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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논문은 성실하고 근면한 압류채권자의 지위가 적절히 보호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도산절차에서 압류채권자의 지위를 각 도

산절차별로 절차의 진행순서에 따라 살펴보고 보다 바람직한 지위보장 

방안에 대한 제안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도산절차가 

진행되면서 압류채권자가 기존의 강제집행절차에서 가지고 있었던 지위

에는 어떠한 변화가 발생하는지, 그와 같은 변화가 부당한 것이거나 불

필요한 것은 아닌지, 압류채권자가 불이익을 입게 될 경우 그에 대하여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다툴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한다. 이 밖에 채권조사확정절차나 회생계획에 관한 절차, 배당절차 

등에서의 압류채권자 지위에 관하여도 살펴본다. 이러한 검토의 결과 문

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입법론으로나 해석론으로 해결방

안을 제시해본다.

먼저 전반적인 논의의 전제로서 민사집행법에서 압류채권자의 지위를 

검토한다. 압류채권자의 개념 정의를 명확히 하고 강제집행절차에서 압

류채권자가 가지는 지위를 개관한 다음, 압류채권자에게 우선적 지위를 

인정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로서 우선주의와 평등주의의 대립을 살펴본

다. 현재 우리 민사집행법은 평등주의를 유지하고 있지만, 우선주의의 

장점이 많고 비교법적으로 우선주의를 채택한 선진 법제가 많다는 점에

서 우선주의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상의 논의를 전제로 두고 도산절차에서 압류채권자의 지위를 검토

한다. 도산절차의 진행으로 불이익을 입게 되는 채권자에게 도산절차에 

참여할 기회가 적정하게 부여되어야 도산절차의 정당성이 확보된다. 압

류채권자는 여기에 더하여 자신이 신청한 강제집행절차가 도산절차로 인

해 영향을 받는 점과 이미 집행권원을 보유하여 그가 가진 채권의 존재 

및 내용에 대한 고도의 추정을 받는다는 점에서 그 지위에 대한 보호가 

보다 강하게 요구된다.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을 보유한 압류채권자는 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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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절차가 절차 개시 전에는 중지명령이나 포괄적 금지명령으로 인해, 

절차 개시 후에는 개시결정의 효력으로 인해 중지되었다가, 회생계획인

가결정으로 실효됨으로써 그 지위가 제한 혹은 상실되는 불이익을 입는

다. 이 가운데 포괄적 금지명령에 대해서는 부당한 손해발생의 염려를 

이유로 한 적용배제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반면 중지명령에 관하여는 

부당한 손해발생의 염려가 소극적 요건으로 고려되지만 이를 주장할 절

차가 없어 입법론적 해결이 필요하다. 부당한 손해발생의 염려라는 요건

을 구체화하는 것도 과제이다. 한편 개시결정 이후에는 압류채권자가 같

은 이유로 강제집행절차의 속행을 구할 방법이 없다. 기존의 속행명령과 

변제허가제도의 활용에는 한계가 있고 결국엔 새로운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미국의 자동중지로부터의 배제나 일본의 담보권실행금지 해제는 

좋은 입법적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회생계획인가결정이 내려질 경우 압류채권자는 인가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를 제기하면서 계획수행금지 가처분을 신청함으로써 등기부상으로 

지위를 보전할 여지가 있다. 또한 인가결정으로 회생채권자표가 새로운 

집행권원으로 등장하지만 기존의 집행권원이 무의미해진다고 해석할 것

은 아니다. 회생절차가 인가 전에 폐지된 경우에는 법원이 임의적으로 

파산선고를 할 수 있는데, 파산선고로 인해 압류채권자의 지위가 상실되

는 점을 감안하여 신중히 고려되어야 한다.

채권조사절차에서 압류채권자는 집행권원의 존재로 인해 이를 보유하

지 못한 다른 채권자들과 비교하여 이의가 제기될 여지가 적고 제기될 

수 있는 이의사유도 제한적이다. 채권조사확정절차에서도 압류채권자는 

출소책임을 부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의자는 반드시 채무자가 할 수 

있는 소송절차만을 제기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같은 점에서 압류채권자

는 보다 고양된 지위에 있다. 

이 밖에도 압류채권자의 지위를 보장하기 위해 회생계획안 결의를 위

한 조를 분류함에 있어 압류채권자들로 이루어진 회생채권자조를 세분화

하고, 회생계획에서 압류채권자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변제조건을 설정

할 필요가 있다. 두 가지 모두 현재의 해석론만으로도 긍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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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절차에서는 파산선고만으로 강제집행절차가 실효되고 압류채권자

가 지위를 상실함에도 그에 대한 보호는 미흡하다. 파산선고가 되기 전 

단계에서는 보전처분으로 강제집행절차를 중지시킨다. 그런데 보전처분

에 있어 부당한 손해발생의 염려가 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불복수

단도 없다. 중지명령이나 포괄적 금지명령의 도입이 입법론적으로 요청

된다. 파산선고로 인한 강제집행절차의 실효는 압류채권자가 보유한 채

권이 파산채권인지 재단채권인지를 불문한다. 다만 동산양도담보에서와 

같이 예외적으로 강제집행절차가 담보권의 실행방법으로 인정될 경우에

는 파산절차에서는 별제권의 행사로 인정되어 실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파산선고가 사후에 취소되면 그 소급효로 인해 실효된 강제

집행절차와 압류채권자의 지위가 부활하는지 문제되는데 취소 당시 절차

의 외관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긍정되어야 한다.

채권조사 및 확정절차에서 압류채권자의 지위는 회생절차에서와 거의 

유사하다. 한편 파산절차에서는 배당이 이루어지는데 이 과정에서 압류

채권자는 집행권원의 존재로 인해 이의가 제기되어도 스스로 어떠한 조

치를 취함이 없이 배당에 참가할 수 있어 유리하다.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개인이라면 그가 명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이상 면책절차가 진행된다. 면책절차에서 강제집행절차의 

처리에 관한 규정으로 제557조가 존재하므로 기본적으로 위 규정에 따라 

처리된다. 그렇지만 비면책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절차까지 일률적으로 

중지 및 실효시키는 것이 타당한지는 의문이다.

파산선고에 의해 강제집행절차를 일률적으로 실효시키는 방식은 압류

채권자의 지위에 부당하거나 불필요한 불이익을 가하고 다른 규정들과도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등 많은 문제점들이 발견된다. 강제집행절차를 중

지시키는 방식으로의 입법적 전환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개인회생절차에 대한 연구는 대체로 회생, 파산절차와의 비교를 통해 

이루어진다. 중지명령과 관련하여서는 부당한 손해발생의 염려라는 소극

적 요건이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다른 한편 압류채권자는 상당한 이유

가 있으면 중지명령의 변경, 취소를 신청할 수 있어 회생절차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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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의 효과로 강제집행절차가 중지되는 것도 회생절차

에서와 유사하나 압류채권자가 강제집행절차의 속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

다는 점이 다르다. 

개인회생절차에서는 별도의 채권조사절차가 없고 확정절차만 진행된

다. 문제는 집행권원을 보유한 채권자의 지위를 보장하는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이의의 신청을 폭넓게 이해함으로써 해석론으로 해결할 수도 있

어 보이지만 입법적 보완이 보다 확실한 해결책으로 생각된다.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으면 강제집행절차가 실효된다. 그런데 개인회

생절차에서 권리변경의 효과는 면책결정시에 발생할 뿐만 아니라, 인가

결정 후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는 경우가 있

는데 그럼에도 인가결정시에 강제집행절차가 실효된다면 채무자가 부당

하게 유리한 입장에 놓이므로 실효시점을 면책결정시로 늦출 필요가 있

다.

결론적으로 도산절차에서 압류채권자의 지위는 절차적, 실체적 측면

에서 모두 적절히 보장되고 있지 못한 상태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자

동중지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채무자에게 지나치게 유리하므로 시기상조

로 볼 수밖에 없다. 보다 근본적으로 도산절차에서 압류채권자를 제대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민사집행법에서 우선주의가 도입되어야 한다.

주요어 : 도산, 강제집행, 압류채권자, 우선주의, 평등주의, 회생, 파산, 

개인회생, 면책, 중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 채권조사확정

학  번 : 2012-21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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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 례]

[국내 단행본 및 논문]

1. 국내 단행본은 최초 인용시 저자명, 서명(개정판 정보), 출판사, 출판

연도, 인용면수의 순서로 표기하되, 이후에는 저자명, 앞의 책, 인용면

수의 방식으로 표기하였다.

2. 국내 논문은 최초 인용시 저자명, 논문 제목, 간행물명, 권호수(출판연

월), 간행기관, 인용면수의 순서로 표기하되, 이후에는 저자명, 앞의 

글, 인용면수의 방식으로 표기하였다.

3. 논문집이나 강의안집인 단행본이나 재판자료집에 수록된 문헌은 저자

명, 논문(강의안, 재판자료) 제목, 수록된 단행본이나 재판자료집의 정

보, 인용면수의 형태로 표기하되, 이후에는 저자명, 앞의 글, 인용면수

의 방식으로 표기하였다.

4. 동일 저자의 복수 문헌이 인용되는 경우 최초 인용시에는 위 1 내지 

3항의 예에 따르되 이후에는 저자명, 서명 또는 논문 제목, 인용면수

의 방식으로 표기하였다.

5. 예외적으로 “주석 민사집행법” 및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실무연

구회에서 저술한 단행본들은 최초 인용 이후에는 서명, 인용면수의 

방식으로 표기하고, “회사정리법(上, 下)”은 최초 인용 이후에는 임

채홍 ․ 백창훈(上, 下), 인용면수의 방식으로 표기하였다.

6. 한자 표기는 일본 문헌과의 구분을 위해 모두 한글로 전환하였다.

[국내 판결(결정)]

1. 본 논문에서 인용한 대법원 판결(결정)의 원문은 “대법원 종합법률정

보” 및 “법고을LX 2014”에서 검색하였다.



2. 판결(결정)의 인용시 대법원, 선고일(결정일), 사건번호 순으로 표기하

였고, 게재된 공보에 관한 정보는 표기하지 않았다.

[국내 법령, 규칙]

1. 국내 법률, 시행령 및 대법원규칙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에서 검

색하였다(연혁 법령 포함).

2. 법문의 표기는 기본적으로 완전한 명칭을 사용하되, 괄호 안에서 조

문과 함께 인용할 경우에는 약어(민사소송법-민소, 민사집행법-민집, 

회사정리법-회정 등)를 사용하였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을 인용할 때는 편의상 조, 항, 호, 목만으로 표기하였다.

[일본 문헌, 판결(결정), 법률 및 규칙]

1. 일본 문헌은 최초 인용시 표기방법은 국내 단행본에 대한 것과 같고, 

이후에는 편의상 서명, 인용면수의 방식으로 표기하였다. 

2. 모두 한자로 표기하되, 번체자를 사용하였다.

3. 일본 재판소의 판결(결정)은 재판소명, 연호, 연, 월, 일, 판결(결정)의 

방식으로 표기하되 해당 판결(결정)이 수록된 판례집은 인용하지 않았

다.

4. 일본 법률 및 재판소규칙은 일본 법무성 및 최고재판소 홈페이지에서 

검색하였다.

 법무성(회사갱생법, 파산법) : 

 http://www.moj.go.jp/hisho/shomu/syokan-horei_horitsu.html

 최고재판소(회사갱생규칙) : 

 http://www.courts.go.jp/kisokusyu/minzi_kisoku/minzi_kisoku_42/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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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Ⅰ. 연구의 목적

채무자의 특정 재산에 대한 개별집행절차인 강제집행절차와 채무자의 

책임재산 전반에 대한 일반, 포괄집행절차인 도산절차1)는 국가의 강제

력, 그 중에서도 사법권이 개입되어 채권자들의 권리를 실현하는 절차라

는 공통점이 있다. 사법상 권리의 실현을 위해 국가의 강제력이 개입한

다는 것은 이미 채무자의 자력이 악화되어 임의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음이 전제되어 있다. 경제적으로 난관에 빠진 채무자를 둘

러싼 법률관계는 대체로 채권자들이 하나둘씩 채무자를 상대로 강제집행

을 신청하여 진행되는 강제집행절차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결

국 도산절차가 개시되어 채무자의 재산 전반에 대한 포괄집행이 이루어

지는 양상을 띠게 된다. 따라서 도산절차가 개시될 당시에는 이미 채무

자에 대하여 상당수의 강제집행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당

연히 강제집행절차를 신청한 압류채권자들도 다수 있게 된다.

어떤 채권자가 보유한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신청하고 

그에 따라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면 그 자는 압류채권자가 된다. 그런데 

추상적인 설명은 이와 같이 간단하지만, 실제 그 과정을 하나하나 따져

보면 압류채권자가 되는 것은 꽤나 쉽지 않은 과정이다. 우선 채권자로

서는 쉽게는 공정증서의 작성부터 어렵게는 장기간의 소송을 거쳐 확정

판결을 받아내는 등의 방법으로 집행권원을 취득하여야 한다. 그런 다음 

재산명시 등 민사집행법이 정한 방식 또는 여타의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집행의 대상으로 삼을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파악하여야 한다. 만일 채무

자가 사해행위로 책임재산을 빼돌렸다면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일탈된 책임재산을 원래대로 회복하기까지 해야 한다. 이상과 같은 방법

1) 도산(倒産)은 회생, 파산, 개인회생절차를 포괄하여 지칭하기에 가장 적합한 용어이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국제도산”장에서 사용되기에 이르렀으므로 이제
는 강학상의 용어에서 실정법상의 용어로 자리매김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위 3가지 
절차를 포괄하여 지칭할 경우 도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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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책임재산을 확보하였다면 보유하고 있던 집행권원을 기초로 확보한 

재산 가운데 강제집행에 적합한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게 되

는데, 이 과정에서 각종의 절차비용이 드는 것은 물론 본인 신청이 아니

라면 추가적인 대리비용까지 들 수 있다. 이와 같이 압류채권자가 그 지

위를 얻기까지 소요되는 제반 비용이 상당하다는 점뿐만 아니라 그가 신

청한 강제집행절차는 다른 채권자들에게도 권리행사의 기회가 된다는 

점, 그리고 그 과정에서 드러난 압류채권자의 성실함과 근면성 등을 고

려한다면 압류채권자는 다른 채권자들과 달리 취급되어 보호받을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위와 같이 도산절차가 개시될 무렵 이미 상당수의 압류채

권자들이 존재하고 있어 이들을 도산절차에서 중요한 이해관계인들로 볼 

수 있고, 다른 한편 압류채권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도산절차에서 압류채권자의 지위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와 분석, 그리고 개선 및 보완방안의 검토를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

으로 말해 우선 도산절차에서 압류채권자의 지위를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1차적인 목표이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정리된 내용으로부터 드

러나는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해석론적, 입법론적 해결을 고민

해보려 한다. 종전에도 도산절차와 강제집행절차의 관계에 대하여 다룬 

문헌들이 있었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논의의 대상을 강제집행절차에 

한정하지 않고 도산절차 전반에서의 압류채권자 지위로 설정하였으며, 

절차를 객관적으로 검토하는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절차에 실제로 

참여하고 있는 이해관계인의 지위를 그의 입장에서 살펴보는 것이므로 

기존 문헌들과는 다른 의미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우선 논의의 전제로서 압류채권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가 타당성있는 

것인지에 대해 판단하기 위해 채권자 경합시의 처리에 관한 우선주의와 

평등주의의 당부를 검토한다. 우선주의에 의할 경우 해당 강제집행절차

에서 가장 빠르게 권리를 행사한 압류채권자가 다른 채권자들에 비해 우

위에 놓이고 그는 담보권자 또는 이에 준하는 지위를 가지게 되어 도산

절차에서도 보다 두텁게 보호된다. 반면 현재와 같은 평등주의를 고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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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 압류채권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는 부정될 수밖에 없다. 

