ~ 사. <신설>
마.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17조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주채권은행 또는 같
은 법 제19조에 따른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채권금융기관협의회 등”이라 한다)가 같
은 법 제10조에 따라 기업과 체결한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에 따라 승계 받은 자산을
처분한 경우
바. 재무구조개선 대상기업에 대한 채권을 가진 은행 간 재무구조개선 대상기업의 신용위험평가 및 구
조조정방안 등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설치한 협의회가 그 설치 근거 및 재무구조개선 대상기업에
대한 채권을 가진 은행의 공동관리절차를 규정한 협약에 따라 재무구조개선 대상기업과 체결한 경
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에 따라 승계 받은 자산을 처분한 경우
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금융기관에 대하여 권고･요구
또는 명령하거나 그 이행계획을 제출할 것을 명한 적기시정조치에 따라 승계 받은 자산을 처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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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채무면제이익에 대한 익금 계산 방식의 전환
① 현행 법령상의 문제점
현행 기업 회생절차에서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출자전환의 채무면제이익
과 그 이외의 채무조정에 따른 일반적인 채무면제이익에 대한 익금산입 방식이 달리 규정
되어 적용되고 있다. ⅰ) 채권의 원금 및 이자가액이 출자전환으로 발행되는 주식의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출자전환의 채무면제이익이 발생된다. 이 경우에 당해 사업연도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않지만 그 이후 사업연도에서는 이월결손금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규정하
고 있다.220) ⅱ) 채무조정에 따른 일반적인 채무면제이익의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종
료일 이후 3개 사업연도에서는 익금에 산입하지 않았다가, 그 다음 3개 사업연도의 기간에
는 균등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221)
현행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채무면제이익의 관련 내용들은 출자전환에 따라
발생하게 되는 채무면제이익과 채무조정에 따라 발생하게 되는 일반적인 채무면제이익이
모두 ‘채무면제’에 따라 발생되는 이익임에도 불구하고 세법상 달리 취급하고 있는 문제점
이 있다. 출자전환에 따라 발생하게 되는 채무면제이익에 대해서는 익년 사업연도부터 바
로 익금으로 보되, 이월결손금을 바로 줄이게 되는 효과를 부여하게 됨으로써 차후 과세될
여지가 있는 법인세액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실정에 놓이게 만들고 있다. 그리고 출자전환
에 따라 발행되는 주식의 시가를 중심으로 채무면제이익을 계산하되, 주식의 시가가 액면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익금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222)
과거 주식액면가액에 따른 계산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많은 비판이 있었고,223) 그에 따라

220) 여기에서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경영정상화계획인 경우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회생계획인 경우에 대해서 모두 출자
전환의 채무면제이익에 따라 과세특례가 적용될 수 있는 범위로 설정하고 있다.: 법인세법 제17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221)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
222) 법인세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223) 미국은 1912년부터 무액면주식 발행제도를 운영하였고, 일본은 2001년부터 액면주식제도를 폐지하고,
무액면주식만 허용하고 있다. 왜냐하면 액면가액을 통한 주식 발행은 채권자 보호 측면에서 운영되고
있지만, 그러한 효과가 있는지 여부는 불투명할 뿐더러, 인위적으로 액면가액을 정함에 따라서 자본 내
용이 달리 구성되기 때문이다. 또한 향후 자본조달에 대해서도 곤란한 점들이 생긴다는 근본적인 문제
가 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은 박훈･김범준(200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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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상법이 개정되면서 상법 제329조를 통해 무액면주식의 발행이 허용되기에 이른 상황에
서 액면가액을 중심으로 한 채무면제이익 계산은 상법의 변화에 대해 법인세법이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즉 액면가액을 초과하는 채무면제이익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익금으로 처리하는 방안은 상법의 변화에 대해 법인세법이 발맞추지 못한다는 문제와 더불
어 조세제도의 복잡성을 가중시키는 사항이고, 세법상의 응능부담(應能負擔)의 원칙에
위배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문제점이 있다.224) 그리고 이러한 점은 결국 조세제도 내에서
출자전환과 일반적인 채무조정 중 후자를 선호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 조세의 중립
성에 위배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225)226)
또한 채무조정에 따라 발생하게 되는 일반적인 채무면제이익의 경우에도 “3년 거치 3년
분할 익금산입”이라는 계산 방식에 따르게 되면 기업이 정상화 단계에 들어서기 이전 상황
에서도 채무면제이익이 익금에 산입되어 법인세가 과세될 우려가 있다.227) 과세이연 효과
를 제공할 때, 기업회생계획에 따라 경영정상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3년 후 4년 차에
들어섰을 때부터 채무면제이익을 익금에 산입하기 때문에 법인세가 과세되어질 우려가 있
을 뿐만 아니라, 당장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경영정상화 이전에 활용할
수 있는 이월결손금의 규모가 줄어드는 효과가 직접적으로 발생된다.

② 미국에서의 사례의 경우
2013년 인가받은 KODAK의 회생계획안 내용에서 나타나는 채무면제이익의 처리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미국에서는 채무면제이익을 출자전환인 경우와 일반적
인 채무조정에 따른 채무면제이익의 경우를 나누어서 세제혜택을 달리 부여하지 않고 있
다. 이에 따라서 KODAK의 회생계획안 내용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다.
미국에서는 채무면제이익에 대해서 COD Income(Cancellation of indebtedness Income,
이하 COD)이라고 지칭하고 있는데, COD는 전술하는 미국 세제 내용을 소개하는 부분에서
와 같이 세무사항(tax attribute)들을 조정해나가거나 감가상각자산의 장부가액을 먼저 감
224) 최성근(2008a) 참조.
225) 최성근(2009) 참조.
226)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회사들은 액면발행을 하면서 대폭적인 감자를 병행하여 실시하지만, 채무초과 상태가
아닌 일시적 유동성으로 인하여 회생절차에 들어갔으면서 동시에 상장회사인 경우에는 주주들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문제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할증발행을 하는 경향이 있다.: 이창헌(2014).
227) 김완석･정지선(20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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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하는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가 구성되어 있다.228)
KODAK의 경우에는 회생계획안의 조세 관련 부분에서 KODAK의 세무사항들을 조정해
나가는 방식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다. 2012년 12월 말 기준으로 KODAK이 2억 6,000만
달러의 순영업손실액(이월액 포함), 5억 3,500만 달러의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이월액 포
함)이 있고, 1,900만 달러의 연구개발비 공제액(R&D Credit)이 있는 상황에서 KODAK에
서 채무출자전환(exchange for New Common Stock)에 따른 금액은 세무사항 조정 대상
이 된다고 제시하고 있다. 특히 해당 회생계획안에서는 자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감가상
각자산을 포함한 감가상각자산들에 대해서 장부가액을 우선 감액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
제시하고 있다.229)

③ 회생기업의 선택에 따른 채무면제이익의 과세처리 필요성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의 경우에는 회생기업이 회생계획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조세를
고려한 계획을 상세하게 포함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우선 출자전환의 채무면제이익과 채무
조정에 따른 일반적인 채무면제이익의 차별은 없다. 또한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채무면제이익을 반영하는 방식이 회생기업의 선택에 따라 다양하게 인정될 수 있도록 제도
가 설계되어져 있다. 앞에서의 사례와 같이 미국에서는 회생기업이 채무면제이익을 이월결
손금을 포함한 세무사항을 조정하는 방식이나, 감가상각자산의 장부가액을 감액조정하는
것을 우선하여 세무사항을 조정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반면, 우리의 경우에는 출자전환의 채무면제이익에 대해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채무조정에 따른 일반적인 채무면제이익 역시 익금에 산입하여 이월결손금의 규모
가 일시에 줄어들게 되거나, 아니면 3년 거치 3년 분할 익금산입 방식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나누어져 있을 뿐이다. 결국 기업구조조정세제가 회생기업의 경영정상화를 통해 사회적인

228) 채무면제이익에 대한 세무사항 조정순서는 다음과 같다. ⒜ 채무가 면제된 과세연도의 순영업손실(net
operating loss)과 당해 연도로 이월된 순영업손실(carryforwards of net operating losses), ⒝ 일반
적인 사업상의 세액공제 이월액, ⒞ 채무 면제 이후의 사업연도에서의 최소세액공제(minimum tax
credit), ⒟ 순자본손실 이월액, ⒠ 납세자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가액(the tax basis of the Debtor’s
property), ⒡ 수동적 활동에 따른 손실과 세액공제금액(passive activity loss and credit forwards),
⒢ 외국납부세액공제 이월액(foreign tax credit forwards): Internal Revenue Code Sec.108(b)(1)(2)
229) Eastman Kodak Company, et. al., Disclosure Statement for Debtor’s Joint Plan of Reorganization
Under Chapter 11 of The Bankruptcy Code(United States Bankruptcy Court Southern District of
New York), 201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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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익을 극대화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설계되었다는 점과 회생기업의 선택에 따라 경영정상
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여지를 충분히 고려하거나 마련해두지 않았다는 제도적 결함을 안
고 있다.