이어서 구체적인 논의로 들어가 먼저 도산절차의 진행으로 인하여 압

류채권자가 기존 강제집행절차에서 향유하였던 지위에 발생하는 변화의 

내용과 그 타당성, 그리고 부당한 변화에 대한 입법론 및 해석론상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는 주로 도산절차가 강제집행절차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검토되어야 할 문제이다. 다음으로 압류채권자가 도산

절차에 참가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부여되는 지위의 내용과 그 지위보장

의 적절성, 개선방안을 살펴본다. 이는 채권조사확정절차, 회생계획안 결

의과정, 계획상 조건의 내용, 배당절차 등과 관련된 부분이다. 

Ⅱ. 연구의 범위와 방법

본 논문은 위와 같은 연구 목적의 달성을 위해 압류채권자에 대한 일

반적인 논의를 한 다음, 각 도산절차별 진행 순서에 따라 압류채권자의 

지위가 문제되는 쟁점들을 꼼꼼히 기술하고, 글의 말미에서는 앞서 다루

었던 내용들을 정리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이와 같은 서술방식은 절차 

전반을 개괄하게 되므로 다루는 범위가 포괄적이라는 한계가 있으나, 각 

도산절차 상호간의 비교 및 개별 도산절차 내에서 시간적 순서에 따른 

검토가 가능하여 압류채권자의 지위 내용과 그에 대한 보장의 정도, 보

다 바람직한 지위보장의 방향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데 적절하리라 생각

한다.

우선 압류채권자에 관한 일반론에 대하여 보면, 민사집행법상 압류채

권자의 지위와 도산절차 전반에 공통되는 압류채권자의 지위를 먼저 정

리할 필요가 있으므로 제2장에서는 민사집행법상 압류채권자의 의의, 지

위획득의 시기, 지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분류, 채권자 경합에 관한 우선

주의와 평등주의의 대립을, 제3장의 Ⅰ.일반론에서는 도산절차 전반에 

공통되는 압류채권자의 지위와 채권의 종류에 따른 분류를 각각 다룬다. 

제2장 가운데 중점적으로 다루어지는 부분은 우선주의와 평등주의의 대

립 문제인데 각 입장의 장, 단점을 상세히 검토하고 독일, 미국, 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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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입법태도를 살핀 뒤 그 밖에 실무의 태도, 입법과정에 대한 고려, 집

행방해행위가 있는 경우의 처리 등에 대해서도 검토하여 어느 입법방식

이 타당한지를 고민해본다. 결론적으로 우선주의로의 전환이 필요하고 

그를 통해 압류채권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가 가능하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한편 제3장의 Ⅰ.에서는 압류채권자는 강제집행절차의 이해관

계인이므로 도산절차가 강제집행절차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그의 지위에

도 변화가 발생하게 되며, 다른 한편 이미 집행권원을 보유하고 있는 채

권자로서 채권조사확정절차 등에서 자신의 채권을 주장함에 있어 다른 

채권자들보다 다소 유리한 지위에 있다는 점을 제시한다. 이어서 각 도

산절차별 채권분류를 검토한 다음 그에 따라 압류채권자를 분류한다.

다음으로 제3장의 나머지 부분에서는 각 도산절차에서 압류채권자가 

어떠한 지위에 놓이는가를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Ⅱ.에서는 회생절차, 

Ⅲ.에서는 파산절차, Ⅳ.에서는 개인회생절차를 다루게 되는데 위 순서는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의 법조문 순서에 따른 것이

다. 논의의 순서는 대체로 절차개시 이전 단계, 절차개시 단계, 개시 후 

본격적인 절차 진행단계, 절차의 종료단계로 나뉘며 도산절차와 강제집

행절차의 관계에 관한 측면과 그 밖에 도산절차의 다른 국면에 대한 검

토가 이루어진다. 먼저 Ⅱ.회생절차에서는 회생절차 개시 전에 중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 발령시 압류채권자의 지위가 어떻게 고려되는지와 각 

명령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 방법, 회생절차 개시결정 및 회생계획 인가

결정의 압류채권자에 대한 효과와 그에 대한 구제수단을 중심으로 검토

한다. 현행법의 해석론을 먼저 살핀 다음, 입법론으로 회생절차 전반에 

걸친 구제절차의 체계를 구상해본다. 이 밖에도 채권조사확정절차에서 

집행권원 보유자로서 압류채권자에게 부여된 유리한 조건, 관계인집회에

서 압류채권자의 지위와 특히 조의 분류에 있어 세분화의 필요성, 회생

계획에서 압류채권자에게 보다 유리한 조건을 설정할 필요성 등 절차 개

시로 인해 새로이 발생하는 문제들에 관하여도 해석론과 입법론의 순서

로 검토한다. Ⅲ.파산절차에서는 절차 개시 전의 보전처분과 파산선고로 

2) 이하에서는 “통합도산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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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한 압류채권자의 지위 변화와 그에 대한 쟁송방법, 개인파산시 진행되

는 면책절차에서 압류채권자의 지위를 검토한다. 특히 파산선고에 의한 

강제집행절차의 일괄적인 실효나 비면책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절차의 일

괄적인 실효가 가진 문제점을 지적하고 강제집행절차에 대한 적절한 처

리방법을 고민하고 체계화해본다. 덧붙여 배당절차에서의 지위나 파산절

차의 폐지에 따른 압류채권자의 지위변화에 대해서도 함께 살핀다. 마지

막으로 Ⅳ.개인회생절차에서는 회생, 파산절차에서의 논의순서를 그대로 

따르면서 각 절차간의 비교를 통해 압류채권자의 지위를 논한다. 중지명

령에 있어 회생절차와의 차이점이나 강제집행절차의 적정한 실효시점에 

대한 입법론적 검토가 주된 내용이다.

제4장에서는 위와 같이 절차진행 순서에 따라 살펴본 내용들을 압류

채권자의 절차적 지위 보장과 실체적 지위 보장의 두 측면으로 나누어 

정리한 다음 압류채권자의 지위를 보다 근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해서는 

민사집행법상 우선주의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였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 글의 결론을 맺는다.

본 논문에서 연구의 기초로 삼은 자료들은 국내의 단행본 및 논문들

과 일본의 주해, 주석서 및 실무서들이다. 먼저 국내 단행본들에 관하여 

보면,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도산법 연구가 활발하지 못하고 그 결과 

학술적으로 가치있는 교과서가 손에 꼽을 정도로 적다. 본 논문은 그 중

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실무연구회가 주로 실무적인 측면에서 저

술한 ｢회생사건실무(上, 下)｣, ｢법인파산실무｣, ｢개인파산 ․ 회생실무｣, ｢
도산절차와 소송 및 집행절차｣를 참고하였다. 덧붙여 회생절차와 관련하

여서는 과거 회사정리법 시대에 여러 실무가들 및 학자들이 협력하여 집

필한 ｢회사정리법(上, 下)｣을, 파산절차와 관련하여서는 전병서 교수가 

주로 파산절차에 대하여 집필한 ｢도산법｣을 각각 활용하였다. 그 밖의 

국내 문헌들 중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참고한 것은 법원도서관에서 1999

년에서 2000년에 걸쳐 회사정리법, 화의법, 파산법과 관련하여 발간한 

재판자료들이다. 직, 간접적으로 도산실무를 담당하였던 법관들이 작성

한 논문들로 구성된 위 자료들은 시일이 오래 지났지만 통합도산법이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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롭게 제정된 현재에도 많은 참고가 되었다. 기타 학계에 등장한 각종 논

문들은 주로 도산절차와 강제집행절차의 관계에 대해 다룬 것들을 위주

로 활용하되, 필요하다면 그 밖의 주제에 대한 논문들도 적극적으로 참

고하였다.

논문 계획 단계에서는 일본 문헌을 활용하여 일본의 회사갱생법, 파

산법, 민사재생법을 별도의 항으로 나누어 서술하는 방법도 고려하였다. 

그러나 종래의 회사정리법, 파산법, 화의법부터 현재의 통합도산법에 이

르기까지 일본 도산법제가 우리 도산법에 미친 영향과 그로 인한 유사성

을 감안할 때 우리 통합도산법의 내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직접 활용하

는 편이 낫다고 판단하여 국내 문헌과 구분하지 않고 참고하였다. 한편 

미국 연방도산법의 내용 중에서는 자동중지(automatic stay)제도 및 자동

중지로부터의 구제(relief from stay)에 대해서만 검토하였는데, 미국 문

헌을 활용하지는 않고 국내 단행본 및 논문 가운데 위 제도를 다룬 것들

을 토대로 정리하였다.

제2장 민사집행법상의 압류채권자

Ⅰ. 압류채권자의 의의

압류채권자란 집행력 있는 정본에 근거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한 자를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지칭하는 개념이다. 압류채권자는 민사집

행법상 부동산3)집행(민집 제90, 91, 102, 148조 등), 유체동산집행(민집 

제203, 214, 216조 등), 채권집행(민집 제229, 232, 237, 248 내지 250조 

등) 전반에 걸쳐 사용되는 법상의 용어이다. 압류채권자를 경매신청채권

3) 선박, 자동차, 건설기계, 소형선박, 항공기 등 성질은 동산이나 권리의 득실변경을 등
기, 등록 여부에 따르게 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부동산의 강제경매에 관한 규정에 따
르거나 그에 준하여 대법원규칙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민집 제172, 187조). 이러한 
이유로 선박 등에 대한 민사집행을 준(準)부동산집행이라고도 한다. 이시윤, 신민사집
행법 제6보정판, 박영사, 2013, 380면. 이하에서는 서술의 편의상 부동산집행에 포함
하여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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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라고 설명하는 경우도 있는데,4) 부동산집행에서는 강제관리가, 유체동

산집행에서는 특별한 현금화 방법이 규정되어 있고, 채권집행에서는 애

초에 경매를 상정할 수 없기 때문에 엄밀하게는 정확한 설명이라고 보기 

어렵다. 강제경매에 관한 규정인 제90조 제1호에서의 압류채권자에 관한 

설명으로서는 적절하나 그 밖의 조문에서도 압류채권자라는 용어가 사용

되는 이상 통일적인 해석을 위해서 앞서 내린 정의가 보다 정확할 것이

다.

압류채권자는 집행채권자의 일종이다. 집행채권자란 강제집행을 적극

적으로 요구하는 자로서 강제집행의 근거가 된 집행력 있는 정본이 그를 

위하여 부여된 자를 의미하는데, 집행당사자로서 집행채무자와 대립하여 

민사집행절차에서 쌍방당사자 대립구조를 형성한다.5) 집행채권자가 강제

집행을 신청하여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면 그 사람이 자연히 압류채권자

가 된다. 그렇지만 강제집행을 신청하였으나 신청이 취하, 기각 또는 각

하되어 압류에까지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채권자를 집행채권자라고

는 할 수 있으나 압류채권자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또한 비금전집행 

에서는 애초에 압류가 이루어지지 않는데6) 이와 같은 종류의 집행절차

에서는 집행채권자는 있으나 압류채권자는 있을 수 없다. 압류채권자가 

되면 후술하는 바와 같이 민사집행법상 일정한 지위가 부여되므로 집행

채권자와 압류채권자의 구분에 실질적인 의미도 있어 준별할 필요가 있

다.

압류채권자는 협의와 광의의 압류채권자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협의

의 압류채권자는 집행의 대상재산에 대하여 최초로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압류의 효력을 발생하게 한 자를 말한다. 반면 광의의 압류채권자에는 

4) 집필대표 김능환 ․ 민일영, 주석 민사집행법(Ⅲ) 제3판, 한국사법행정학회, 2012, 290면
(성창호 집필부분); 김홍엽, 민사집행법, 박영사, 2011, 159면;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
요 민사집행(Ⅱ)(부동산집행), 2003, 79면.

5) 이시윤, 신민사집행법, 70-72면; 집필대표 김능환 ․ 민일영, 주석 민사집행법(Ⅰ) 제3
판, 한국사법행정학회, 2012, 56-57면(이원 집필부분).

6) 작위채권이나 부작위채권에 대한 집행에서는 대상재산을 상정할 수 없으므로 압류가 
이루어질 여지가 없다(민집 제260 내지 263조). 한편 인도청구권 집행의 경우에는 집
행관이 대상재산의 점유를 채무자로부터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하는 방법으로 집행
을 하도록 하는데(민집 제257조, 제258조 제1항), 이는 교환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조
치가 아니므로 압류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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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의 압류채권자 외에 압류된 재산에 대해 다시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이중경매개시결정, 이중압류 또는 이중압류명령이 있게끔 한 이중압류채

권자가 포함될 수 있다.7) 이 글에서 압류채권자라 함은 기본적으로 협의

의 압류채권자를 말한다. 

Ⅱ. 압류채권자 지위의 취득시기

압류란 집행기관이 채무자에게 집행대상재산의 처분을 금지시킴으로

써 교환가치를 유지하는 조치로,8) 압류→현금화→배당으로 이어지는 부

동산, 유체동산집행이든 압류→추심(배당포함) 또는 압류→전부로 진행되

는9) 채권집행이든 강제집행의 출발점이 된다. 대상재산의 종류에 따라 

압류의 구체적인 태양은 달라지는데 부동산집행에서는 집행기관인 집행

법원이 내린 경매개시결정을 채무자에게 송달하거나 집행법원의 촉탁으

로 경매개시결정등기를 하는 방법으로,10) 유체동산집행에서는 집행기관

인 집행관이 대상 유체동산에 대한 점유를 취득하는 방법으로, 채권집행

에서는 집행법원이 내린 압류명령을 제3채무자에게 송달하여 채무자에 

대한 변제를 금지하는 방법으로 각각 압류를 실시한다.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때에 집행채권자가 압류채권자로 된다. 

Ⅲ. 강제집행절차에서 압류채권자가 가지는 지위 

1. 부동산집행

7) 예컨대 민집 제162조는 공동경매를 “여러 압류채권자를 위하여 동시에 실시하는 부
동산의 경매절차(후략)”라고 규정하여 복수의 압류채권자를 전제로 하고 있는데 여
기에는 협의의 압류채권자와 이중압류채권자가 포함될 것이다. 

8) 이시윤, 신민사집행법, 255면. 

9) 집행대상채권이 금전채권이 아니라 유체물인도청구권인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압류→추심→현금화의 과정을 거치게 되고 성질상 전부명령은 허용되지 않는다(민집 
제242 내지 245조). 

10) 둘 중 어느 것이든 먼저 행하여진 때에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다. 사법연수원, 민사집
행법, 2012, 15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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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채권자는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으로서(민집 제90조 제1항) 집행

에 관한 이의신청권, 압류의 경합이나 배당요구의 통지수령권, 합의에 

의한 매각조건 변경권, 매각기일 출석권, 매각허가에 관한 의견진술권, 

매각허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권, 배당표에 대한 의견진술권 등의 권리

가 인정된다.11) 또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

가 있다(민집 제148조 제1항).

2. 유체동산집행

유체동산집행에서 압류채권자는 이중압류채권자, 배당요구채권자와 

더불어 유체동산의 매각대금을 배당받을 당연한 권리를 누린다. 부차적

으로 채무자와 합의하여 유체동산의 매각장소를 선택할 수 있으며(민집 

제203조), 일반 현금화 방법이외에 다른 장소에서 다른 방법으로 하는 

특별 현금화명령을 법원에 신청할 권리가 있고(민집 제214조 제1항), 상

당기간 경과 후에도 집행관이 대상물건을 처분하지 않으면 매각을 최고

할 수 있고 집행관이 불응하면 법원에 필요한 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다

(민집 제216조 제1항).

3. 채권집행

채권집행에서의 압류채권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추심, 전부명령을 

신청하여(민집 제229조 제1항) 각 명령을 발령받은 뒤 피압류채권을 직

접 추심하거나 전부받음으로써 채권의 구체적인 만족을 얻을 수 있다. 

실무상 거의 모든 경우에 압류명령과 함께 추심 또는 전부명령이 신청되

므로 압류채권자는 그 지위를 획득함과 동시에 추심채권자 내지 전부채

권자의 지위도 가지게 된다. 그 밖에 피압류채권에 관한 채권증서가 있

을 경우 이를 채무자로부터 인도받을 수 있고(민집 제234조 제1항), 제3

채무자에게 피압류채권에 관하여 진술하도록 법원에 신청할 권리(민집 

11) 사법연수원, 앞의 책, 15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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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7조 제1항), 양도명령 등 특별한 현금화방법을 신청할 권리(민집 제

241조 제1항), 제3채무자 공탁시 법원에 대한 신고권(민집 제248조 제4

항) 등이 있다.

Ⅳ. 압류채권자의 분류

강제집행절차는 집행채권의 종류에 따라 금전집행과 비금전집행, 대

상재산의 종류에 따라 부동산집행, 유체동산집행 및 채권집행으로, 집행

의 방법에 따라 직접강제, 대체집행 및 간접강제로, 집행의 효력에 따라 

본집행과 가집행으로, 집행의 목적에 따라 만족집행과 보전집행으로 분

류할 수 있다.12) 

이 가운데 대상재산에 따라 분류한 부동산, 유체동산, 채권집행과 집

행의 효력을 기준으로 분류한 본집행, 가집행에서는 각각의 경우에 압류

채권자가 존재한다. 반면 비금전집행에서는 전술한대로 압류가 이루어지

지 않기 때문에 압류채권자도 있을 수 없다. 또한 장래에 있을 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절차인 보전집행에서도 압류채권자가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우리 민사집행법상 압류채권자는 대상재산에 따라 부동산 압

류채권자, 유체동산 압류채권자, 채권 압류채권자로, 집행효력에 따라 본

집행 압류채권자와 가집행 압류채권자로 각각 나누어 볼 수 있다.

Ⅴ. 압류채권자의 우선적 지위보장의 문제 - 우선주의와 

평등주의

1. 논의의 필요성

압류채권자의 지위와 관련하여 가장 근본적이고도 중요한 문제는 금

전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절차에서 다수의 채권자들이 경합하였을 때의 처

12) 이시윤, 신민사집행법, 12-15면; 사법연수원, 앞의 책, 6-8면; 주석 민사집행법(Ⅰ), 
50-53면(이원 집필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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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방안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집행대상물인 재산을 환가하였을 

때의 가치보다 해당 강제집행절차에 참가한 채권자들의 채권 총액이 클 

때 어떠한 순서와 비율로 각 채권자들의 채권을 만족시킬 것인가의 문제

이다. 집행절차 내에서 채권자가 경합할 때 우선주의를 채택한다면 해당 

절차의 신청인인 압류채권자는 대상재산의 가치의 한도 내에서 채권 전

액에 대한 최우선의 만족을 기대할 수 있는 반면, 평등주의에 의할 경우 

절차에 참가한 모든 일반채권자13)들과 평등한 취급을 받게 된다. 이는 

민사집행법학계에서 오랜 기간 다루어져 온 쟁점인데, 도산절차에서 압

류채권자의 지위 보장과 관련하여서도 논의의 기초가 되므로 이하에서 

살핀다.

2. 우선주의, 평등주의 그리고 군단우선주의

 가. 각각의 의의와 민사집행법의 태도

이에 관한 입법태도로는 우선주의, 평등주의, 군단우선주의가 있다. 

우선주의는 강제집행을 신청한 압류채권자로부터 이후에 절차에 참가하

는 순서에 따라 대상재산의 환가대금으로부터 순차적으로 만족을 받는 

방식으로 압류선착주의라고도 한다. 반면 평등주의는 압류채권자를 포함

하여 강제집행절차에 참가한 일반채권자들 상호 간에는 그 참가시점의 

선후를 불문하고 배당에 있어 평등한 대우를 하는 방식이다. 군단우선주

의는 양자를 절충한 입장으로 절차참가에 있어 일정한 기준시점을 마련

하여 채권자들의 집단을 나누고, 먼저 구성된 집단이 이후의 집단에 비

해 우선하지만 같은 집단 내에서는 평등배당이 이루어지는 구조이다. 다

만 여기서의 논의는 어디까지나 일반채권자들 간의 관계에 대한 것일 

뿐, 담보권자들 상호간에는 물권변동시점의 선후에 따라 순위가 정하여

진다는 점은 어느 입장에 의하든 같다.

우리 민사집행법제는 1960년 구 민사소송법부터 시작하여 현행 민사

13) 담보권자가 아니라는 의미이다. 이하에서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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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법에 이르기까지 55년간 평등주의를 고수하고 있다. 가장채권에 기

초한 배당참가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는 등 평등주의의 폐해가 만연해짐

에 따라 1988년 12월 8일 정부가 제13대 국회에 제출한 민사소송법중개

정법률안에서는 군단우선주의를 도입하였고14)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에 상정되어 소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소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실체법상

의 채권자평등주의에 반하고, 통모나 조작에 의한 우선순위 확보가 염려

되며, 절차가 번잡해진다는 이유로 채택되지 못하였다.15) 다만 현재 민

사집행법은 평등주의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배당요구의 종기를 첫 

매각기일 이전의 시점으로 앞당기는 한편(민집 제84조 제1항), 배당요구

를 할 수 있는 채권자를 제한적으로만 인정하고 있다(민집 제88조 제1

항).16)

 나. 각 태도의 장 ․ 단점17)

우선주의와 평등주의의 장, 단점에 대한 검토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

14)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과 관련하여 당시 개정법률안 제550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① 최초의 압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강제집행의 신청을 한 채권자는 최초의 압류채
권자와 동일한 순위로 배당에 참가한다. ②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한 후 10일이내에 강제
집행의 신청을 한 채권자는 제1항의 채권자가 배당을 받고 남은 범위안에서 배당에 참
가한다. ③ 제2항의 기간이 경과한 후 강제집행의 신청을 한 채권자가 있는 때에도 순
차 제2항의 예에 의한다. ④ 최초의 압류 전에 가압류한 채권자는 제1항의 채권자와 동
일한 순위로 배당에 참가하고 그 후에 가압류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 내지 제3항
의 예에 의하여 배당에 참가한다.”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에 있어서는 제580조 제3항에
서 위 제550조를 준용하였다. 한편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제605조의 2가 
별도로 존재하였는데, 기본적인 방식은 위 제550조와 같았지만 군단을 나누는 기간이 
10일이 아닌 30일이라는 점에서 달랐다. 민사소송법중개정법률안(정부제출), 의안번호 
130321, 1988. 12. 8. 제출, 98, 110, 116-117면. 개정법률안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검색하였다(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010988).

15) 제13대 국회 제146회 제16차 법제사법위원회, 민사소송법중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1989. 12. 18. 소위원회 심사보고 질의 ․ 의결, 27면. 위 심사보고서 역시 국회 의안정
보시스템에서 검색하였다(도메인주소는 위와 동일); 당시 대법원도 군단우선주의의 도
입에 반대하였다고 한다. 법원행정처, 실효성 있는 민사집행제도 마련을 위한 토론회 
결과보고서, 1996, 28면.

16) 이시윤, 신민사집행법, 28면.

17) 김경욱, 민사집행에 있어서 압류채권자에 대한 평등주의와 우선주의, 민사집행법연구 
제8권(2012), 한국민사집행법학회, 111-115면; 추신영, 금전채권집행에 있어서 우선주
의와 평등주의, 민사법학 제31권(2006), 한국민사법학회, 452-461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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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왜냐하면 어느 하나의 쟁점을 두고서도 각자 자신들의 입장이 보다 

나은 방안이고 반대 입장에 의하면 문제가 생긴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한편 군단우선주의는 양자의 입장을 절충한 것이기 때문에 다음에서 보

는 장, 단점들이 부분적으로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논의의 편의상 우선주의와 평등주의에 대하여만 검토한다. 크게 ① 강제

집행절차의 원활한 진행, ② 채권자의 정당한 지위보장, ③ 채무자에 대

한 보호, ④ 파산절차와의 관계의 측면에서 장, 단점이 논의되는데 아래

에서 나누어 살펴본다.

  1) 강제집행절차의 원활한 진행

우선주의는 절차참가의 순서에 따라 배당관계가 정하여지므로 채권자

의 경합이나 배당이의가 감소하여 절차가 간명해진다는 점에서 효율적이

고 신속한 절차진행이 가능하다고 말하여진다. 이에 대하여 평등주의의 

입장에서는 배당요구권자의 범위를 한정하거나 배당요구종기를 어떻게 

정하는가에 따라 평등주의에 의하더라도 충분히 효율, 신속성을 추구할 

수 있다고 한다. 오히려 우선주의에 의하면 압류채권자가 우선권을 가짐

에 따라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유인이 없어지므로 절차가 지연될 염려

가 있고, 평등주의에 의할 때 압류채권자가 다른 채권자들의 참가를 의

식하여 신속한 절차진행을 꾀할 것이기 때문에 신속성을 기대할 수 있다

고 설명한다. 

  2) 채권자의 정당한 지위보장

우선주의에 의하면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성실, 

근면하게 권리행사로 나아간 자가 우선하여 만족을 얻을 수 있어 그의 

정당한 지위를 보장할 수 있다는 점이 제시된다. 이에 대해 평등주의는 

하루, 이틀 정도의 근소한 시간차를 근거로 채권자의 성실성을 판단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고, 현실적으로 강제집행절차에 나아감에 있어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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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에게 평등한 기회가 보장되어 있지 않으며, 실체법상 채권자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점에서 우선주의는 문제가 있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채무

자의 책임재산에 대한 동등한 신뢰를 가진 일반채권자들은 일종의 위험

공동체를 구성하게 되므로 특정 채권자를 이 공동체에서 빠져나가게 허

락하기 보다는 모두 함께 위험을 부담하는 방법이 채권자들의 지위를 보

다 정당하게 보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3) 채무자에 대한 보호

우선주의를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압류채권자가 자신의 집행채권에 상

응하는 정도만 압류를 하여도 그 전부에 대한 만족을 기대할 수 있기 때

문에 굳이 초과압류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결과 초과압류로 인한 

채무자의 불이익이 발생할 염려가 없어진다고 한다. 또한 압류채권자가 

담보권을 취득함에 따라 채무자의 임의변제를 기다릴 여유가 생기기 때

문에 채무자가 경제적 파탄으로부터 벗어날 기회가 보다 커진다는 점에

서도 우선주의가 채무자의 보호에 보다 유리하다고 한다. 오히려 평등주

의에 의할 때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신청을 자극하게 되므로 채무자를 보

다 빨리 경제적 파탄에 빠지게 만들어 문제가 있다고 비판한다. 이에 대

해 평등주의 측에서는 우선주의에 의할 때 다른 채권자들이 우선하여 채

권의 만족을 받게 되는 것을 염려하여 강제집행신청이 활발해지는 문제

가 있고, 평등주의에 의하면 다른 채권자가 신청한 절차에도 배당요구 

종기 전이라면 절차에 참가하여 평등배당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채권자들의 과도한 집행신청을 방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4) 파산절차와의 관계

우리나라는 파산절차에 있어 상인, 비상인을 구별하지 않고 누구든지 

파산선고를 받을 수 있는 일반파산주의를 채택하고 있다.18) 우선주의의 

18) 이에 대응하는 것은 상인에 대해서만 파산능력을 인정하는 상인파산주의로 대표적인 
예는 프랑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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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에서는 이와 같은 일반파산주의 하에서 파산절차에서는 평등주의를 

취하고 개별집행인 강제집행절차에서는 우선주의를 채택하는 것이 기능

분화의 측면에서 보다 합리적인 모습이라고 본다. 이에 대해 평등주의의 

입장에서는 파산절차는 비용과 노력이 많이 들어 번거롭기 때문에 파산

절차를 통해서만 평등배당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고 채권자 수

나 채권액이 많지 않다면 강제집행절차를 통해 간이하게 평등배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다. 그리고 이를 통해 채권자의 파산

신청을 억제할 수 있어 채무자의 보호에도 이바지하는 측면이 있다고 한

다.19)

 다. 검토

  1) 장 ․ 단점에 대한 검토

① 먼저 강제집행절차의 원활한 진행과 관련하여, 배당요구권자의 범

위나 배당요구종기를 집행법원이 정하는 방법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우선주의에 의할 때 배당관계가 간명해지는 것은 부인하기 어려우

므로 절차의 원활한 진행은 우선주의에 의할 때 보다 잘 이루어질 수 있

다. 이를 통해 포괄적 의미에서의 사법절차비용을 현저히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② 채권자의 정당한 지위 보장에 관하여, 쟁점의 핵심은 작은 시간차

이가 채권자들에 대한 차등대우를 정당화할 수 있는지 여부에 있는 것으

로 파악된다. 그런데 시간적인 차이가 작다는 이유만으로 차등취급이 부

당하다고 하는 것은 지나치게 후순위 채권자들의 입장만을 대변한 주장

이다. 조금이라도 먼저 권리를 행사한 선순위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작은 

차이라 하더라도 근면성에 차이가 있는 것이라고 충분히 주장할 수 있

다. 또한 차이가 근소하더라도 그에 기초해 차등대우를 하는 것은 법률

19) 이 밖에도 무담보의 신용대출이 신용사회정착을 위해 바람직하다는 전제하에 우선주
의가 무담보 신용대출을 활성화하므로 평등주의보다 우월하다는 설명도 있다. 추신
영, 앞의 글, 457-458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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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를 명확히 확정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기능을 하는 점에서 그 