④ 제도개선 방안
전술하였듯이 우리나라 기업구조조정세제 체계는 도입 시의 한시적 성격과 이후 개정을
통한 상시규정으로의 이관으로 인해 여러 곳에 산재되어 적용되고 있으며 지나치게 복잡하
고 관련 규정 또한 명시적이지 않고 통칙이나 유권해석인 경우가 많은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따라서 이 경우 채무조정 관련 과세특례 규정의 일원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납세
자에게 혼란을 가져오게 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와 법인세법 제17조 제2항 내용은
통합하여 법인세법 내에 독립 조항으로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일반적인 채무면
제이익에 대해서 적용되는 조세특례제한법상의 ‘3년 거치 3년 분할 익금산입’ 방식은 확실
하게 3년 간 과세이연의 효과를 보장하며, 이후 3개 연도에서 익금으로 산입되는 채무면제
이익의 규모를 예측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역시 경영정상화 이전에 법인세가 과세될
우려를 안고 있다는 단점 역시 있다. 또한 미국 연방세법상의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
조정방식은 과세이연 효과가 분명한 반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을 일괄적으로 조정하
면서 생기는 복잡함이 단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그리고 채무면제이익이 원칙적으로 익금
에 산입되고, 이월결손금액의 규모와 상계되어진다는 점은 법인세법 전반에서 적용되는
원칙이라는 점도 고려한다면, 앞에서 살펴본 모든 방식들 중 하나를 당사자인 회생기업이
선택하여 적용받도록 하는 것이 각 개별 방식들이 가진 장점과 단점들을 고려하는 제도
설계 방식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서 본고에서는 기본적으로 회생기업이 출자전환 또는 일반적인 채무면제이익
모두에 대해서 동일하게 앞에서 열거한 세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다만, 회생기업이 선택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이월결손
금에 일괄적으로 보전되는 것으로 제도를 구성하는 것(Default Option System)이 바람직
한데, 그 이유는 세법에서는 기본적인 원칙으로 채무면제이익을 익금에 산입되는 것으로
구성해두었기 때문에 회생기업의 선택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으로 돌아가 과세소득이 계산
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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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영업양수도에 대한 과세특례 보완
① 현행 법령상의 제한
기업이 회생절차에서 기업구조조정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식들은 합병, 분할합병, 주식
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도 있지만, 가장 많이 활용되는 방식은 ⅰ)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하고 인수하는 ‘기업인수도 방식과
’ ⅱ) 채무자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를 일체로 제3자
에게 이전하는 ‘영업양수도 방식’이다.230) 사업부가 혼재되어 명확한 분리와 양수도가 불
가능한 상황에 ‘기업인수도가
’ 주로 활용된다.231) 기업인수도의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가 필요하고,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반면, 회생기업의 ‘영업양수도는
’ 통합도산법
제261조 제2항에 따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도 인정되지 않는다.232)
특히 영업양수도는 기업인수도보다는 활용도가 떨어지는데, 그 이유로는 영업양수도가
이루어질 때, 개개의 자산과 부채가 이전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과 더불어서 자산의 양도
에 따른 법인세 등의 부담이 있기 때문이다.233) 하지만 영업양수도는 회사분할의 경우와
달리, 회생계획에 의하지 않고 조기에 실행할 수 있다는 장점을 분명히 보유하고 있다.234)
따라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영업상황이 급속하게 악화되고 있는 기업의 입장에서 본다면,
영업양도가 더 유리한 회생수단으로 활용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235) 즉 현행 기업구조조정
세제에서는 사업부나 자산의 전부는 아니지만 상당 부분을 이전하는 영업양수도에 대해서
별도의 과세특례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 단지 자산이 포괄적으로 양도되어진 후에 자산을
이전한 법인이 청산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관한 과세특례로 과세이연
의 효과를 부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230) 여기에서 회사의 영업이란 “일정한 영업목적을 위하여 조직되고, 유기적 일체로 기능하는 재산”으로 해석될
수 있다.: 대법원 1994. 5.10. 선고 93다47615 판결.
231) 최성근(2008b) 참조.
232) 다만, 유가증권상장법인과 코스닥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중요한 영업의 양도를 하는 경우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6에서 규정하고 있다. 중요 범위는 해당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233) 최성근(2008b) 참조.
234)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실무연구회(2013) 참조.
235)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실무연구회(201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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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영업양수도 관련 사례에서 나타나는 쟁점
IMF 시기를 거치면서 철강과 건설사업 부문을 모두 영위하던 주식회사 H는 회생절차에
들어가면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회사를 구조조정하였다. ⅰ) 2002년 Y공업(주)에게 철강
사업 부문을 1,420억에 영업양도하였고, ⅱ) 건설사업 부문은 회사분할을 통하여 77.77억
에 J기업(주)에게 매도하였다. ⅲ) 이러한 구조조정계획을 회생계획안으로 하는 회사정리
계획이 2002년 11월 인가되었고, 그 과정에서 채권자에 대한 채무면제 등의 과정을 거쳤다.
이와 유사하게 H제과의 경우에도 제과사업 부문은 전체를 제3자에게 영업양도하면서, 건
설사업 부문은 재산을 개별적으로 매각하는 과정을 거쳤다.236)
해당 사례는 과거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자산의 포괄적 양도 사례가 적용되지 않던 내용이
므로 제한적인 의미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쟁점을 제시하고 있다. 첫 번째
는 주식회사 H와 H제과 모두 청산되고 있으며, 현재 자산의 포괄적 양도 조항에 따라서
과세특례를 받을 여지도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주식회사 H와 H제과가 청산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현재의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자산의 포괄적 양도 조항의 내용은 적용받지 못하
게 된다. 하지만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기업구조조정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영업양수도
에 따른 기업구조조정방식은 그 효용성에도 불구하고 미미한 영향력만 발휘하고 있다. 두
번째는 합병, 분할, 자산의 포괄적 양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에서 과세특례를 설계하게
된 요인 중 하나는 해당 자산 또는 사업과 주주 등과의 이해관계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면
서 사업도 지속되고 있는지 여부이다. 그렇다면 영업양도에 있어서도 이해관계와 사업의
계속성이 일정 사후기간 동안 유지되고 있다면 과세특례를 설계하여 적용하는 것이 어려운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③ 영업양수도에 대한 과세특례 입법 필요성
일반적으로 기업인수도는 영업양수도에 비하여 인수대금이 하락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
우에는 오히려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회생기업이 최대의 기업 가치를 확보해 재편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이 현실이다. 왜냐하면 인수기업 입장에서는 쓸모없는 사업부문의 자
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동시에 그에 따르는 부채도 인수하여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증가
하게 되기 때문이다.237) 이에 따라서 인수기업과 회생기업 간에는 인수대금을 낮추거나,
236) 이상 사례 내용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실무연구회(2013) 621면 각주 121, 632면 각주 140, 681면
각주 20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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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영업양수도 자체가 무산되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법제 사례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에서 보는 영업양수
도는 기업재조직의 수단 유형에서 볼 때, 미국의 Type C Reorganization(이하 Type C)과
연결되어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Type C에 대해서 자산의 포괄적 양도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으로 보았다. 이를 ‘Substantially all’ Test라 하며, 전체 자산
의 70%이고, 순자산의 90%가 이전되는 수준에 이르러야 자산의 포괄적 양도로 파악하고
있다.238)
하지만 미국에서는 위와 같은 ‘Substantially all’ Test의 통제력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미국 연방 국세청 통칙(Revenue Ruling 2003-79, 2003-29
IRB 80, 이하 Rev. Rul. 2003-79)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례에 대해서 Type C에 해당한다
는 점을 규정하고 있다. ⅰ) 우선 T라는 법인이 신설되는 완전자회사인 S에 특정 사업부를
현물출자하여 설립하고, 모회사가 되는 T의 주주들에게 S의 주식을 분배한다. ⅱ) S는 P에
게 자신의 자산의 전부를 P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P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받는다.
ⅲ) 이러한 거래가 종료된 후에 S는 청산한다.239)
Rev. Rul. 2003-79에 해당하는 사례는 우리나라의 현행 법인세법에서는 분할합병의
경우와 일부분에서는 유사하나, 여전히 과세특례를 적용받기에는 어렵다. 현행 법인세법
제46조에서는 분할 시 분할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를 규정해두고 있으면서 분할합병도
분할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다. 하지만 해당 조항의 적용을 위한 전제조건에는 “내국법인
이 분할로 해산하는 경우”만을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이 모회사였던 T법인이 존속해
있는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는 제도적인 여건이다. 또한 법인세법 제47조의 물적분할 시 분할
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조항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사업을 3년 이내 폐지하지 않아야 할 뿐더러, 분할법인이 직접 분할신설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주식 등을 50% 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Rev. Rul 2003-79
가 적용되는 사례는 우리나라에서의 영업양도와 가장 유사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Rev. Rul. 2003-79에 해당하는 위의 사례에 대해서 기존에는 미국 연방 국세청에서
S가 사실상 T가 P가 원하는 자산들을 이전하기 위한 도관(Conduit)으로 이용한 것이라
237) 이상 최성근(2008b) 참조.
238)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해당 기준을 도입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 제3항.
239) Eustice, James S., and Thomas Brantley(201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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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하면서 비적격 기업재조직에 해당되는 과세거래로 보았다. 하지만 현재는 Rev. Rul.
2003-79에 따라 Type C로 인정되고 있다.240) 해당 법령은 현실적으로 영업양수도와 유사
한 효과를 노리는 단계적 분할 및 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대해서 과세특례를 규정한 것과
같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한편 미국에서는 위와 같은 상황을 Type C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인위적이라는
우회적 비판들이 나오고 있다. 왜냐하면 조세회피목적으로 과세특례 조항의 내용들을 결합
하여 적용받는 경우에는 단계거래의 원칙(Step Transaction Doctrine)에 따라 전체 거래
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이 부인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서 조세회피목적으로 단계거래 또는 우회거래를 한 경우
에는 과세특례 조항을 부인할 수 있는 일반조항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241)
해당 규정을 우리나라에 도입할 것을 검토한다고 할 때에는 미국에서의 기업재조직세제
의 변화 흐름이 반드시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는 점과 더불어 위와 같은 미국에서도 해당
규정에 대한 비판이 상존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거래 과정을 단순화하게
되면, 법인 간에 자산을 양도･양수하면서 그 대가를 지분으로 지급하게 된다면, 반드시
과세하는 것이 어려운 것인가에 대한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 이른바 맥도날드가 동네 햄버
거 가게를 합병하는 경우에 외형적 변화에 대한 경제적 평가가 반드시 ‘합병’이 될 수 있는
가의 논란을 말한다.242) 더구나 여기에서 존속법인이 지분거래가 손쉬운 상장법인인 경우
에는 더욱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여지가 발생하게 된다.
다만, 현재 기업구조조정세제가 현행 통합도산법 등의 기업구조조정 관련 법제도의 입법
목적에 토대를 두고 설계되었다는 점과 기업구조조정시장에서의 원활한 기업구조조정을
위해 영업양수도에 대한 배려가 요청된다는 현실을 모두 고려할 필요는 있다. 결국 계속기
업의 가치를 높일 여지가 있는 회생기업이 기업구조조정을 원활하게 진행하여야만 사회적
인 효익이 증대될 수 있다는 점에 초점을 둔다면, 본 보고서에서 제시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에서 기업구조조정으로서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영업양수도로서
자산 양도의 대가가 주식 등 지분증권으로 지급되는 경우에 한하여 과세이연의 효과를 부
여하는 과세특례 조항을 별도로 설계하여 법인세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240) Eustice, James S., and Thomas Brantley(2013) 참조.
241) 이상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과 미국의 단계거래의 원칙에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최성근(2008c) 및 정승영
(2012) 참조.
242) 해당 비유는 이창희(2014)의 책 594면에서 차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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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방세법상의 취득세 및 등록세 과세 등과 관련된 문제
① 현행 법령상의 문제점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등에서는 법인세법상 적격 합병 또는 적격 분할, 적격 현
물출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 그리고 조세특례제한법상 적격인 자산의 포괄적 양도나 주식
의 포괄적 교환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 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자산이 기업구조조정
이후 다른 법인으로 이전한 점에 대해서 취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있다.
특히 지방세법상의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과세는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장애 사유로 작
동하기도 한다.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과세제도는 법인이라는 법적 형식을 이용하여 취득
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고, 개인과 법인 간의 취득세 과세 간의 조세 형평을 확보하고자
설계된 제도이다. 그렇지만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법인의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
가 되는 경우에는 궁극적으로 기업구조조정 거래 전반의 거래 비용이 상당부분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하므로, 회생기업의 인수 또는 투자자들이 상당한 부담을 느끼는 것도 현실이
기 때문이다.
또한 적격의 기업구조조정에 대해서 취득세가 과세되는 것은 방지하고 있는 반면, 등록
면허세 및 농어촌특별세에 대해서는 별도의 과세 면제가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이는 지방
세법의 분법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등록면허세의 면제 등)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의 입장과는 다르게 적격의 기업재조직 전체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제를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243) 이는 취득세와 등록면허세가 동일하게 형식적인 변경에 대한 과세이
지만,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가 기업구조조정에 있어서 과도한 장애가 되는 것을 방지하고
자 면제 조항을 기술해둔 취지에 충돌하며, 취득세와 등록세 간에 서로 일관성이 없다는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다.
현재 최근 정부가 발표한 바 있는 “M&A 활성화 방안”에서 제시되고 있는 간주취득세의
개선방안은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법인의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에
간주취득세를 면제하는 범위를 현행 KOSPI 상장기업에서 KOSDAQ 상장기업까지로 확대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244) 하지만 이와 같은 개선방안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243) 한국공인회계사회(2013).
244) 현행 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항 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의 경우에는 과점주주 간주취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지방세운영과-231,
2008.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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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현재 정부에서 발표하고 있는 M&A 활성화 방안의 취지와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면제 조항의 범위 확대는 조세부담으로 기업구조조정시장이 원활하게 작동되지 않을 경우
를 조정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책이다. 그렇다면 기업구조조정시장 전반에서 거래 대상으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기업군(群)이 어디까지인지를 우선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현행 법령상 KOSPI 상장기업에 국한되어 있는 기업을 KOSDAQ 상장기업으로 확대하는
수준에 그치게 된다면 제도적 개선책에 대한 실효성은 미미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실제
시장에서의 대상 기업 범위 중 국한된 일부에 대해서만 제도적 실효성이 확보되기 때문이
다. 결국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면제 조항의 적용 범위는 기업구조조정시장이 활성화하는
데 충분한 인센티브가 되는지 여부와 더불어 시장에 등장하는 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수와
성격을 골고루 고려하여야 한다.