순기능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한편 근소한 차이에 따른 지위의 

변화가 평등주의에 의한다고 해서 완전히 사라질 수는 없는 것이다. 부

동산 강제집행을 예로 들면, 경매개시결정과 배당요구의 종기는 공고되

는 것이 원칙이고 고지는 어디까지나 법원이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만 된

다(민집 제84조 제2항). 여기서 법원이 어떤 채권자를 알고 있는지 여부

는 사소한 이유들로 인해 달라질 수 있고 우연적인 측면도 있다. 한편 

법원이 알지 못하여 고지를 못 받는 채권자들 상호 간에도 여러 가지 우

연적이고 사소한 이유들로 인해 배당요구의 종기를 알게 됨에 있어 차이

가 생길 수 있다. 결국 근소한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지위에 있어서의 

차등은 평등주의하에서도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인 이상 이를 근

거로 우선주의에 대해 가하여지는 비판은 정당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

③ 이 밖에 근면성실한 채권자에 대한 보상의 측면에서 보면 우선주

의가 타당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글의 서두에서 언급한대로 집행권원

의 확보, 책임재산의 파악, 강제집행절차의 신청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압류채권자가 투하한 비용과 노력 그리고 다른 채권자들에게 권리행사의 

기회를 제공하였다는 점은 권리만족의 순위를 정함에 있어 마땅히 고려

되어야 할 요소들이다. 이에 대해서 평등주의의 입장에서는 현실적인 측

면에서 볼 때 채권자들에게 강제집행절차로 나아갈 기회가 평등하게 보

장되어 있지 못하다는 점을 문제로 삼고, 그 구체적인 예로 채권자와 채

무자 간의 지리적 근접성이나 직업적 관련성 등을 든다.20) 그런데 이러

한 요소들은 위 ②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유에서 평등주의에 의하더라

도 온전히 제거될 수는 없다. 오히려 강제집행의 기초가 되는 확정판결, 

집행증서 등 집행권원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공증인을 방문할 수 있는 가능성이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이상 더없이 평

등하게 보장된다는 점, 그리고 집행대상이 될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대한 

파악도 민사집행법상 재산명시절차가 마련된 이상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점 등을 생각해보면 강제집행이야말로 모두에게 평등하게 부여된 권리행

20) 예컨대 김홍규, 금전채권집행에 있어서 우선주의, 평등주의, 집단우선주의의 비교연
구, 민사법의 제문제(온산방순원선생고희기념), 박영사, 1984, 55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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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④ 채무자에 대한 보호에 관하여는 애초에 그것이 입장의 차이를 근

거지우는 기준으로서 의미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채무자의 경제적 파

탄이라는 현상은 그에게 회생, 파산, 개인회생절차를 개시할 원인이 있

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지, 얼마나 많은 채권자들이 

그의 재산을 상대로 강제집행신청을 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많은 채권자들이 강제집행절차로 나아간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지급불능, 채무초과와 같은 상황이 새롭게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그러한 현상은 채무자에게 이미 존재하는 도산절차

개시원인에 대한 정황들로 보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따라서 채무자를 

경제적 파탄에 빠뜨리지 않아야 한다는 관점에서 우선주의나 평등주의를 

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와 같은 문제는 도산절차를 개시할 것인지 

여부 내지는 재건형 절차와 청산형 절차 가운데 어느 것을 선택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검토되어야 할 요소이다.

⑤ 파산절차와의 관계의 측면에서 볼 때, 통합도산법은 파산절차에서 

채권액에 비례한 엄격한 평등주의를 취하고 있으므로 이 점에서도 우리  

민사집행법에서는 우선주의를 채택하는 것이 체계정합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서 간과되어서는 안될 것은 파산절차에서 평

등주의를 채택하더라도 민사집행에서 우선주의를 취하는 결과 압류채권

자 등에게 부여되는 우선적 지위가 파산절차에서도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렇지 않다면 민사집행에서의 우선주의가 형해화되어버리고 말 

것이다.21)

  2) 비교법적 검토

   가) 독일

독일법은 일본을 거쳐 우리나라로 계수됨으로써 우리의 민사집행 제

21) 同旨 : 김홍규, 앞의 글, 54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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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에 많은 영향을 주었지만 채권자 경합 문제의 처리에 대해서만큼은 우

리와 달리 우선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먼저 동산과 채권의 집행에 관하

여는 민사소송법이 규율하는데, 강제집행을 신청한 압류채권자에게 압류

질권을 인정한다. 이러한 압류질권은 약정질권과 동일하게 보호되고 먼

저 성립된 압류질권은 나중에 성립된 압류질권에 우선하여 채권의 만족

을 얻는다.22) 압류뿐만 아니라 가압류에 의하여 성립되는 가압류질권도 

있고 채권자 경합시 그 지위가 보장되는 것은 압류질권과 크게 다르지 

않다.23) 압류질권은 파산절차에서는 별제권으로 분류되어 보호받는다.24) 

부동산의 집행방법으로는 강제집행, 강제관리 그리고 강제저당의 3가

지가 있다. 강제저당은 민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강제집행과 강제

관리는 ｢강제경매와 강제관리에 관한 법률｣이라는 별도의 법률에서 다루

고 있다.25) 우선 강제저당은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저당권의 등기를 신청

함으로써 물권을 취득하는 집행방법인데, 어디까지나 이후에 있을 집행

절차에서의 우선적 지위를 확보하는데 목표를 두는 소극적인 집행방법이

다.26) 강제저당의 순위는 다른 물권과 마찬가지로 물권성립의 시간적 선

후에 따라 결정된다. 한편 강제집행과 강제관리는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부동산 자체 또는 그로부터 나오는 수익을 대상으로 하여 그에 대한 압

류, 환가 및 배당을 목표로 하는 보다 적극적인 집행방법이다. 우리의 

강제집행, 강제관리와의 차이점은 압류채권자에게 채권만족에 있어서 우

선권을 부여한다는 점이다. 이는 그 자체로 물권은 아니므로 제3자에 대

한 효력은 없지만, 압류 이후에 성립한 물권에는 우선하며27) 파산절차에

서는 별제권으로도 인정된다.28)

22) 호문혁, 독일 강제집행법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법학 제41권 제4호(2001), 서울대
학교 법학연구소, 130면.

23) 김경욱, 민사집행에 있어서 압류채권자에 대한 평등주의와 우선주의, 98면; 이에 대
하여 독일에서는 가압류에 의한 질권성립을 인정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는 비판도 
있다고 한다. 호문혁, 앞의 글, 127면.

24) 김학대, 독일강제집행법상의 채권자우선주의, 외국사법연수논집[8]-재판자료 제48집, 
법원행정처, 1989, 100면.

25) 김학대, 앞의 글, 109면.

26) 추신영, 앞의 글, 442면.

27) 김경욱, 민사집행에 있어서 압류채권자에 대한 평등주의와 우선주의, 101면; 호문혁, 
앞의 글, 1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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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미국29)

미국에서 압류채권자는 담보권(lien)을 취득하게 되며 도산절차에서도 

담보부채권(secured claim)으로 취급된다. 담보권은 그 발생근거에 따라 

약정담보권(consensual lien), 사법절차담보권(judicial lien), 법정담보권

(statutory lien)으로 나뉜다. 이 가운데 압류채권자가 취득하는 담보권은 

사법절차담보권이다.30) 따라서 약정에 의하거나 법률에 의하여 담보권을 

취득하는 자들과 근본적으로 같은 지위에 놓인다. 또한 그 내용은 우리

의 저당권과 마찬가지로 대상재산을 환가하여 채권의 만족에 충당할 수 

있는 권능(경매신청권)과 재산에 대한 우선권(priority, 우선변제권)으로 

구성된다. 사법절차담보권은 판결담보권(judgment lien), 집행담보권

(execution lien), 채무자에 대한 가압류담보권(attachment lien), 제3자에 

대한 압류담보권(garnishment lien)으로 나뉜다. 이 가운데 제3자에 대한 

압류담보권은 다시 판결 전의 것과 판결 후의 것으로 분류된다. 

먼저 판결담보권이란 판결이 법원의 문서에 등재(docketing) 혹은 재산공

부에 등록(recording)되는 등 공시되는 것만으로 해당 판결을 한 법원의 

관할지역(대체로 각각의 주를 말한다) 내에 존재하는 채무자의 현존재산 

및 장래에 취득할 재산31)에 대하여 발생하는 담보권을 말한다.32) 대상이 

되는 재산은 대체로 부동산이지만, 동산에 관하여 판결담보권을 인정하

는 주도 있다. 판결담보권을 가진 수인의 채권자가 이미 존재하는 상태

28) 김학대, 앞의 글, 113면.

29) 이하의 내용은 김현석 역, Elizabeth Warren, 미국 기업 파산법, 고시계사, 2005, 
273-288면; 정준영, 도산절차와 민사집행, 통합도산법(남효순, 김재형 공편), 법문사, 
2006, 586-594면을 요약, 정리하였다. 참고로 정준영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위 글은 본 
논문 작성의 단초가 되었음을 밝혀둔다.

30) 미국 연방파산법 §101 (36)에서는 사법절차 담보권이 판결, 압류, 강제관리 기타 보
통법 또는 형평법상의 절차에 의하여 얻은 담보를 의미한다는 정의규정을 두고 있다
(The term “judicial lien” means lien obtained by judgment, levy, sequestration, or 
other legal or equitable process or proceeding). 

31) 이는 바로 아래에서 보는 프랑스의 재판상 저당권과 유사하다.

32) 선고(rendering)만으로 판결담보권이 성립하도록 구성할 수도 있을 것이나 이는 공시
하기가 어려운 관계로 현재 이를 채택하는 주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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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채무자가 신규 재산을 취득한 경우 채권자들은 해당 재산에 대하여 

동순위의 담보권을 가진다고 보는 것이 다수의 판례이다. 

판결담보권이 판결의 공시만으로 성립하는 반면 집행담보권은 집행관

(sheriff)에 의한 압류(levy)가 있어야 성립한다.33) 또한 그 대상이 집행관

이 압류하는 특정한 재산에 한정된다는 점도 판결담보권과 구별되는 특

징이다. 인용판결을 받은 채권자는 판결선고를 한 법원의 법원 서기(clerk)

에게 집행영장(writ of execution)을 발부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집행

영장은 집행관에게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 및 환가를 명하는 내용인데 

우리와 달리 법원 측에서 집행관에게 직접 영장을 송달하고 영장을 받은 집

행관은 동산의 경우 현실점유나 표시의 방법으로, 부동산의 경우 압류증서

(certificate of levy)를 토대로 공시절차를 거침으로써 압류로 나아간다. 구체

적으로 언제 담보권의 효력이 발생하는가에 관하여는 집행관에 대한 영장송

달시점으로 보는 주도 있고 실제 압류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주도 있다. 

제3자에 대한 압류담보권은 앞서 말한대로 판결 전의 것(prejudgment 

garnishiment)과 판결 후의 것(postjudgment garnishiment)으로 나뉘는데 대상

은 제3자가 점유하는 채무자의 유형재산 혹은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채권 

전부이다. 집행의 방법은 판사나 법원서기가 제3자에 대한 압류영장(writ of 

garnishiment)을 발부한 다음 집행관으로 하여금 이를 해당 제3자에게 송달

하게 한다. 송달을 받은 제3자는 해당 재산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거

나 채권자의 채권이 부존재한다는 등의 답변을 하여 다툴 기회가 보장된다. 

한편 가압류담보권은 위 판결 전 제3자에 대한 압류담보권과 더불어 

판결 전에 강제집행을 대비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로, 원래는 재판에 

대한 피고의 출석을 강제하는 방편으로 활용되던 것이 그 쓰임에 있어 

변형이 생긴 것이다. 역시 판사나 법원서기가 발부한 가압류영장(writ of 

attachment)을 근거로 집행관이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그 소유의 모든 

재산과 권리를 압류함으로써 담보권이 성립한다. 판결 전에 성립하는 담

보권이므로 어느 정도 제약이 있는 것은 불가피한데, 우선 대부분의 주

에서 피보전권리가 약정(contract)에 기한 금전청구권34)일 것을 요구하며, 

33) 이러한 점에서 압류가 필요없는 판결담보권이 집행담보권보다는 채권자에게 유리하
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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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된 담보권도 어디까지나 승소판결의 획득을 조건으로 하게 된다. 가

압류담보권 설정시 채무자 심문을 거치지 않는 것은 적법절차 위반이 되

므로 채무자에게 어떤 방법으로든 소명의 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 부당

한 가압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질 여지도 

있다.

이상과 같이 미국에서의 강제집행제도는 압류채권자의 지위가 담보권

의 개념에 포섭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경합하는 채권자 

상호간의 우열은 자연히 담보권의 성립시기 내지는 효력발생시기를 기준

으로 정하여지므로 우선주의의 입장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다.

   다) 프랑스35)

종래 평등주의를 채택한 대표적인 국가로 프랑스가 거론되었다. 그런

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프랑스가 평등주의를 일관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1991년 민사집행절차에 관한 개정법률｣이 제정된 이후로

는 우선주의로 기울었다는 평가가 가능해보인다.

우선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기존의 동산집행압류제도가 

제3자 소지 동산에 대한 처분금지적 압류를 포함하는 매각압류제도로 변

경되었다. 하지만 압류채권자를 포함하여 절차에 참가한 채권자 전원이 

집행권원의 존재를 불문하고 평등배당을 받는다는 것에는 변화가 없고 

이 점에서는 여전히 평등주의가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채권, 부동산 집행에 관하여서는 다르다. 우선 채권집행제도에 

큰 변화가 있었다. 종전에는 처분금지적 압류를 하는 방식을 취하였는데 

이는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우선 압류명령을 발령한 

뒤, 이후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청구권이 존재하고 위 압류명령이 적

법하다는 내용의 유효판결이 확정되면 피압류채권이 채권자에게로 전부

되는 형태였다. 유효판결의 확정시기를 기준으로 그 전에 절차에 참가한 

34) 따라서 불법행위(tort)에 기한 청구권으로는 담보권이 성립될 수 없다.

35) 이하의 내용은 김경욱, 민사집행에 있어서 압류채권자에 대한 평등주의와 우선주의, 
104-108면; 추신영, 앞의 글, 443-446면을 토대로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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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는 압류채권자와 평등배당을 받지만 이후에 참가한 자는 후순위로 

밀려난다는 점에서 군단우선주의로 평가되었다. 그런데 이것이 위 개정

법률에서 귀속적 압류로 변경되었다. 귀속적 압류를 위해서는 처분금지

적 압류와는 달리 채권자가 집행권원을 보유하고 있을 것이 요구된다. 