② 개선방안
기업구조조정의 활성화 조치를 위하여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면제 범위를 확장하는 것
이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과세제도의 형해화(形骸化)를 불러오면 안 된다.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제도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법인이라는 수단을 이용하여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지배주주가 직접 자산을 취득한 것과 같이 보아 개인과 법인 간의 조세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과세제도의 면제 범위는
사회적 또는 공익적인 효익이 있는 범주 내에서 허용되도록 범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결국 기업구조조정과 관련해서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면제 범위를 설계한다고 제시한다
면 대상이 되는 기업의 규모 또는 상장 여부와 관계없이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에 대해서
간주취득세를 면제하되, 그 사유가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기업구조조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로 제한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등록면허세와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도 지방세법상의 기본적인 입장인 ‘형식적인
변경에 대한 과세 지양’의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기업구조조정
을 비롯한 적격의 기업재조직 전체에 대해서 법인의 자본등기등록면허세 및 그에 기초하는
농어촌특별세 역시 비과세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개선하여 입법 체계 전반에 일관성을 확보
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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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업구조조정과 대손세액공제 부인 문제
① 현행 법령 해석상의 문제점
기업구조조정 과정에 따르는 부수적인 문제 중 하나로 지적될 수 있는 점은 기업구조조
정 과정에서 출자전환된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여부이다.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45조에
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해두고 있다.
[표 Ⅴ-6]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항 관련 내용
부가가치세법 제45조(대손세액의 공제특례) 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
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
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이하 “대손금액”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
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이하 생략)

이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 번째는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
된 경우의 매출채권의 장부가액(출자전환으로 받은 주식의 취득가액)과 출자전환으로 받
은 주식의 시가 간의 차액에 대해서 대손세액공제대상으로 볼 것인지 여부이다.245) 두
번째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의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서 출자전환을 한 경우에 대해
서는 어떠한 취급을 해줄 것인가 하는 점이다.
첫 번째 문제의 경우에는 과세관청에서 대손세액의 공제특례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
으나, 현재 조세심판원에서 일관되게 대손세액 공제특례의 적용 대상이라는 심판례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는 과세관청의 세법 해석상의 인식 전환만이 필요한 부분이다.246)
두 번째 문제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에서 따르고 있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의 입법상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예를 들어 다음의 사례에서 과세관청은 대손
세액공제가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245) 첫 번째 문제의 경우에는 본고 작성을 위하여 실시한 기업 인터뷰(2014.6.2./S기업)에서도 해당의 문제점을
제기한 바가 있다.
246) 조심2013구4992(2014.4.16.) ; 조심2012서1842(2013.9.11.) 등.

166

시장친화적인 기업구조조정 제도 구축방안

[표 Ⅴ-7] 국세청 사전답변[법규부가2010-324(2010.12.13.)] 사례
1. 사실관계(정리)
･ (주)*****(이하 “갑”, “신청인” 또는 “하도급업체”라 함)는 금속 및 철창호공사를 하는 전문건설업체로서
2000년 1월에 OOOO(주)(이하 “을”, “부실징후기업” 또는 “시공회사”라 함)의 협력업체로 등록하였음.
･ “을”이 2010년 초 금융채권단에 2차 추가자금지원을 요청하였으나 2010년 1월과 2월 두 차례에 걸쳐 추
가자금지원에 대한 안건이 부결되면서 자금악화는 더욱 심각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음.
- 신청인뿐만 아니라 “을”의 협력업체들이 부도 발생하는 등 자금사정이 악화되었고, 이로 인해 2010년
2월 협력업체 OOO개사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채권단에 여러 차례 추가자금 지원요청 및
대통령님께 호소문까지 신문에 게재하는 등 노력에도 불구하고, 금융채권단에서는 협력업체들에게
고통분담금으로 채권금액의 18% 삭감을 요구하며 몇 개월간 공사대금 지급을 중단하였음.
･ 자금악화가 더욱 심해지는 과정에서 협력업체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고통분담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함
- 신청인은 2010년 2월에 고통분담금 000만 원을 포기한다는 ｢“을”과 협력업체 상생을 위한 상호 약정
서｣를 작성하여 채권단에 제출하였음.
･ 채권단에서는 협력업체 공사대금채권 탕감을 MOU 약정서에 반영하고 추가자금에 대한 안건을 통과시
켜 2010년 4월에 금융채권단과 “을” MOU 변경 약정을 체결하면서 신청인은 고통분담금을 제외한 지연
된 공사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았음.
･ 또한 채권단의 요구로 작성한 ｢“을”과 협력업체 상생을 위한 상호 약정서｣를 이행하기 위하여 “을”과
2010년 7월 16일에 “채권감액동의서”를 체결함으로써 공사대금 중 000백만 원을 받지 못하게 되었음.
2. 사전답변
･ 질의 내용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경영정상화계획을 이행 중인 시공회사의 금융채권단과 협력업체 비상대
책위원회가 “시공회사와 협력업체 상생을 위한 상호 약정서”를 체결하여 고통분담금으로 채권금액의 일
정액을 포기하는 경우
- 해당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는지 여부
･ 사전답변 내용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 경영정상화
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시공회사가 자금난 등 경영위기를 타개하기 위하여 채권금융기관의
자금지원 전제조건에 따라 해당 법인의 자구노력 외에도 협력업체들에 대해 고통분담금으로 채권금액
의 일정비율 삭감을 요구하여 협력업체의 비상대책위원회가 동 고통분담금을 받아들이기로 채권금융기
관협의회와 “시공회사와 협력업체 상생을 위한 상호 약정서”를 체결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시공사
에 “채권감액동의서”를 체결하여 공사대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해당 고통분담금에 대해서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에 따른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② 개선방안
전술하였던 “(2) 기업구조조정의 적격 요건 해당 범위 확대” 부분에서도 기본적으로 전제
해두고 있는 법리적인 논거가 해당 부분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실질적으로
동일한 역할과 기능을 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한다면, 세법상으로 굳이 차별적인 취급을
할 이유는 없다. 특히 통합도산법상의 회생계획에 따른 법인의 경우와 더불어 기업구조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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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촉진법에 따라 경영정상화계획을 이행하는 경우에도 기업구조조정의 과정에서 법제 간
의 선택에 따라 하나의 절차 과정을 선택한 것일 뿐이다. 즉 통합도산법상의 회생계획과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의 경영정상화계획은 계속가치를 가진 기업의“기업구조조정”역할과
기능에 초점을 두는 것이고, 각각 개별 법제에 근간한 제도상의 절차일 뿐, 동일한 기능과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에 터 잡아 대손세액공제 과세특례 문제점을 살펴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입법
적인 개선 방안이 도출되기에 이른다. 첫째, 통합도산법상의 회생계획과 기업구조조정촉
진법상의 경영정상화계획은 차별 취급할 필요가 없다. 이는 사회적인 기능과 역할 관점에
서 동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율협약에 따라 기업구조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역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의 경영정상화계획과 동일한 역할과 기능이 수행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둘째,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의 경영정상화계획 이행 과정에서의
채권의 감액 등[법규부가2010-324(2010.12.13.)에서는 하도급업체의 고통분담금]에 대해
서도 통합도산법상의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현재 부가가
치세법 시행령에서 대손금의 손금산입･불산입 기준으로 삼고 있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의2는 ‘기업구조조정’의 역할과 기능 관점에서 개정되어질 필요가 있다.
[표 Ⅴ-8]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개정 예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 4. (생략)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
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신설> 6.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17조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주채권은행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채권금융기관협의회 등”이라 한다)
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기업과 체결한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에 따라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신설> 7. 재무구조개선 대상기업에 대한 채권을 가진 은행 간 재무구조개선 대상기업의 신용위험평가 및
구조조정방안 등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설치한 협의회가 그 설치 근거 및 재무구조개선 대상기
업에 대한 채권을 가진 은행의 공동관리절차를 규정한 협약에 따라 재무구조개선 대상기업과
체결한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에 따라 회수할 수 없는 채권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 10. (생략, 기존 6. ~ 7. 이동)
기존 9. ~ 13. (11. ~ 15. 이동, 내용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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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행 기업구조조정세제는 법체계적으로나 법령 내용상으로 변
화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 우선 법체계적으로는 한시법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채무면제이
익 관련 조항 등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기업구조조정세제 조항이 영구 조항으로 바뀌어 법인
세법에 위치할 필요가 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이러한 작업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해당
조항들을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영구조항으로 개정하여 동일한 효과를 취하는 대안도 고려될
수 있다. 더불어 합병 등과 같이 일반적인 기업재조직 유형이라 할 수 있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관한 과세특례 조항 역시 법인세법에서 규정할 필요성
이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기업구조조정세제 조항이 법인세법에서 규정되면서 다음과 같은 법령
상의 내용 변화가 필요하다. 우선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합병 등 기업재조직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포합주식이 인식되고, 그에 따라 과세할 수밖에 없는 사례를 살펴보았다. 특히 이러한
점은 합병 등 기업재조직의 적격 범위를 지나치게 좁히게 되는 반면,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기업이 구조조정되면서 발생하게 되는 사회적인 효과는 소홀하게 다루는 것이 될 수
있다. 정부에서는 최근 발표한 M&A 활성화 방안에서 적격 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에
’ 대해서 단순히 통합도산법상의 회생절차만을 규정한 것을 확대하고자 하는 방향성에
대해서만 제시한 바 있다. 본고에서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의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이 부득이한 사유에 포함되어야 하는 이유를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았다.
또한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채무면제이익의 계산 방식은 지나치게 기계적인 방식으로
회생기업의 선택에 따른 채무면제이익 계산이 불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3년 거치 3년
분할 익금산입 방식은 채무면제이익에 대한 과세이연 효과를 일률적으로 다룰 뿐만 아니라,
출자전환에 따른 채무면제이익과 일반적인 채무조정에 따른 채무면제이익을 차별하여 다루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 회생기업의 채무면제이익에 대해서 과세이연 효과를 부여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 법제상 인정하고 있는 만큼, 과세이연 효과가 발생하는 방식 역시 회생기업
의 경영 방식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계산 방식의 선택지를 줄 필요가 있다.
또한 기업구조조정 방식 중에서 사업부별로 영업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 대한 과세특
례는 인정되지 않고, 자산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과세특례를 인정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그렇다보니, 현재 기업인수도 과정에서 회생기업이 온전하게 충분한
가치를 받지 못하는 문제점도 있다. 이에 따라서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이루어지는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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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양도에 대해서도 주식 등 지분증권으로 대체되어 대가가 구성된다면 과세특례를 신설하
여 과세이연 효과를 부여해 줄 필요성에 대해서 제시하였다. 미국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영업양도에 대해서도 주식 등 지분증권으로 대체된다면 과세이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여지가 마련되어 있음을 본고의 논의 과정에서 소개한 바 있다.
이에 따라서 현재 법령상의 세부적인 개선 내용은 다음의 [표 Ⅴ-8]과 같이 개정되어야
함을 제시하고 마무리한다.
[표 Ⅴ-9] 기업구조조정세제 개정 필요 주요 내용 정리
분류