하지만 일단 압류가 이루어지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모든 채권 

및 종된 권리들이 집행채권의 범위 내에서 곧바로 채권자에게 귀속됨으

로써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 

부동산 집행에 관해서는 이미 프랑스가 평등주의를 취하고 있다는 평

가가 정확한 것이 아니었다. 부동산 집행절차에서 압류채권자가 다른 채

권자들에 비해 우선적인 지위를 누리지 못하고 평등배당이 이루어지는 

것은 맞다. 하지만 채권자가 판결이나 사서증서와 같은 집행권원을 얻게 

되면 그것만으로 채무자가 현재 보유하는 부동산과 이후에 취득할 모든 

부동산에 대하여 재판상 저당권이 성립하고 그가 강제집행을 신청한 채

권자에 비해 우월한 지위에 놓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욱 강력한 우선주의

를 취하고 있다고 평가될 수 있다.36)

  3) 기타 검토사항

   가) 우선주의에 대한 실무가들 및 법원의 입장

1983년에 법관 156명, 변호사 260명, 법무사 46명 등 합계 462명의 법

률사무종사자들에게 설문조사를 한 바에 따르면 그 가운데 53.1%가 대

체로 우선주의를 채택하여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평등주의 유지에 찬성

한 사람들은 9.8%에 불과하였다고 한다.37) 오래 전에 이루어진 설문조사

36) 同旨 : 김홍규, 앞의 글, 544면; 재판상 저당권으로 인해 평등주의를 실천하기 어렵게 
되어있고, 따라서 프랑스의 평등주의는 상당부분 변질된 상태라는 설명으로는 김연, 
금전채권집행상의 평등주의와 가압류채권자의 지위, 민사소송 제2권(1999), 한국민사
소송법학회, 552면; 반면 이에 대해서는 여기서의 재판상의 저당권이란 우리법상 책
임개념과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으므로 이를 근거로 우선주의를 도출해낼 수는 없다는 
해석도 있다. 오수원, 프랑스강제집행중의 우선주의, 민사법의 실천적 과제(한도 정환
담교수화갑기념논문집), 2000, 226면(추신영, 앞의 글, 446면에서 재인용).

37) 이석선, 강제집행법상 배당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법학박사 이석선 논집 :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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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므로 현재 실무가들의 여론이 위와 같다고 말하기는 어렵겠으나,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본다면 개인의 자유보다는 국가와 사회를 중시하는 사조

가 상대적으로 강한38) 시대였음에도 설문조사 결과가 위와 같았다는 것

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다른 한편 법원행정처에서 민사집행제도를 주제로 개최하였던 토론회

에서의 논의내용39)이나 제16대 국회에서 2001년 민사집행법 입법작업의 

일환으로 실시한 민사집행법안에 대한 공청회 당시 법원 대표로 참석한 

민일영 전 대법관(당시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의 발언내용40) 등을 살펴

보면 법원 역시 우선주의가 보다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보인다.

   나) 법감정에 대한 고려

평등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우선주의로의 전환이 오랜 시간동안 

자리잡아온 우리 국민들의 법감정에 반하여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취

지로 주장하는데,41) 실제로 이러한 법감정이 존재하는지는 의문이 아닐 

과 법조의 제문제, 한국사법행정학회, 1995, 224면(김경욱, 민사집행에 있어서 압류채
권자에 대한 평등주의와 우선주의, 121면에서 재인용).

38) 우선주의와 평등주의의 문제는 궁극적으로 시대사조와 관련지어 생각할 수도 있다. 
우선주의는 개인의 자유경쟁을 바람직하게 보는 자유주의, 개인주의적 사조와 상통하
고, 평등주의는 전 채권자들이 함께 위험을 부담하고 국가가 평등하게 배당하여 준다
는 점에서 사회주의적 시대사조와 부합하는 면이 있다. 김홍규, 앞의 글, 558면; 추신
영, 앞의 글, 456면; 추신영, 앞의 글, 462면에서는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현대시
대사조가 강조하는 개인주의, 자유주의적 사상에 부합하는 면에서도 우선주의로의 전
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39) 법원행정처는 1996년 민사집행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는
데 우선주의의 도입 여부도 논의되었다. 결과보고서에서는 일본에서의 평등주의 도입
에 대하여 각 입장의 장단점을 치밀하게 검토하고 내린 결론이 아니라, 단순히 익숙
한 법제도를 변경하는데서 발생할 수 있는 충격을 방지하기 위한 의사결정이었다고 
평가한 뒤 “우리도 이번 기회에 개정하지 아니하면 다시는 개정의 기회가 없을 것으
로 사료된다.”라고 언급하여 우선주의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내비치고 있
다. 법원행정처, 실효성 있는 민사집행제도 마련을 위한 토론회 결과보고서, 28면. 

40) 제222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제4호(2001. 6. 22.), 26면. 당시 법사위원
이었던 천정배 의원이 “법원에서는 우선주의를 옳다고 보는 쪽이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네요.”라고 질문하자 민 전 대법관은 “그것을 선호하는 것은 맞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41) 예컨대 김홍규, 앞의 글, 557면; 김홍엽, 강제집행의 실효성 제고방안 : 지정토론요지, 
저스티스 통권 제106호(2008. 9.), 한국법학원, 64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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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다. 평등주의적인 사고에 따른다면 인정되어서는 안 될 법현상들이 

현재 민법이나 민사집행법의 영역에서 흔히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민법과 관련하여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는 것이 채권자취소권

을 행사하는 취소채권자가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는 경우이다. 사해행위

가 취소되고 그 원상회복이 금전지급이나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이루어질 

경우 취소채권자가 수익자나 전득자를 상대로 자신에 대해 직접 지급을 

구할 수 있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취소채권자가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는 

문제는 현행법의 구조상 불가피하다는 것이 지금까지 확인된 판례의 일

관된 입장이다.42) 학설도 이에 대해 채권자평등의 이념과 채권자취소권 

제도의 취지에 반한다고 문제제기는 하지만 현상의 발생 자체를 부정하

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43) 

한편 민사집행법과 관련하여서는 애초에 법률에서 채권자에게 우선적 

지위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채권집행에서 전부명령을 받는 전부채권

자는 제3채무자의 무자력 위험을 부담하기는 하지만 일단 그것이 확정되

기만 하면 피전부채권에 대하여 독점적인 지위를 향유한다. 이러한 이유

로 전부명령이 현재 평등주의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

은 분명해 보인다.44) 다른 한편 추심채권자가 추심명령을 받은 후 채무

자의 신청이 있어 압류액수가 집행채권액으로 제한되는 경우, 집행으로 

확보된 채권의 절대적인 액수가 줄어들기는 하지만 제한된 부분에 대하

여는 다른 채권자들의 배당요구가 차단되어 역시 추심채권자의 독점적 

지위가 인정된다(민집 제232조 제1항 단서, 제2항). 

위와 같이 평등주의와 모순되는 법현상들이 실제로 발생하고 있고, 

특히 사해행위취소소송이나 전부명령처럼 활용도가 대단히 높아 우리에

게 익숙한 사안들에서 관찰된다는 점에서 평등주의에 대하여 존재한다고 

일컬어지는 우리의 법감정이 실재하는 것인지, 설령 실재하더라도 우선

42) 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다23468,23475 판결;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다
50061 판결 등.

43) 이에 대하여는 우선 편집대표 곽윤직, 민법주해(Ⅸ)-채권(2), 박영사, 1995, 856-857면
(김능환 집필부분) 참조.

44) 방순원 ․ 김광년, 민사소송법(下), 한국사법행정학회, 314면(김연, 앞의 글, 556면에서 
재인용); 김홍규, 앞의 글, 55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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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로의 전환을 곤란하게 만들 정도로 확고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시

금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무엇보다 법적 관행이나 법감정

과의 불일치로 인하여 혼란이 발생한다는 이유만으로 제도의 전환이 불

가하다면 어떠한 개선도 기대할 수 없다.

   다) 일본에서의 평등주의 도입과정에 대한 검토

우리나라에 평등주의가 도입된 것은 전적으로 일본이 평등주의를 채

택하였고 이를 우리가 계수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원래 메

이지유신 당시 강제집행제도에 관하여 우선주의를 채택한 프로이센 부동

산집행법에 절대적으로 의존하여 입법작업이 이루어졌으나, 이후 보이소

나도가 등장하면서 1806년의 프랑스 민사집행제도가 부분적으로 가미되

었고 이로 인해 압류, 환가를 제외하고 배당절차에 관한 영역에서만은 

프랑스식의 평등주의가 도입된 것이라고 한다.45) 이처럼 일본에서 평등

주의는 일관되지 못한 외국법 계수의 산물46)에 불과하였으므로 비판적인 

시각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라) 집행방해행위가 있을 경우의 비교

현행 평등주의 하에서 채무자가 제3자와 통모하여 가장채권을 만들어

낸 다음 집행증서를 작성하여 제3자가 배당에 참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집행절차를 방해하는 경우가 흔히 있고,47) 앞서 본대로 이것이 평등주의

의 큰 문제 가운데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는 비단 

45) 宮脇幸彦, 不動産强制執行沿革史(一), 法曹時報 第20卷 第10號, 7면 이하(추신영, 앞의 
글, 446면, 주 28)에서 재인용); 三ヶ月章, 押留の效力の相對性, 民事訴訟法硏究 第3卷, 
315면 이하[배태연, 부동산의 압류 ․ 가압류 후에 설정된 담보물권의 효력과 배당우선
순위 – 개정 민사소송법 제605조 제1항에 대한 입법론적 비판과 정당한 해석론의 시
도 및 새로운 입법론의 제안 -, 사법논집 제21집(1990), 법원행정처, 400면에서 재인
용]에 따르면 당시의 일본 구 민사소송법은 프로이센법을 거의 단순번역한 수준이었
다고 한다.

46) 배태연, 앞의 글, 400면에서는 이러한 비일관성을 “혼혈아적 성격”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47) 이시윤, 신민사집행법,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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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주의에 의할 때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우선주의 하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평등주의에서는 비교적 길게 보장된 절차 참가의 기회를 이용

하여 허위로 배당을 요구함으로써 다른 채권자들의 배당액을 감소시키는 

점이 문제였다면, 우선주의에 따르면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집행방해행위가 자행될 가능성이 있다. 결국 집행방해행

위의 문제는 우선주의나 평등주의 어느 쪽에 대해서도 특유한 문제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어느 한 쪽의 입장이 강화되지도 약화되지

도 않는다.

그렇지만 집행방해행위에 대한 대처방안을 살펴보면 양자 간에 차이

가 있다. 집행방해행위로 인해 배당액이 감소하는 손해를 입은 채권자들

로서는 그러한 행위를 한 채무자, 제3자 혹은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배

당이의의 소를 제기하거나, 감소된 배당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 또

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게 될 것이다.48) 그런데 그 양상

을 구체적으로 생각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평등주의에 의할 경우 집

행방해행위로 인해 절차에 참가한 나머지 채권자들 전원이 배당에 있어 

다소간의 불이익을 입었을 것이므로 그들 전부가 방해행위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게 된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원고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의 숫

자가 상당히 많을 수밖에 없다. 반면 우선주의에 의할 경우 집행방해행

위로 인해 손해를 입는 자들은 방해행위자에 대하여 후순위인 채권자들

에 한정된다. 그리고 그러한 후순위자들 가운데서도 일정 순위 이하의 

채권자들은 애초에 배당을 받을 수 없었던 자들이므로 상당수가 배제될 

것이다. 그렇다면 실제로 방해행위자를 상대로 배당이의,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될 채권자들은 평등주의에 의할 때보

다 현저히 적을 것이다. 이처럼 집행방해행위에 대한 대처와 관련하여 

보더라도 우선주의에 의하는 것이 보다 간명하다.

  4) 소결

48) 이시윤, 신민사집행법,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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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우선주의가 평등주의에 비하여 그 장점들이 명백하다는 점, 비

교법적으로도 우선주의를 채택한 또는 적어도 우선주의에 경도된 국가들

이 다수이고 우리와 같은 정도로 평등주의를 취하고 있는 국가는 드문 

점, 제도의 운영을 담당하는 실무가들 및 법원의 태도, 평등주의에 대한 

진정한 법감정, 일본에 평등주의가 도입된 과정에서의 문제점, 집행방해

행위에 대한 대처방안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우선주의로

의 전환은 필요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49) 압류채권자에 대한 진정한 

보호 역시 우선주의에 의할 때만 가능하다. 도산절차에서 압류채권자의 

지위보장과 관련하여 보더라도 우선주의의 도입은 필요한 것인데, 이에 

대해서는 이하에서 전개될 각 도산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과정에서 

상론한다.50)

우리 민사집행법상 우선주의가 도입된다면 압류채권자는 아예 새로운 

유형의 담보권자가 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집행절차에서 등기 순서에 

따라 담보권자들과의 우열이 정해짐으로써 담보권자에 준하는 정도의 보

호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만일 도산절차가 개시된다면 회생

담보권자나 별제권자로 분류될 것이다.

제3장 도산절차별 압류채권자의 지위

Ⅰ. 도산절차에서 압류채권자의 지위 일반

49) 학설상으로도 우선주의를 지지하는 견해가 다수설로 보인다. 우선주의를 지지하는 
견해로는 이시윤, 신민사집행법, 278면; 강대성, 민사집행법 제5판, 탑북스, 2011, 232
면; 박두환, 강제집행의 실효성 제고방안, 저스티스 통권 제106호(2008. 9.), 한국법학
원, 637-639면; 추신영, 앞의 글, 462면; 김연, 앞의 글, 568-589면; 김경욱, 민사집행에 
있어서 압류채권자에 대한 평등주의와 우선주의, 120-123면; 평등주의를 유지하여야 
한다는 견해로는 김홍규, 앞의 글, 557면; 김홍엽, 강제집행의 실효성 제고방안 : 지정
토론요지, 643-645면; 김상수, 민사집행법 제3판, 법우사, 2012, 155면; 군단우선주의를 
도입해야 한다는 견해로는 정동윤, 우리나라 강제집행절차의 기본원칙, 법조 제423권
(1991. 12.), 법조협회, 15-18면; 이러한 학설들에 대한 전반적인 조망으로서 이시윤, 
신민사집행법, 278면은 “평등주의 비판론이 단연 우세하다.”라고 서술하고 있다.

50) 이에 대한 정리는 제4장 Ⅳ.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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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산법의 이념과 본질에 기초한 채권자 보호의 필요성

본격적으로 도산절차별 압류채권자의 지위를 논하기에 앞서, 보다 일

반적인 문제로 도산절차에서 채권자가 보호되어야 하는 까닭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전통적인 도산법의 이념은 채무자를 둘러싼 이해관

계인들의 이해를 공평하게 조정하는 것, 그리고 그들의 도산절차에 대한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다.51) 먼저 이해관계에 대한 공평한 조정은 같은 

성질의 권리를 가진 자는 평등하게, 다른 성질의 권리를 가진 자는 차등

을 두어 취급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통합도산법에는 공정 ․ 형평의 원칙

(제217조)과 평등의 원칙(제218조)으로 반영되어 있다. 한편 이해관계인

들의 도산절차에 대한 참여는 재판으로 그의 법적 지위에 불이익을 입게 

되는 자는 해당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자명한 명

제로부터 도출되는 이념이다. 이에 대한 근거는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리

나 재판청구권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양 이념은 도산절차 내에서 채

권자의 실체법적 지위와 절차법적 지위가 동시에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

으로 바꾸어 말할 수 있겠다. 

위와 같은 이념이 도출되는 까닭은 도산절차가 본질적으로 채권자들

의 채권을 만족시켜주는 절차, 채권자의 입장에서 말한다면 채권회수절

차(권리실현절차)로서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이다.52) 이는 도산법의 이념

에 관한 최근의 두 흐름인 재산가치최대화론과 재분배론53) 어느 것에 의

51) 김주학, 기업도산법 제2판, 법문사, 2012, 42면.
52) 김현석, 미국 기업 파산법, 19면.

53) 재산가치최대화론은 법경제학적인 관점에서 도산법을 분석하여 도산법의 기능을 오
로지 채권자들의 집단적 채권회수를 최대화하는 것에서만 찾는 입장으로 Douglas 
Baird, Thomas Jackson 교수 등에 의해 주장되는 견해이다. 위 견해는 도산절차가 개
별적 권리행사과정에서 지출되는 전략적 비용이나 행정, 절차적 비용을 줄이는 한편 
채권만족의 기초가 되는 채무자의 총재산 가치를 증대시킨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으
며, 재건형 도산절차는 위와 같은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므로 폐지되어야 한다
고 주장한다. 반면 재분배론은 도산절차는 단시 채권만족을 최대화하는 것 이외에도 
적극적 재분배를 통해 사회정의를 실현하여야 한다고 보는 입장 전반을 가리킨다. 이
러한 재분배론을 주장하는 학자들로는 존 롤즈의 무지의 베일 모델을 활용하는 
Donald R. Korobkin, 도산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노동자, 고객, 과세관청, 지역공동체 
구성원 등 채권자 아닌 자들의 이해관계까지도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는 Elizabeth 
Warren, 공동체주의(communitarianism)에 입각하여 채권자에게 공동체를 위한 일정한 



29

하더라도 변함없는 사실이다. 비교법적으로 보면 로마, 이탈리아의 도산

법제를 계수한 대륙법계, 특히 독일의 도산법제는 채무자의 경제적 갱생

보다는 채권자의 권리만족을 보다 중시하고 있어 채권회수절차로서의 성

격을 비교적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다.54) 반면 로마법의 영향없이 독자적

으로 발전해온 영미법계의 도산제도는 대륙법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채무

자의 경제적 갱생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55) 하지만 갱생을 위한 재건

형 절차들이 그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이유는 어디까지나 절차를 통

해 확보되는 채무자의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커서 채권자들의 채

권만족에 보다 유리하기 때문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논리에 의할 

때 재건형 절차를 통해 달성되는 경제적 갱생이란 어디까지나 주된 목표

인 채권의 만족을 전제로 한 부수적인 효과에 불과하다고까지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그렇다고 하여 경제적 갱생이 가지는 실제적이고 구

체적인 효용이나 가치가 도외시되어서는 안 된다.56)

2. 압류채권자 지위의 특수성

양보를 요구하는 Karen Gross 등이 있다. 그렇지만 재분배론에 의하더라도 도산절차
가 본질상 채권회수절차임이 부정될 수는 없을 것이다. 양 견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김주학, 앞의 책, 44-68면 참조; 이 가운데 Elizabeth Warren 교수의 입장에 
대하여는 우선 김현석, 미국 기업 파산법, 31면 참조.

54) 이는 1994년 법 개정을 통해 재건형 도산절차의 일종인 도산계획(Insolvenzplan)이 도
입된 이후로도 다름이 없다. 최성근, 독일의 도산법, 한국법제연구원, 1998, 11-12면.

55) 최성근, 앞의 책, 11면, 주 4).

56) 일견 재건형 도산절차는 채권의 만족과 채무자의 경제적 갱생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호혜공생을 달성하는 바람직한 절차이고, 반면에 청
산형 절차는 채무자가 가진 재산을 모두 처분하여 채무자를 빈털터리로 만들고 그를 
통해 형성된 재원을 채권자들의 만족에 충당하는 무자비한 절차라는 인상을 주기도 
한다. 하지만 도산절차의 본질이 어디까지나 채권회수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재건
형 절차와 청산형 절차가 우열관계에 있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 재건형 절차에 의하
는 경우가 청산형 절차에 의할 때에 비하여 보다 많은 이해관계인들에게 보다 나은 
상황을 제공할 수 있음은 분명하지만, 어디까지나 경제적 파탄에 빠진 채무자가 재건
에 적합하다는 특별한 상황이 전제되어야 한다. 체계와 논리를 갖추어 추상적으로 제
도를 입안하는 문제는  이러한 것과 차원을 달리하는 논의이다. 도산법제를 구상함에 
있어서는 가장 원초적 형태인 청산형 절차를 도산절차의 기본형으로 삼는 것이 바람
직하다. 이러한 입장에 서있는 대표적인 견해로는 김재형, 도산법 통합의 기본틀 – 
2004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안｣을 중심으로, 도산법강의(남효순, 김재형 
공편), 법문사, 2005, 10면; 반대로 회생절차가 도산절차의 기본형태라는 입장으로 대
표적인 것은 오수근, 도산법의 이해,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08, 8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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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은 이유로 채권자는 도산절차 내에서 마땅히 보호되어야 한

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압류채권자에게는 여타의 채권자들과 구별되는 

다음의 두 가지 특징이 더 있다. 이로 인해 압류채권자에 대한 보다 강

력한 보호가 요청되기도 하고, 이미 그 자체로 보다 두터운 보호를 받기

도 한다.

 가. 강제집행절차의 중지 및 실효에 따른 지위 변화

강제집행은 국가 공권력의 도움을 받아 사법상의 이행청구권을 강제

로 실현하는 절차이다.57) 강제집행에서는 채무자의 경제적 갱생이나 채

권자들의 집단적 이익은 고려되지 않고 오직 특정 채권자의 권리 실현만

이 추구된다. 이러한 점 및 채무자의 특정 재산을 환가하여 배당재원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강제집행절차는 개별집행절차로 분류된다. 반면 도산

절차는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재원으로 하여 총채권자들의 채권만족을 

꾀하므로 일반, 포괄적 집행절차라 할 수 있다.

도산절차와 강제집행절차는 채권자의 권리실현을 위한 절차라는 공통

점이 있지만, 도산절차에서는 집단적 채권자들 상호간의 이익을 조정하

고 채무자의 경제적 갱생까지도 고려하기 때문에 그를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강제집행절차에 대한 제한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제한에 관한 

일반원칙을 도출해보면 다음과 같다.58) 도산절차가 개시되면 강제집행절

차의 새로운 개시는 허용되지 않고, 이미 진행되고 있던 강제집행절차는 

도산절차의 개시나 개시전의 잠정적인 처분으로 인해 중지된 다음 실효

되는 이원적 구조를 취하거나(회생, 개인회생) 또는 중지를 거치지 않고 

절차개시와 동시에 실효된다(파산).

도산절차의 진행에 따라 기존의 강제집행절차가 위와 같이 제한되는 

이상 최초에 해당 절차를 신청하였고 그 결과 절차의 이해관계인이 된 

57) 이시윤, 신민사집행법, 4면; 주석 민사집행법(Ⅰ), 34면(이원 집필부분); 사법연수원, 
앞의 책, 4면.

58) 정준영, 도산절차와 민사집행, 58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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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채권자의 지위도 당연히 영향을 받게 된다. 앞서 본 일반원칙에 따

라 설명하면 도산절차에서 압류채권자는 강제집행절차의 중지로 인해 그 

지위를 향유하는 것이 중단되었다가 종국에는 절차가 실효됨으로써 그 

지위를 상실하게 되거나, 혹은 아예 도산절차의 개시단계에서부터 그 지

위를 상실한다.

이와 같이 압류채권자는 일반적인 채권자로서 입게 되는 불이익에 더

하여 강제집행절차의 이해관계인으로서도 불이익을 당하게 되므로 도산

절차에서의 절차적 지위보장 역시 두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

다. 즉, 의결권 행사, 계획안에 대한 의견진술, 채권조사 및 확정절차와 

배당절차 참여 등과 같이 일반적으로 채권자들에게 부여되는 절차참여의 

기회가 보장되어야 함은 물론, 한걸음 더 나아가 자신이 신청한 강제집

행절차가 중지 및 실효됨으로 인해 처하게 될 불이익한 상황을 법원에 

주장 및 소명하면서 구제를 구하는 절차 또한 보장되어야 한다. 그런데 

뒤에서 보다 상세히 검토하겠지만 회생절차를 예로 들면 중지명령에 관

한 소극적 요건, 포괄적 금지명령 적용배제절차 등이 마련되어 있기는 

하나 실제로 적정하고도 충분한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하여는 

검토를 요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

 나. 집행권원을 보유한 채권자

집행권원은 실체법상 청구권의 존재 및 범위가 드러난 공문서로서 법

률상 강제집행의 근거로 인정된다.59) 집행권원의 성립은 집행기관과는 

무관하게 재판기관에서의 판결절차 혹은 그에 준하는 절차를 통해 이루

어지므로 그것에 대한 다툼도 집행기관이 진행하는 집행절차가 아니라 

재판기관이 진행하는 판결절차로 다투어야 함이 원칙이다.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재심, 청구이의의 소,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등이 있

다. 

엄격한 절차를 거치는 만큼이나 실체법적 청구권의 존재와 그 구체적

59) 이시윤, 신민사집행법, 108-10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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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내용에 대한 집행권원의 기재내용에는 어느 문서보다도 높은 증명력

이 부여된다. 도산절차에서도 이러한 집행권원 있는 채권자에게 채권조

사확정절차나 배당절차에서 다른 채권자들에 비해 우월한 지위를 인정하

고 있다. 앞서 본 강제집행절차의 중지 및 실효는 집행절차에 대한 효력

에 불과한 것이어서 이미 성립된 집행권원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강제집행의 요건 가운데 하나가 바로 집행권원이기에 압류채권자가 

집행권원을 보유한 채권자에 해당함은 명백하다. 수많은 채권자들의 이

해관계가 걸려있는 도산절차에서 자신의 권리의 존재 및 내용을 다른 이

들보다 유력하게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은 해당 채권자에게 큰 이점이 아

닐 수 없다. 집행권원의 존재는 바로 이러한 이점이 존재함을 의미하며 

따라서 이러한 측면에서 도산절차 내에서 압류채권자에게 여타의 일반채

권자들에 비해 고양된 지위가 부여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3. 도산절차에서 압류채권자의 분류

앞서 압류채권자는 부동산, 유체동산, 채권 압류채권자와 본집행, 가

집행 압류채권자로 나뉨을 보았다. 도산절차에서도 이러한 분류가 유효

하지만 이 밖에도 집행채권이 도산절차 내에서 어떠한 종류의 채권에 해

당하는가에 따른 분류도 가능하다. 도산절차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

는 발생시기나 발생원인 등에 따라 채권의 종류가 분화되고 그에 따라 

도산절차 내에서 권리보장의 방법 및 정도도 달라진다는 점이다. 당연히 

압류채권자가 보유한 집행채권도 도산절차에서 특정한 종류의 채권으로 

분류된다. 이하에서는 각 도산절차별로 인정되는 채권종류에 대해 살피

면서 각각을 집행채권으로 한 압류채권자가 어떠한 지위를 가지는지를 

검토한다.

 가. 회생절차에서의 채권분류

회생절차에서 채권은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공익채권, 개시후기타채



33

권으로 나눠진다.

  1) 회생채권

먼저 회생채권은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제118조 제1항) 및 그 밖에 법에서 특별히 회생절차 개

시 후 발생한 재산상의 청구권임에도 회생채권으로 규정한 것을 말한다

(제118조 제2 내지 4호, 제12조 제1항, 제123, 124, 125조). 회생채권에 기

초한 강제집행절차는 회생절차개시신청이 있으면 중지명령이나 포괄적 

금지명령의 대상이 되어 중지 또는 금지될 수 있고, 회생절차개시 후에

는 개시결정의 효력에 따라 새로운 강제집행은 금지되고 기존에 진행 중

이던 절차는 중지되며,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으면 중지되었던 절차가 

실효된다. 따라서 회생채권을 보유한 압류채권자는 강제집행절차가 위와 

같이 도산절차로 인한 영향을 받음에 따라 그 지위에 직접적으로 변화를 

겪게 된다. 집행채권의 원금은 대체로 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

긴 채권일 것이나, 회생절차 개시 후 발생한 이자채권 또는 개시 후 불

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과 위약금채권(제118조 제2, 3호)60)도 

원금에 대한 일정 비율에 의한 금원의 형태로 집행권원에 표시되면 집행

채권이 될 수 있다. 한편 회생채권은 공법상의 채권도 포함하므로 조세 

등 청구권이나 벌금, 과료 등의 청구권(제140조 제1, 2항)도 회생채권이 

될 수 있을 것이나 위 각 채권에 대하여는 체납처분 등 고유의 징수절차

가 있으므로 그것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절차가 진행되는 경우는 극히 드

물 것이다. 

  2) 회생담보권

60) 여기서의 손해배상금이나 위약금은 회생절차 개시 전부터 채무자가 채무를 불이행하
여 손해배상금이나 위약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하여야 할 경우의 그것을 의미한다. 서
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실무연구회, 회생사건실무(上) 제2판, 박영사, 2009, 343면. 법
정 또는 약정이율이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5%(2015. 10. 1. 이전
에는 20%)의 비율에 의하여 산정되는 지연손해금은 여기서의 손해배상금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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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담보권은 회생채권이나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 

외의 자에 대한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의 재

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전세권 또는 우

선특권으로 담보된 범위의 것을 말한다(제141조 제1항). 명칭은 담보권이

라고 되어있으나 어디까지나 채권이다.61) 회생담보권에 대하여는 회생채

권보다 유리한 변제조건이 설정되고, 회생계획안의 결의에 있어서도 회

생채권자의 조보다 회생담보권자의 조의 가결요건이 더 엄격하게 규정되

어 있는 등 회생절차 내에서 회생채권보다 우월한 지위에 놓인다. 하지

만 그에 기초한 강제집행절차는 회생채권에 기초한 절차와 마찬가지로 

처리되고, 따라서 위 1)에서의 설명이 회생담보권을 집행채권으로 한 강

제집행절차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따라서 압류채권자의 지위 또한 회생

채권에 기초한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회생담보권 가운데 채무

자 외의 자에 대한 재산상의 청구권으로는 채무자에 대하여 강제집행절

차를 신청할 수 없는 이상 이러한 채권을 보유한 압류채권자는 상정할 

수 없다.

  3) 공익채권62)

공익채권은 일반적으로 회생절차개시 후 회생절차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기 위하여 인정된 채무자에 대한 청구권 가운데 제179조 

기타 개별적인 조항에서 공익채권으로 인정된 청구권을 말하지만, 형평 

또는 사회정책적인 고려 하에서 회생절차 개시 전에 발생한 채권이 공익

채권이 되는 경우도 있다. 