채무면제이익에 대한
과세 조정

기업재조직세제
일반과 관련한
조정 필요성

지방세법상의
과세조정

대손세액공제
범위 조정

170

내용
출자전환
(현행) 출자전환 채무면제익은 익금에 산입되는 것이 원칙이나,
채무면제익
익년도부터 결손금 보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
(현행) ① 과세연도 및 이후 3개 과세연도(A) 간 익금불산입
일반
또는 과세이연
채무면제익
② A 기간 이후 3개 과세연도 간 균분하여 익금
산입 또는 과세
① 과세연도 및 이후 3개 과세연도(a) 간 익금
(개정)
불산입 또는 과세이연
A 방식
채무면제이익을
② a 기간 이후 7개 과세연도 간 균분하여 익금
통합 관리하면서
산입 또는 과세
기업 선택에 따라
감가상각이 가능한 자산의 장부가액을 일괄
B 방식
세 가지 계산
조정하는 방식
방식 중 하나를
C 방식 채무면제이익을 이월결손금액과 일괄 상계
선택하여 적용
(Default) 하는 방식으로 이월결손금액 조정
(현행) 포합주식(합병 전 2년 내 취득 주식)의 경우, 비적격 요건
으로 포함하고 있으며, 적격 요건에 해당될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에
합병
통합도산법상의 회생계획에 따른 처분만 규정
(분할합병
포함)
(개선)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인정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분할
따라 합병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모두 적격 요건에 해당될 수
있도록 부득이한 사유의 범위를 확장
(현행) 자산의 포괄적 양도 후 해당 기업이 청산되어야 함.
자산의
(개선) 자산의 포괄적 양도와 더불어,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포괄적
분할 없이 사업부의 영업양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
양도
청산이 없어도 과세특례가 적용될 수 있도록 조정
(현행) 증권거래소 상장기업 및 코스닥 상장기업(개선 예정 부분)의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에 대해서 간주취득세 면제
과점주주
간주취득
(개선) 적격 기업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기업구조조정이 이
과세
루어지면서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그 대상이 비상
장기업이라 해도 간주취득세 면제
(현행) 통합도산법상의 회수불능채권만을 부가가치세법상의 대
손세액공제대상으로 삼고 있음.
(개선)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경영정상화계획 및 채권단 자율협약에
따른 회수불능채권도 부가가치세법상의 대손세액공제 범위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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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Ⅴ-1] 기업구조조정세제 관련 조항 내용 현황
분류

법인
단계의
채무조정

주주 단계
출자구조
변경

조항

내용

출자전환
채무면제이익에
대한 과세
(법인세법 제17조)

①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시가를 초과하
여 발행된 금액은 익금에 산입(원칙)
② 다만, ①에 해당하더라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차후의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의 보전(補塡)에 충당할 수 있음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기업
채무면제익
(일반채무면제이익)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

①-1 통합도산법상의 회생계획에 따른 채무면제
-2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경영정상화계획에 따른 채무면제
-3 금융기관 간 합의에 따른 채무면제
-4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출자전환 시 채무면제
-5 관계법률에 따라 채무면제되는 경우
②-1 해당 과세연도 및 이후 3개 과세연도 간 익금불산입
-2 ②-1 기간 종료 후 3개 과세연도 간 균분하여 익금산입
③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를 제외한 기촉법상 채권금융기관은 채무면
제액 손금산입
④ 익금산입 기간 도래 전 사업 폐지 등의 경우에 전액 익금산입
⑤ 한시법(2015년 12월 31일까지의 채무면제에 한정)

기업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34조)

①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자산 양도 시, 자산 양도차익 중 채무상
환액은 양도소득세 분할 납부 또는 익금불산입
② 해당 과세연도 및 이후 3개 과세연도 간 익금불산입 또는 양도소
득세 과세이연
③ ②의 기간 종료 후 다음 3개 과세연도 간 균분하여 양도소득세 분
할 납부(거주자) 또는 익금산입(내국법인)
④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른 채무 상환 관리 및 기준부채 비율 점검
등 사후관리 적용
⑤ 한시법(2015년 12월 31일까지의 자산매각에 한정)

감자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45조)

①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주주 등으로부터 출자지분을 무상으로
받아 소각하는 경우 법인의 익금불산입
② 주주 등이 주식을 법인에 증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조항 적
용 배제하며, 보유 주식 전부 증여 시에 주식의 장부가액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
③ 감자 과정에서 다른 주주들(특수관계인 제외)이 얻는 이익에 대해
서는 증여 또는 법인세법상의 익금으로 보지 않음
④ 한시법(2012년 12월 31일 이전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른 것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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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조항

내용

기업 간 주식교환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① 지배주주 등이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소유 주식 등을 전부 양
도하고 일정 비율에 따라 양수법인의 주식 등을 받는 경우, 교환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처분
시까지 이연
②-1 사후관리: 3년 이내 교환대상법인과 동일한 업종을 경영하는 법
인이 있게 되는 경우 익금산입 처리 등
-2 사후관리: 3년 이내 교환대상법인의 주식 등을 교환하였던 구
지배주주 등이 다시 해당 주식 등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익금산
입 처리 등
④ 한시법(2010년 12월 31일 이전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른 것에 한함)

채무 인수･변제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39조)

① 주주 등이 법인의 채무를 인수･변제하는 경우로서 ②의 경우에 해
당되면 인수･변제금액을 주주 등의 소득금액 산정 시 손금에 산입
②-1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소유주식 등을 전부 양도
-2 법인청산계획서에 따라 일정 기한 내에 법인 청산
③-1 ②-1의 경우에는 해당 법인은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3개
사업연도 기간 동안 익금불산입 후 차후 3개 사업연도 기간 동
안 균분하여 익금산입
-2 ②-2의 경우에는 해당 법인이 해산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의 소극금액 계산 시 익금산입
④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른 채무 상환 관리 및 기준부채 비율 점검,
폐업 또는 해산, 분할 및 합병 후 사업 미승계 등에 관한 사후관
리 적용
⑤ 한시법(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 2013년 12월 1일까지 청산 종
결에 한하여 적용)