공익채권은 회생채권이나 회생담보권과는 달리 회생절차로 인해 권리

행사에 제약을 받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같은 이유에서 그에 기초한 강

제집행절차가 중지, 금지되지도 않는다. 따라서 공익채권을 보유한 압류

61) 김재형, 도산절차에서 담보권자의 지위, 민법론 Ⅲ, 박영사, 2007, 224면. 
62) 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과 참고문헌들은 아래 Ⅱ. 5. 부분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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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는 회생절차 개시 후에도 그 지위를 대체로 유지할 수 있으며, 한

편 공익채권자는 회생절차 개시 후에 새로이 압류채권자가 될 수도 있

다. 

  4) 개시후기타채권

회생절차개시 이후의 원인에 기하여 발생한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공익채권,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이 아닌 청구권을 개시후기타채권이

라 한다. 개시후기타채권에 대하여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부터 회생계

획으로 정하여진 변제기간이 만료하는 때63)까지 사이에는 변제를 하거나 

변제를 받는 행위 그 밖에 이를 소멸시키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제181

조 제1항), 위 기간 중에는 개시후기타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신청도 

할 수 없다(제181조 제2항). 개시후기타채권은 실제 발생할 가능성이 희

박하기도 하거니와,64) 회생절차 개시 후에만 발생할 수 있고 그에 기초

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신청도 할 수 없으므로 개시후기타

채권을 보유한 자는 압류채권자가 될 수 없다.

 나. 파산절차에서의 채권분류

파산절차에서 채권은 파산채권, 별제권, 재단채권으로 분류할 수 있

다.

  1) 파산채권

파산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

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말한다(제423조). 그렇지만 경우에 따라 파산선고 

63)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전에 회생절차가 종료된 경우에는 회생절차가 종료된 때, 그 기
간만료 전에 회생계획에 기한 변제가 완료된 경우에는 변제가 완료된 때를 말한다.

64) 회생사건실무(上), 38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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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 원인으로 생긴 것임에도 재단채권으로 정해진 것이 있는가하면,65) 

파산선고 후의 원인으로 생긴 채권도 파산채권으로 분류되기도 한다.66) 

파산채권은 회생채권과는 달리 우선적 파산채권(제441조), 일반의 파산채

권, 후순위 파산채권(제446조)으로 그 순위가 나뉜다. 파산채권자는 파산

선고 후에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채권을 개별적으로 행사할 수 없고 

그 결과 그에 기초한 강제집행도 할 수 없다. 또한 파산선고 당시 이미 

진행 중이던 파산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절차는 선고와 동시에 실효된다

(제348조 제1항 본문). 따라서 파산채권자로 분류되는 압류채권자는 파산

절차가 진행됨과 동시에 그 지위를 상실하고, 파산선고 후 발생한 파산

채권으로는 압류채권자가 될 수 없다. 회생절차에서는 개시결정 후의 이

자나 개시결정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및 위약금이 원본채권

과 순위에 있어 다르지 않지만, 파산절차에서는 이러한 채권들이 후순위

파산채권으로 분류되는데(제446조 제1항 제1, 2호), 순위가 후순위일지라

도 집행권원상 집행채권으로 표시될 수 있는 이상 강제집행의 기초가 될 

수는 있다.

  2) 별제권

별제권은 채무자에 대한 기존 담보권자가 파산선고에도 불구하고 파

산절차의 제약으로부터 벗어나 절차 밖에서 담보목적물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제411조). 통합도산법이 특별히 창설한 새로운 권

리는 아니고, 민법 등에서 인정되는 담보물권이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효력을 파산절차에 받아들인 것에 불과하다.67) 제411조에 열거된 유치

권, 질권, 저당권, 전세권, ｢동산 ․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동산 ․ 채권담보권 등은 물론 가등기담보권, 양도담보권, 소유권유보부매

65) 제473조 제7호의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에서의 본래급부청구권, 제10호 중 파산선고 
전의 임금, 퇴직금 채권 등이 그 예이다. 

66) 제337조 제1항의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 해제,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이 대표적
이다. 

67) 임준호, 파산절차상 담보권의 처리, 파산법의 제문제(하)-재판자료 제83집, 법원도서
관, 1999, 8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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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에서 유보된 소유권 등 비전형담보권에 대해서도 별제권이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68) 다만 별제권이라고 해서 완전한 권리행사의 자

유를 누리는 것은 아니고 파산절차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별제권의 신고

의무(제313조 제1항 제5호), 파산관재인의 별제권 목적물에 대한 제시요

구(제490조), 파산관재인의 별제권 목적물에 대한 환수권(제492조 제13

호) 또는 환가권(제497조) 행사, 목적물의 처분기간 지정에 따른 기간준

수의무(제498조) 등의 제한을 받는다.

별제권의 피담보채권은 파산채권인 경우가 많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

우도 있다.69) 우선 파산채무자가 물상보증인이어서 별제권자가 그에 대

한 어떠한 채권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재단채권에 

대하여도 담보권이 설정될 수 있다(제477조 제1항 단서). 결국 별제권의 

피담보채권에는 채무자에 대한 파산채권, 채무자 아닌 자에 대하여 파산

선고 이전에 발생한 채권 그리고 재단채권이 포함된다. 이와 같이 획정

함으로써 회생절차에서 회생담보권이 인정되는 범위(제141조) 및 공익담

보권이 인정되는 것과 통일성을 기할 수 있다. 

별제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행사한다(제412조). 이는 채권신고, 

조사 및 확정을 거쳐 배당을 받는 절차를 거칠 필요없이 각 담보권에 대

하여 인정된 본래 실행방법에 의하여 권리를 행사한다는 의미이다.70) 집

행권원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러한 담보권 

본래의 실행방법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만일 별제권자가 집행

권원까지도 보유하고 있는 상태인 경우 담보권의 존재만으로 그가 강제

집행을 신청하는 것이 금지되지는 않는다. 한편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담보권의 실행방법이 법정되어 있지 않은 비전형담보의 경우이다. 대표

적으로 동산 양도담보권을 설정한 경우 그 실행방법을 귀속청산으로 할 

것인가 처분청산으로 할 것인가를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정하게 되고, 

나아가 처분청산의 한 방법으로 담보설정시에 설정자가 담보권자에게 공

68) 김재형, 도산절차에서 담보권자의 지위, 247-250면; 임준호, 앞의 글, 88-89면; 전병
서, 도산법 제2판, 법문사, 2007, 306-310면. 

69) 김재형, 도산절차에서 담보권자의 지위, 243면; 임준호, 앞의 글, 83면; 전병서, 앞의 
책, 304면.

70) 임준호, 앞의 글, 98면; 전병서, 앞의 책, 3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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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증서를 작성해주어 채무불이행시 그것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

을 신청하도록 할 수도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별제권자도 경우에 따라 압

류채권자가 될 수 있음은 분명하다. 물론 회생담보권에서와 마찬가지로 

채무자가 물상보증인인 경우에는 별제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강제집행

을 신청할 여지가 없다. 별제권자가 압류채권자인 강제집행절차의 처리

에 대하여는 아래 Ⅲ. 3. 라.에서 상론한다.

  3) 재단채권

재단채권은 기본적으로 파산선고 이후에 파산절차의 진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으로 파산채권자 공동의 이익을 위한 공익적 성격의 채권을 말

하는 것이지만, 그 밖에도 조세채권이나 임금 및 퇴직금 채권과 같이 그 

발생시기를 묻지 않고 사회정책적인 목적에서 재단채권으로 분류된 채권

들도 있다. 이와 같이 재단채권으로 포섭될 수 있는 채권들은 그 성질이 

상이하기 때문에 그 효과에 입각하여, 파산재단 전체로부터 파산채권자

에 우선하여 변제받고(제476조), 파산절차를 거칠 필요없이 수시로 변제

받을 수 있는 채권(제475조)이라고 정의하기도 한다.71)

아래 Ⅲ. 3. 나. 3)에서 보겠지만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

단채권에 기한 새로운 강제집행절차의 개시는 불허되고, 기존에 진행 중

이던 절차도 실효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자 판례의 태도이다. 

따라서 회생절차에서의 공익채권과는 다르게 재단채권을 보유한 압류채

권자는 파산선고로 그 지위를 잃고, 한편 재단채권자는 파산절차가 개시

된 이후에는 새로이 압류채권자가 될 수 없다. 파산선고로 지위가 상실

되는 압류채권자들이 보유하고 있던 재단채권들로는 예컨대 임금 ․ 퇴직

금채권(제473조 제10호)이나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에서의 본래급부청구

권(제473조 제7호)과 같이 파산선고 이전부터 존재하였던 채권들이 있을 

수 있다. 조세채권(제473조 제2호)은 재단채권이고 파산선고 전에 발생할 

수도 있지만 체납처분이라는 별도의 징수절차가 있는 이상 이에 기초한 

71) 전병서, 앞의 책, 197면; 최승록, 파산채권과 재단채권, 파산법의 제문제(상)-재판자료 
제82집, 법원도서관, 1999, 3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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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채권자는 상정하기 어렵다.

 다. 개인회생절차에서의 채권분류

개인회생절차에서 채권은 개인회생채권과 별제권, 개인회생재단채권

으로 나뉜다. 이러한 분류는 기본적으로 파산절차에서의 것과 같고, 각

각에 대하여 파산절차의 규정이 준용된다(제581조 제1항, 제583조 제2항, 

제586조). 어떠한 채권이 집행채권이 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범위는 파

산절차와 비교할 때 아래와 같이 몇 가지 차이점이 있다.

우선 개인회생채권은 그 채권이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당

시에 제출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그 지위가 

달라진다. 기재가 되지 않았다면 개인회생절차의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해당 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후에 새로이 강제집행절차를 신청하거

나 기존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따라서 그러한 채권을 가진 압류채권자

라면 지위에 별다른 영향이 없다. 별제권은 파산절차에서와 달리 제600

조 제2항에 따라 개시결정 후 담보권의 실행72)이 중지 또는 금지되므로 

별제권자인 압류채권자는 개인회생채권을 보유한 압류채권자와 그 지위

가 크게 다르지 않다. 한편 개인회생재단채권을 보유한 압류채권자는 그 

성질상 회생절차에서 공익채권자인 압류채권자와 유사한 지위를 가지게 

될 것이다.

 라. 두 종류 이상의 채권을 집행채권으로 보유한 압류채권자

압류채권자의 집행채권이 도산절차 내에서 서로 다른 두 종류 이상의 

채권으로 구성될 수도 있다. 예컨대 사업주인 채무자에게 고용된 근로자

가 채무자의 요청으로 재고로 남은 채무자 소유의 물건을 매수하였는데 

채무자가 이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지도 않고 임금도 체불하여 근로자가 

72) 제600조 제2항에서는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실행경매만이 중지, 금지의 대상으
로 규정되어 있으나 그 취지를 고려하였을 때 담보권 실행방법으로써의 강제집행도 
중지, 금지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 Ⅳ. 3. 가. 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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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에게 대금 및 임금채권에 대한 집행권원을 취득하고 이를 기초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한 이후 채무자에 대해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다. 여기에서 매매대금채권은 회생채권, 임금채권은 공익

채권이 되는데 집행권원상으로는 한꺼번에 집행채권으로 표기되어 집행

채권에 회생채권과 공익채권이 혼재되어 있다. 상정해볼 수 있는 다른 

사례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도 있다.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의 시가 1억원 

상당의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7,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놓았

는데 거래관계가 지속됨에 따라 채권자의 채권액수가 1억원에 이르러 채

권자가 부동산의 잔여가치인 3,000만원을 확보하기 위해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한 이후 채무자가 파산한 경우, 채권자가 별제권

자로서의 지위와 파산채권을 보유한 압류채권자의 지위를 겸할 수도 있

다.

이처럼 집행채권에 두 종류 이상의 채권이 혼재되어 있을 때 그에 기

초한 강제집행절차 및 압류채권자에 대한 취급이 문제될 수 있다. 혼재

된 채권들이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과 같이 그 취급에 있어 차이가 없다

면 일관되게 처리하면 될 것이다. 반면 별제권이나 공익채권, 개인회생

재단채권이 다른 채권들과 혼재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취급이 다르므로 

문제가 되는데, 도산절차 내에서 보다 더 보호되는 위 각 채권들을 기준

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이다.

Ⅱ. 회생절차에서 압류채권자의 지위

1. 도입

이제부터는 각론으로서 각 도산절차별로 압류채권자의 지위를 구체적

으로 검토한다. 먼저 통합도산법의 조문 순서에 따라 회생절차에서의 압

류채권자의 지위를 살펴본다. 일반적인 절차의 진행 순서에 따라 회생절

차개시신청, 회생절차개시결정, 회생계획인가결정을 기준으로 하여 절차

를 세분한 뒤 각 단계별로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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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생절차 개시신청부터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전까지의 단계

 가. 회생절차 개시신청

압류채권자는 채권자로서 회생절차 개시신청권자가 될 수 있다. 채무

자가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일 경우에는 자본의 1/10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때, 그 외의 경우에는 채권액이 5,000만원 이상일 때에 채

권자도 신청권자가 될 수 있으며, 신청사유는 채무자 신청의 경우와는 

달리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것에 한정된다

(제34조 제1항 제2호, 제2항). 이와 같이 신청권을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회생절차는 그 성질상 모든 채권자에게 신청권이 인정될 필요는 없

으며, 제한이 없다면 절차가 남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73) 다만 압류

채권자 자신의 채권이 위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다른 채권자와 공동으로 

신청을 하면서 각 채권자의 채권액 합계가 기준을 충족하면 된다.74) 채

권은 그 종류를 불문하며 임금, 퇴직금 채권과 같이 회생절차 개시 후 

공익채권으로 분류되는 채권에 기초하여서도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할 수 

있다.75)

신청은 서면으로 하고 신청서에는 채권자가 가진 채권의 액과 원인을 

기재하도록 되어있으며(제36조 제10호), 이 채권액에 대한 소명까지도 이

루어져야 한다(제38조). 소명을 요구하는 까닭 역시 채권자의 신청권 남

용을 막기 위함이다.76) 압류채권자는 집행권원이 있으므로 신청채권에 

73) 임채홍 ․ 백창훈, 회사정리법(上) 제2판, 한국사법행정학회, 2002, 184면; 김경욱, 2004
년 통합도산법안 중 회생절차개시의 주요개정내용에 관한 고찰, 민사소송 제8권 제2
호(2004), 한국민사소송법학회, 278-279면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정상태에 대한 자료
를 확보하기 어려움에도 파산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 채권자의 회생절
차 개시신청권을 인정하면 남용의 우려가 있음을 지적한다. 

74) 회생사건실무(上), 53면; 임채홍 ․ 백창훈(上), 185면. 

75) 대법원 2014. 4. 29.자 2014마244 결정. 임금·퇴직금 등의 채권자에게도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회생절차를 통하여 채무자 또는 사
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할 이익이 있고, 개별적인 강제집행절차 대신 회생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비용과 시간 면에서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든다.