[부표 Ⅴ-2] 기업재조직세제 관련 조항의 내용 현황
조항

내용

① 다음의 합병 적격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1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는 내국법인 간 합병
-2 피합병법인 주주 등이 받은 합병대가총액 중 80% 이상이 합병법인
또는 합병법인의 모법인의 주식 등에 해당
합병
-3 합병법인이 승계 받은 사업을 계속(합병등기일 귀속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제44조~제45조)
② -1 적격 요건(①)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에
따라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계산할 수 있음(실
제 제3자에게 자산 양도 시까지 과세이연)
-2 장부가액과 공정시장가액 간의 차액을 자산별로 계상해두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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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

내용
③ 적격 요건에 대한 사후관리(합병 후 3년 내)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합병법인이 승계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주주 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
-3 비적격합병(④)과 동일하게 양도손익 계산 후 익금/손금 산입
④ -1 적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비적격합병)에는 피합병법인의 자
산을 공정시장가액에 따라 양도받은 것으로 계산함
-2 ④-1에 따라 계산될 경우에의 자산양도손익은 합병등기일부터 5년간
균등하게 익금 또는 손금 산입
⑤ 합병 시 이월결손금은 승계 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내에서만 공
제할 수 있음(역합병에 대한 제한)

인적
분할

① 다음의 분할 적격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1 분리하여 사업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
*2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
*3 분할법인 등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
-2 분할법인 등의 주주가 분할대가의 전액이 주식이고, 분할등기일 귀속
사업연도까지 보유할 것
-3 분할신설법인 등이 승계 받은 사업을 계속(분할등기일 귀속 사업연도
까지)
② -1 적격 요건(①)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분할법인 등의 자산을 장부가액에
따라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계산할 수 있음(실
제 제3자에게 자산 양도 시까지 과세이연)
-2 장부가액과 공정시장가액 간의 차액을 자산별로 계상해두어야 함
③ 적격 요건에 대한 사후관리(분할 후 3년 내)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분할신설법인 등이 승계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주주 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
-3 비적격분할(④)과 동일하게 양도손익 계산 후 익금/손금 산입
④ -1 적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비적격분할)에는 분할법인 등의 자
산을 공정시장가액에 따라 양도받은 것으로 계산함
-2 ④-1에 따라 계산될 경우에의 자산양도손익은 분할등기일부터 5년간
균등하게 익금 또는 손금 산입
⑤ 합병 시 이월결손금은 승계 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내에서만 공
제할 수 있음

물적
분할

① 분할법인이 물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로서 분할
적격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② 적격 요건(①)을 충족하는 경우, 분할법인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손금으로
산입
③ 적격 요건에 대한 사후관리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분할신설법인이 승계 받은 사업 폐지(분할 후 3년 내)
-2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 지분의 50% 미만으로 보유하는 경우
④ 다음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 처분이익을 해당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
-1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
-2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자산 처분하는 경우

분할
(법인세법
제46조~제47조

Ⅴ. 기업구조조정과 조세제도

173

조항

내용

현물출자
(법인세법 제47조의2)

① 다음의 적격 현물출자 요건을 갖춘 경우
-1 출자법인이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법인
-2 출자법인 등이 피출자법인 지분의 80% 이상의 주식 등 보유하고, 현
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계속 보유할 것
-3 피출자법인이 승계 받은 사업을 계속(현물출자일 귀속 사업연도까지)
-4 공동출자자가 법인세법상의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② 적격 요건(①)을 충족하는 경우, 출자법인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손금으로 산
입
③ 적격 요건에 대한 사후관리(출자 후 3년 내)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피출자법인이 승계 받은 사업 폐지(출자 후 3년 내)
-2 출자법인이 피출자법인 지분의 50% 미만으로 보유하는 경우
④ 다음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 처분이익을 해당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
입 -1 출자법인이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
-2 피출자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자산 처분하는 경우

자산의 포괄적
양도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및 법인세법
제50조)

포괄적
양도

자산
교환
특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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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피인수법인이 자산의 대부분(자산총액의 70%, 순자산의 90%)을 인수법
인에 양도하고 그 대가로 인수법인의 주식 등을 받고 청산하는 경우, 자
산의 가액을 장부가액으로 계산
② 다음의 적격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1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하던 내국법인 간 자산양수도
-2 피인수법인이 받은 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따른 인수대가의 95% 이상
이 인수법인의 주식 등이어야 하며, 이를 피인수법인 주주 등에게 배
정하고 포괄적 양도가 이루어진 사업연도까지 보유
-3 인수법인이 승계 받은 사업을 계속(양도일 귀속 사업연도까지)
③ 적격 요건에 대한 사후관리(양도 후 3년 내)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인수법인이 승계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피인수법인 또는 피인수법인 주주 등이 인수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
-3 위의 사유 발생 시 차익을 익금에 산입
내국법인이 2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고정자산을 특수관계인이 아닌 다른
내국법인의 동종 사업용 고정자산과 교환하는 경우 교환에 따라 발생한 양
도차익을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음
① 내국법인이 상법상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상법 제360조의2)으로 상
대방 법인의 완전자회사가 되는 경우 완전자회사 주주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실제 처분 시까지 과세이연
② 적격 요건의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음
-1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하는 내국법인 간의 포괄적 교환 등
-2 교환･이전대가의 총 합계액 중 80%가 주식으로 주주들에게 배정되
고,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보유할 것
-3 완전자회사가 교환･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사업을 계
속할 것
③ 적격 요건에 대한 사후관리(교환 등 이후 3년 내)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완전자회사가 승계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완전모회사 또는 그 주주 등이 포괄적 교환 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처
분하는 경우
-3 위의 사유 발생 시 과세이연 효과 부인(양도소득세/법인세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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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연구결과의 요약 및 결론
1. 연구결과의 요약
본 연구에서는 법원･채권은행 등 기업구조조정 제도의 문제점과 함께 PEF 및 기업구조
조정세제의 문제점을 검토함으로써 채무자 관점에서 기업구조조정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최근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고 기업성과 개
선이 더뎌지면서 기업의 부실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 같은 부실기업의 구조조정을 담당할
기업구조조정시장의 미발달과 기업구조조정 제도의 미비는 구조조정을 지연시키거나 어
렵게 하고 있다. 특히 시장원리와 법･질서의 원칙이 지켜지는 가운데 구조조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업구조조정 제도를 시장친화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부실기업이 증가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대기업
및 중소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제도미비로 나타날 수 있는 구조조정 애로요인 및 구조
조정 지연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여 제시하였으며, 해외 선진국의 기업구조조
정 제도와의 비교 등을 통해 차별화된 채무자 관점의 기업구조조정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
하고 있다.
각 부문별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법원을 통한 기업구조조정 제도개선 과제는 다음과 같다. 현행 기업구조조정촉진
법과 통합도산법 등 기업회생법제는 세계화, 법치주의, 효율성이라는 관점에서 다음과 같
이 개선되어야 한다. 우선 기업구조조정촉진법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제도개선이 있어야
한다. 채무자와 채권자 간의 선제적이고 사전적인 자율적 구조조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주기 위해서는 투명성이 보장되어야만 한다. 지금까지 기촉법에 의한 워크아웃은 법원에
의한 회생절차와 달리 제대로 된 통계자료가 발표되지 아니하여 기업들의 예측가능성이
떨어지고 절차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재무적 위험에 처한 기업
으로서는 도산법과 기촉법 중 어떠한 절차를 취하는 것이 자신들의 상황에 더욱 효율적인
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 절차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못할 경우 경제적 기준이 아니라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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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사회적 상황에 채권금융기관이 민감하게 반응할 우려가 있다. 또한 현행 기촉법에서는
채무기업의 경영권이 보장되는지 여부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도산법에서처럼 DIP 제도
를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촉법에 의한 워크아웃절차는 실무적으로 채권단이 채무자
에 비해 우월적 협상력을 가진 상황이므로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자율협상을 가능하게 하
기 위해서는 기촉법에도 DIP 제도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채무자가 자신이 처한
재무 상황에 따라 기촉법상 절차와 도산법상 절차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것이다. 또한 통합도산법상 회생절차와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제도개선이 있어야
한다. 지금까지 도산법상 회생절차에 비해 기촉법상 위크아웃절차의 장점으로 제시되어
왔었던 절차의 신속성, 상거래 채권자들과의 정상적 거래를 유지하면서 금융 채권자들만의
채권이 재조정되어 경제적 파급효과가 적다는 것, 신규자금의 원활한 공급 등이 도산법상
회생절차에서도 구현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이를 위해 사전계획안 제도를
활성화하고, 상거래 채권자들에 대한 조기변제를 활성화하며, DIP 파이낸싱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둘째로 채권은행을 통한 기업구조조정 제도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장점을
부각시킬 수 있는 제도로서 통합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우선
대기업을 적용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벤치마킹하여 대기업집단
과 중소기업을 포괄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며 전문적인 제도로
발전시키는 데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복잡한 채무관계에 있을수록 구조조정 과정
에서 이해관계 충돌의 문제를 중재할 수 있는 중립적 주체를 선정하는 것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계속기업과 정리기업을 선정하는 기준에 있어 채권은행의 비전문성이 문제로
지적되므로 독립적인 기관에서 객관적인 평가를 수행하여 채권은행의 의사결정에 반영하
는 방법을 도입해야 한다. 부채비율이라는 획일적인 기준보다 다양한 산업환경과 시장상황
을 고려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과거 외환위기나 기촉법 제정당시 대부분의
채권자가 금융기관이었던 상황과는 달리 상당히 다양화된 채권자의 구조도 고려하여 구조
조정의 당사자가 되는 채권자의 범위 확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가장 궁극적인 해결책
으로 제시될 수 있는 것은 구조조정 전문시장을 발달시키는 것인데 구조조정 전문시장에서
는 구조조정 참여자의 이해관계가 유사한 방향을 취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최근 시범적으로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는 NPL 시장과 Bad bank의 설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경영진이나 대주주가 채권은행에 기업 경영 인센티브로서 스톡옵션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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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매수권(Buy-back option)을 부여하는 방법도 해결책으로 제시될 수 있다.
셋째로 사모투자펀드를 통한 기업구조조정 제도는 자본시장통합법상의 운용규제가 대
폭 완화될 필요성이 있으며 PEF 관련 세제의 개선이 필요하다. 사모투자펀드는 경제규모
에 비해 여전히 작은 규모인데 이것은 기업구조조정시장의 미발달,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진입･운용･공시 규제 등 다양한 형태의 규제가 있다. 우리나라는 사모투자펀드 제도
가 잘 발달된 미국이나 EU보다도 펀드 운용자에 대한 규제보다는 펀드 그 자체에 대한
규제가 강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선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운용규제는 다
음과 같이 대폭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분리 운용되는 사모투자전문회사 제도의 통합
과 함께 관련 규제의 완화가 필요하다. 자본시장법상의 사모투자전문회사 제도, 기업재무
안정 사모투자전문회사 제도 및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 제도와 관련된 제도의 통
합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2년 이내 50% 이상 최소투자비율 규정은 매우 강한 규제로서
투자의무를 준수하지 못한 경우 금융위원회에 사후 보고하도록 제도의 변경이 필요하며
종국적으로는 폐지되어야 한다. 또한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자기자본 대비 채무보증 비율
10% 규제와 특수목적회사 자기자본 대비 채무보증 300% 규제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사모투자전문회사는 적격투자자인 전문투자자들로 구성되므로 투자자 보호 목적의 차입
규제는 불필요하고 이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사모
투자전문회사 지분증권 6개월 처분 금지규제에 있어서도 일정기간 투자대금 회수에 제한
으로 투자자금운용에 제약이 발생하므로 이 같은 규제는 폐지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된 PEF에 대한 조세지원이 필요하다. 현행 PEF에서 유한책임사원(LP)에
게 분배되는 소득을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PEF가 도관으로 이용
되는 수단에 불과하다는 경제적 실질을 고려할 때, 자산유동화세제를 적용받을 것인지 아
니면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것인지를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다. 조
세특례제한법상의 과세특례 내용 중에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과세특례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만, 기업재무안정 PEF는 적용 대상에서 배제되어 있는 문제점이 있다. 기업재무
안정 PEF 역시 기업구조조정세제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세제 조항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넷째로 기업구조조정세제는 법체계의 정합성 확보 및 법령내용의 합리성을 확보하는 방
향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현행 기업구조조정세제는 재무적 파탄과 기업 회생 가치의
필요성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그대로 이해하여 반영하지 않고, 기업의 외형적인 변화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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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중하여 설계되어 있는 상태에 놓여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합병, 분할 등 변화 수단
의 유형들과 함께 평행적으로 놓고 과세특례 내용이 규율되고 있다. 또한 법률 체계상으로
놓고 볼 때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의 법조문들로 상시화된 기업구조조정 현실을 그대로 반
영하지 못한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점들은 대부분의 기업구조조정세제 조항들이 조세특례
제한법상의 법조문으로 위치하여 있고, 일몰대상에 해당되는 조항들이라는 법체계적 한계
점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따라서 현행 기업구조조정세제는 법률 체계상의 변화와 더불어
법률 내용상의 변화도 동시에 필요한 상황에 놓여있다. 법률 체계상으로는 현행 조세특례
제한법상의 주요 조항들의 내용들을 재편하여 법인세법상의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른 기
업재조직세제 조항으로 편입시킬 필요가 있다. 기업구조조정이 상시화되어 있는 경제적
현실에서 놓고 볼 때, 기업구조조정세제 조항들이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되어 있다는 점은
법률 체제상 부자연스러운 점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와 같은 법률 체제상의 부자연스러
움은 기업구조조정세제가 법률 체계상 통합적인 관점에서 규율되는 것을 어렵도록 만들고
있으며, 납세자로 하여금 과세체계가 복잡하고 어렵다는 인식을 갖도록 만드는 요인이 되
고 있다. 내용상으로는 대상 기업이 구조조정되어야 하는 재무적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일반적인 관점에서 기업이 전략적으로 인수･합병되는 상황과 동일하게 취급될 수
밖에 없는 문제점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법률 체제상
법인세법에서 기업구조조정세제 조항들이 규정되면서 기업재조직세제 전반에서의 변화도
동반되어 해결될 수 있다.
[표 Ⅵ-1] 기업구조조정 제도개선 과제: 기업회생 및 채권은행 제도개선 과제
부문

기업구조조정과
기업회생제도

기업구조조정과
채권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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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책과제

대안/해결방안

기촉법 개선방안

- 절차의 투명성 확보
- DIP 규정 명문화

도산법 개선방안

- 사전계획안 제도를 활성화
- 상거래 채권자들에 대한 조기변제 활성화
- DIP 파이낸싱 활성화

- 구조조정 대상기업
선정 기준 문제
- 이해상충 조정 방법
부재

- 법정외 구조조정 제도로서 통합적인 체계로 정비
･ 제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구조조정 추진의 불확실성을 해
소하고 일관적인 체계 구축
- 구조조정 추진을 위한 중립적 주체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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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주요 정책과제

대안/해결방안

-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채권자의 구조 변화
반영
- 관치금융 가능성

- 채권 및 채무 구조의 변화를 반영한 제도개선
･ 대상기업 선정 기준 개선: 일시적 위험기업과 회생불능기업 구
분을 통한 선택과 집중 필요
･ 채권자의 범위 재획정
･ 투명한 정보공개를 통한 불확실성 최소화
- 채권 유동화 은행의 설립
･ 이해당사자들의 참여 유인 제공으로 시장활성화 기대

PEF 운영상 규제의 완화

기업구조조정과
PEF

기업구조조정과
조세제도

- 기업재무안정 사모투자전문회사 제도 등 관련 제도의 통합
관리
- 2년 이내 50% 이상 최소투자비율 규정은 투자의무를 미준
수 시 금융위원회에 사후 보고
- 투자자 보호 목적의 차입규제는 폐지
- 사모투자전문회사 지분증권 6개월 처분 금지규제 폐지

M&A 활성화를 위한
사모투자전문회사
세제지원 방안

- PEF에 적용되는 동업기업 과세제도 완비

유한책임사원 지분의
유통시장 활성화

- 향후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지분을 양도하는 거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2차시장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구축 필요

사모투자전문회사 투자
활성화를 위한 중소･중
견기업 재무투명성 제고

- 중소･중견기업이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해 ｢내부회계 검토보
고서｣ 작성 제출 시 일정기간 세무조사 면제 혜택 부여

기업구조조정세제가 한
시법에서 벗어날 수 있
도록 법체계 정비

-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채무면제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등 기업구
조조정세제 조항과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및 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관한 조항을 법인세법에서 일괄 규정

재무구조개선계획의
필요성과 합리성에 부
합하는 세제 조항 내용
으로 개선

- 회생기업의 채무면제이익에 대한 과세를 위한 계산 방식을
회생기업 선택형 방식으로 개선
-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른 합병 등에 대해서 과세특례가 적
용될 수 있도록 적격성 범위를 확장
- 영업양수도에 관한 과세특례 신설방안을 제시
- 간주취득세 감면 범위 개선 등 기타 조세 문제 해결

- 기업재무안정 PEF도 기업구조조정세제의 적용을 받도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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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앞에서 채권은행을 통한 기업구조조정 및 법원을 통한 기업회생제도를 분석하였고, 기업
구조조정을 원활하게 하는 제도로서 PEF 활성화와 함께 기업구조조정세제의 개선 필요성
을 논의하였다. 이 같은 분석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로 지금 시점에서 기촉법을 당장 폐지하기보다는 한시법 형태로 유지하며 도산법의
제도적 개선과 성과를 정기적으로 점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기촉법의 폐지여부는 도
산법의 제도적 개선과 성과가 입증된 후에 논의되어도 늦지 않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구조조정의 한 축을 담당해 온 기촉법에 대해 폐지를 주장하는 법조계와 상시화를 주장하
는 금융계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법원 중심의 기업회생절차(도산법) 외에 채권금융기관
중심의 회생절차(기촉법)가 우리사회에서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해야 할 시기이다. 신속한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많은 금융 채권자들의 채권을 하나로 묶을 필요성이 있고 여기에 법
적 강제력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 기촉법의 궁극적인 존재 근거이다. 기촉법의 효율성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것이지만 이것 때문에 법치주의를 훼손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반면 법원이 주도하는 도산법상 회생절차의 경우 법치주의는 보장되지만 신속성과 효율성
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러나 기촉법은 제정 이후 한시법 형태를 유지하며 연장
시 법치주의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다. 도산법 역시 효율적인
회생절차를 제공해 주기 위해 제도개선을 모색해 나가고 있다. 기촉법과 도산법 모두 자신
의 약점을 보완해 나가며 법치주의와 효율성을 함께 확보할 수 있는 기업구조조정 절차를
모색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산법과 기촉법이라는 투 트랙으로 가져가
는 것보다 기촉법을 폐지하고 도산법 중심의 원 트랙으로 가면서 기업구조조정 절차에서의
효율성과 법치주의 적합성을 동시에 추구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물론 지금까지
기촉법이 해 온 역할을 도산법이 충분히 할 수 있을 정도의 시기에 이르면 기촉법은 역사적
소임을 다하고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이
바로 그러한 시기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최근 도산법의 제도개선 논의를 지켜보면 그러한
시기가 점점 빨리 다가오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지금의 도산법 제도개선 노력이
정말로 현실화되며 기촉법의 장점을 충분히 흡수해나갈 수 있을지는 아직 확신할 수 없다.
둘째로 법정외 구조조정 제도로서 채권금융기관에 의한 기업구조조정 제도가 통합적으
로 정립될 필요가 있다. 현행 구조조정 제도는 개별 대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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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진법을 제외하고는 대기업집단과 관련된 ‘주채무계열 재무구조 개선운영 준칙’, 중소기
업 관련의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 등은 근거 법제는 갖추어져 있지 않고 각각의 규정
및 준칙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제도들은 거의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
고 상이한 체계와 원칙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해석이나 제도의 적용에 있어 논란의 소지를
제공하게 된다. 법제적 뒷받침이 튼튼하지 않은 상황에서 채권은행의 자의적 판단과 기업
의 불확실성은 구조조정의 성공가능성을 낮추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기업구조조정 제도로서 법적기반을 갖춘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현행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가지는 제도적 장점을 벤치마킹하고 여러 가지 지적되는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기업구조조정의 원 취지와 부합하는 제도를 법제도적 뒷
받침을 갖추어 정립한다면 이를 바탕으로 구조조정시장이 보다 활성화되고 다양한 사례와
경험을 활용한 전문적 시장의 발달도 가능할 것이다. 결국 통합적인 기업구조조정 제도를
체계화하고 채권 유동화 시장의 발달을 촉진하게 되면 보다 전문적이고 자율적인 구조조정
이 시장을 통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할 수 있다.
셋째로 향후 일반 사모투자전문회사, 기업재무안정 사모투자전문회사 및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 등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운영상 규제는 사모투자전문회사의 활성
화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모펀드가 잘 발달된 미국과 EU의
경우에 펀드 운용자 규제는 있지만, 사모투자펀드 그 자체에 대한 규제는 거의 없다. 이것
은 우리나라와 대비되는 현상이다. 미국의 SEC가 사모투자펀드에 대해 투자자보호에 필요
한 최소한의 규제장치만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사모투자펀드 운영규제에 있어
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사모투자전문회사가 주로 단기적인 투기적 관행을 보인다는 이유
에서 이를 억제하기보다는 시장에서의 위험재분배의 효율적인 투자수단이라는 관점에서
사모투자전문회사의 활성화가 중요하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사모투자펀드의 모집은 소수
의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감독당국에 의한 운용규제는 최소한에 그치고, 가
능하면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펀드운용에 있어서 많은 자율권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다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 펀드운용에 대한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는
형태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고 또한 이에 대해서 합리적인 조세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
다.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자산운용, 투자규제에 관한 측면에 있어서는 과도한 규제는
점진적으로 해소 또는 완화하여 기업구조조정 기구로서 사모투자전문회사의 활성화를 도
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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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로 기업구조조정세제에서는 법적 안정성과 예측성을 한층 제고하도록 개선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조세제도 개선 방향의 초점은 회생가능한 기업과 해당 주주 또는 채권자들
은 본인들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청산되는 ‘현금화’가 없을 경우에 과세이연 효과를 안정적
으로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에 기초하여 볼 때, 한시법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채무면제이익 관련 조항 등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기업구조조정세제 조항이 영구 조항으로
바뀌어 법인세법에 위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조세제도 및 사례의 분석과 해결방향에 따르
게 된다면 기업의 이해관계자들 간의 실질적인 변화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그에 따라
서 과세이연 효과를 제공하여 기업이 안정적으로 회생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는 세제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제도 변화를 통해 기업은 현실적으로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장애로 느끼는 세제에 관한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고, 시장에서는 상시적인
기업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게 될 것이다.
향후 기업구조조정 제도의 개편과 관련해서는 몇 가지 방향으로 연구가 진행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하나는 기촉법상의 워크아웃 제도와 통합도산법상의 기업회생제도의 적용을
받는 기업에 대한 자료 축적을 통해서 서로 다른 제도의 적용을 받은 기업의 성과를 비교
분석해보는 분석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기업차원의 미시적인 데이터의 축적이 아직은 미
약하여 이에 대한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측면이 있으나 관련 제도의 개선과 관련
하여 기초 데이터를 활용한 실증분석은 매우 중요하다. 또한 PEF 제도의 성과 측정을 위해
서도 관련데이터 축적으로 통한 실증분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미 외국에서는 이와
관련된 연구가 일부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PEF 제도 발전을 위해서는 이 분야의 실증 연구
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연구는 추후의 연구과제로 남겨 두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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