76) 임채홍 ․ 백창훈(上), 19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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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소명에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압류채권자는 자신이 신청한 강제집행절차가 회생절차로 인해 중지, 

실효되어 기존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는 입장이므로 회생절차개시를 신청

할 유인은 다른 일반채권자들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다. 그

렇지만 자신이 신청한 강제집행절차에 이미 많은 채권자들이 참여하였거

나 집행대상물에 상당수의 선순위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어 만족스러운 

배당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회사의 계속기업가치 전체로부터의 만

족을 기대하며 회생절차를 신청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

 나. 보전처분 

  1) 의의

회생절차에서의 보전처분이란 회생절차 개시신청이 있은 후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을 때까지의 기간동안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하여 이

루어지는 가압류 ․ 가처분77)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이나(제43조 제1항), 보

전관리인에 의한 관리를 명하는 보전관리명령을 말한다(제43조 제3항). 

절차개시신청만 있고 개시결정이 있기 전의 기간에는 채무자가 여전히 

업무 및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가지고 이해관계인들의 권리행사 또

한 가능한 상태이므로 채무자의 재산이 흩어지고 영업이 곤란해질 염려

가 있다. 바로 다음에서 보는 중지명령이나 포괄적 금지명령이 이해관계

인의 권리행사를 제한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반면, 보전처분

은 주로 채무자의 행위를 제한하여 위와 같은 현상을 방지하는 것이다.

  2) 종류

보전처분은 제43조 제1항의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한 보전처분

77) 가압류, 가처분이 예시로 규정되어 있으나 여기서의 보전처분은 민사집행법상의 보
전처분과는 다른 특수보전처분이라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회생사건실무(上), 69면; 임
채홍 ․ 백창훈(上), 2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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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제43조 제3항의 보전관리인을 선임하는 관리명령(보전관리명령)78)으

로 나뉜다. 전자를 협의의 보전처분, 후자를 포함하여 광의의 보전처분

이라고 하는데 이는 조문체계에 따른 분류이다.79) 한편 협의의 보전처분

은 다시 처분금지형 보전처분과 업무제한형 보전처분으로 나뉘며, 업무

제한형 보전처분으로는 변제금지 보전처분과 차재금지 보전처분, 임직원

채용금지 보전처분이 있다. 한편 보전관리명령은 조직법상의 보전처분이

라고도 한다. 실무적으로는 일반적으로 변제금지, 처분금지, 차재금지, 

임직원채용금지를 명한다고 한다.80)

  3) 신청권자의 범위

보전처분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이루어진다(제43

조 제1항). 이때 이해관계인의 범위에 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통

설은 채무자, 채권자, 주주 및 지분권자에게 모두 신청권이 있고 채권자

나 주주 및 지분권자는 회생절차개시신청의 경우와 달리 채권, 주주, 지

분권의 액수를 불문한다는 입장이다.81) 통상은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는 

사람이 보전처분신청도 함께 하므로,82) 채무자 신청의 경우에는 채무자

가, 채권자 신청의 경우에는 채권자가 신청을 하게 될 것이다. 당연히 

압류채권자에게도 보전처분의 신청권이 있는데 기존 압류의 효력은 압류

대상이 된 재산에 한정되므로 그 밖에 채무자의 업무 일체, 재산의 처

분, 변제 및 차재 등을 막기 위하여 보전처분을 신청할 실익이 있을 것

이다. 

  4) 보전처분과 강제집행의 관계 

78) 법에서는 회생절차개시신청이 있으면 1월 이내에 형식적인 심사만 거친 후 개시여부
를 결정하도록 하는 한편 기존 채무자 자신 또는 채무자가 법인이라면 그 대표자를 
그대로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보전관리명령이 발령될 일은 거
의 없다. 회생사건실무(上), 77면. 

79) 회생사건실무(上), 70면. 
80) 회생사건실무(上), 71면; 임채홍 ․ 백창훈(上), 225면.

81) 회생사건실무(上), 70면; 임채홍 ․ 백창훈(上), 233-234면.
82) 회생사건실무(上), 7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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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절차와의 관계가 문제되는 보전처분은 처분금지, 변제금지 

보전처분과 보전관리명령이다. 다만 보전처분은 회생절차개시신청에 대

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만 존속하는데 개시여부에 대한 결정이 신청 후 1

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제49조 제1항), 보전처분이 

강제집행절차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가) 처분금지 보전처분

처분금지 보전처분은 채무자가 자기재산에 대한 사실적83), 법률적84) 

처분을 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채무자 재산의 산일을 방지하는 보전처

분이다. 전술한대로 보전처분은 채무자의 행위를 제한할 뿐이어서 처분

금지 보전처분만으로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막을 수는 없다. 다만 강제집

행에 의한 재산의 매각도 처분의 일종이므로 처분금지 보전처분은 강제

집행절차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는데 이는 처분금지 보전처분 등기, 등

록의 시점에 따라 달라진다. 보전처분 등기, 등록 이전에 이미 경매개시

결정기입등기, 등록이 경료되었고 이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절차가 진행되

어 종료되는 경우에는 처분금지 보전처분을 이유로 매수인의 권리취득을 

부정할 수는 없다.85) 반면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등록이 보전처분 등기, 

등록 이후에 경료된 경우 강제집행절차의 처리에 대해서는 절차의 개시

는 가능하나 환가는 불가능하므로 매수인은 회생절차와의 관계에서 권리

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견해, 보전처분은 채무자에 대한 처분일 뿐이

고 중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강

제집행절차가 전면적으로 가능하다는 견해가 있다.86) 처분금지 보전처분

이 있음에도 종국적인 환가를 허용한다면 보전처분의 목적을 무시하는 

것이 된다.87) 앞의 견해가 타당하다.

83) 은닉, 반출 등.
84) 매도, 담보제공, 임대 등.

85) 회생사건실무(上), 73면; 임채홍 ․ 백창훈(上), 245면. 

86)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실무연구회, 도산절차와 소송 및 집행절차, 박영사, 201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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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변제금지 보전처분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에 대한 변제를 금지하는 변제금지 보전처분 

역시 그것만으로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금지되지 않으므로 강제집행절차

의 진행을 막을 수 없다. 대법원도 회사정리법 시대의 판결에서 “회사

정리절차개시의 신청을 받은 법원이 그 결정을 하기에 앞서 회사정리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처분으로서 회사에 대하여 채권자에 대

한 채무의 변제를 금지하였다 하더라도 그 처분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회

사에만 미치는 것이어서 회사가 채권자에게 임의로 변제하는 것이 금지

될 뿐 회사의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하는 것까지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

고 보았다.88)

   다) 보전관리명령

보전관리명령도 강제집행절차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는다. 다만 채무

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이 선임된 보전관리인에게 이전되

고 그에 따라 당사자적격도 채무자에서 보전관리인으로 변경되므로(제78

조) 강제집행절차의 당사자도 보전관리인으로 바뀌게 된다.

 다. 중지명령

  1) 의의

87) 민사집행법상 처분금지가처분의 경우 처분금지의 효력은 상대적이어서 가처분 대상
물을 매도하면 매수인은 일단 권리를 유효하게 취득할 수 있으나 이후에 가처분채권
자가 매도인을 상대로 본안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때에는 가처분채권자와의 관계에서 
권리취득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게 된다. 이시윤, 신민사집행법, 655면. 가처분에서 
처분금지의 효력을 상대적 무효로 이해하는 것은 그렇게 보더라도 피보전권리의 보전
이라는 가처분의 목적달성에 장애가 없기 때문이다. 반면 처분금지 보전처분에 있어
서는 환가를 절대적으로 부정하여야만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88) 대법원 1993. 9. 14. 선고 92다12728 판결. 다만 이 사건에서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
여 상계권을 행사하였을 뿐,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절차가 진행되지는 않았다. 그런 
의미에서 위 판시내용은 방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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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법원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개시여부에 대한 결정

이 있을 때까지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1호),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

에 기초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진행되고 있던 강제집행, 가압류, 가

처분,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2호, 이하에서는 “강제집행 등”이라 

한다),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3호) 및 행정청에 계속 중인 절차

(4호), 체납처분 또는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5호)을 

중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제44조 제1항).89) 중지명령은 회생절차의 원활

한 진행을 위해 채무자 재산의 산일을 막고자 회생절차와 양립할 수 없

는 성질의 절차(파산절차)나 채권자들의 개별적인 권리행사절차(그 밖의 

절차)를 중단시킨다.

중지명령의 형식에 관하여, 회사정리법에서는 제37조 제5항에서 “법

원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지의 결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중지명령이 결정의 형식으로 이루어짐을 분명히 

하였으나, 통합도산법에서는 제44조 제3항에서 “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지명령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라고만 정하고 있다. 그

러나 중지명령의 형식을 회사정리법에서와 달리 할 까닭이 없고 포괄적 

금지명령에 대하여는 제46조 제1항에서 결정의 형식으로 한다고 분명히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결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실무에서도 

결정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보인다.90)

  2) 요건

   가) 시적 범위와 신청의 요부

중지명령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은 후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만 발령될 수 있다. 한편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는 

89) 한편 회생절차개시신청 기각결정이 내려지고 이에 대한 즉시항고가 있는 경우에도 
법원이 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는데(제53조 제2항), 내용은 동일하다. 

90)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실무연구회, 회생사건실무(下) 제2판, 박영사, 2009, 3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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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이고 법원이 직권으로 발령할 수도 있다.

   나) 필요성

중지명령은 회생법원이 그것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내릴 수 있다. 

중지명령의 대상이 될 절차를 그대로 진행할 경우 회생절차개시 이전에 

채무자의 재산이 처분되는 결과 특정 채권자만 만족을 얻어 채권자간의 

형평이 깨지거나 회생절차의 진행과정에 장애가 발생할 염려가 있다면 

필요성이 인정된다.91) 반면 개시신청을 기각할 것이 명백하여 회생절차

의 진행이 예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필요성이 없다.92)93)

   다) 강제집행 등에 특유한 요건

    (1) 부당한 손해발생의 염려

     (가) 규정의 성질

2호에 규정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에 대해

서는 다른 절차들과 달리 중지명령으로 인해 해당 절차의 신청인인 회생

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칠 염려가 없어야 한다

는 내용이 제44조 제1항 단서 조항으로 추가되어 있다. 해당 절차의 신

청인인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는 강제집행에서는 협의의 압류채

권자, 가압류 및 가처분에서는 각각 가압류채권자 및 가처분채권자, 담

보권실행경매에서는 경매를 신청한 해당 담보권자를 의미한다. 

위 단서조항의 성질에 관하여, 일본의 통설은 중지명령 발령시에 채

91) 三ケ月章 ․ 竹下守夫 ․ 霜島甲一 ․ 前田 庸 ․ 田村諄之輔 ․ 靑山善充, 條解 會社更生法
(上), 弘文堂, 1998, 330면.

92) 회생사건실무(上), 84면.

93) 한편 우세나, 기업회생절차상 보전처분과 집행정지 등에 관한 소고, 중앙법학 제7집 
제2호(2005), 중앙법학회, 322면에서는 필요성 요건을 헌법상 비례성의 관점에서 해석
하여야 한다고 말한다.



48

권자 또는 경매신청인(우리법상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에게 부

당한 손해를 미칠 염려가 없을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를 중지명령의 

요건이 가중된 것이라고 설명한다.94) 우리나라에서도 대체로 부당한 손

해발생의 염려가 없을 것을 중지명령 발령의 소극적 요건으로 보고 있

다.95) 

반면 일본의 소수설로는 이를 중지명령의 요건이 가중된 것이 아니

라, 채권자 등이 중지명령의 발령을 저지하고자 할 때 주장할 수 있는 

대항사유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유력한 견해도 있다.96) 이 견해에 따르면 

법원은 중지명령을 발령하기 전 직권조사를 함에 있어 채권자에게 위와 

같은 사유를 분명히 하도록 한 다음 중지의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

하여야 한다고 한다. 다만 다수설에 의하더라도 요건의 성질상 부당한 

손해발생 염려에 대한 주장 및 입증은 채권자 측이 하게 될 것이다.97)

     (나) 부당한 손해가 발생할 염려의 의미

부당한 손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관하여는 확립된 구체적인 기준

이 없다. 일본에서도 이에 관하여 학설상 다툼이 있는데 ① 절차가 개시

될 가능성이 적은 사건임에도98) 법원이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결과 경솔

하게 중지명령이 발령되는 경우 채권자에게 부당한 손해를 주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해석하는 견해가 있는 반면, ② 채권자가 긴급하게 강

제집행 등을 하지 않으면 그 자신이 도산할 염려가 큰 경우와 같이 중지

로 인한 채무자의 이익에 비하여 채권자 측의 손해가 지나치게 큰 경우

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99) 생각건대 양 학설 가운데 어느 

하나만을 택하기보다는 각각의 내용을 부당한 손해 판단의 기준으로 삼

94) 條解 會社更生法(上), 330면.
95) 회생사건실무(上), 84면; 임채홍 ․ 백창훈(上), 214면.

96) 宮脇幸彦 ․ 井關 浩 ․ 山口和男 編, 注解 會社更生法, 靑林書院, 1986, 116면.
97) 伊藤眞, 破産法 ․ 民事再生法 第3版, 有斐閣, 2014, 146면, 주 186).

98) 그 예로는 채무자의 절차개시신청이 불성실한 경우를 들 수 있을 것이다. 編集代表 
竹下守夫, 大コンメンタール破産法, 靑林書院, 2011, 97면.

99) 條解 會社更生法(上), 332-333면; 注解 會社更生法, 1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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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만 분명한 것은 채권자가 회생절차를 통해 

받게 될 만족이 강제집행절차를 통하여 받을 수 있었던 정도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정만으로는 결코 부당한 손해가 염려된다고 볼 수 없다는 점

이다.100)

한편 우리 통합도산법의 조문 가운데 부당한 손해발생 염려의 기준설

정을 위하여 참고할 수 있는 것으로는 회생채권의 변제허가에 관한 제

132조 제1항을 들 수 있다. 위 조항은 채무자의 거래상대방인 중소기업

자가 그가 가지는 소액채권을 변제받지 아니하면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회생계획인가결정 전이라도 

관리인, 보전관리인 또는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를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중소기업자 보호를 위하

여 회생절차개시로 인한 회생채권의 변제금지 원칙(제131조)에 대한 예

외로서 인정되는 것인데, 취지가 그러하다면 위와 같은 사정은 그 시점

을 앞당겨 중지명령 발령단계에서도 검토될 필요가 있다. 즉, 회생채권

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중소기업자이고 개시결정 전에 이미 강제집행절

차가 진행 중이었는데 해당 절차를 진행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한다

면 그의 사업 계속에 현저한 지장이 발생하는 경우101)에는 중지명령이 

발령되면 그 자에게 부당한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

을 것이다. 그 밖에도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예컨대 채무

자의 불법행위에 의해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손해를 입은 채권자가 손해

를 전보받지 못하면 생계곤란 등으로 인해 열악한 지위에 처하게 된다면 

중지명령이 배제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102) 

또한 강제집행절차의 진행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해당 절차가 매각 

및 배당에 이를 정도로 거의 종료된 경우에는 해당 절차를 중지시키는 

100) 破産法 ․ 民事再生法, 146면.
101) 이것이 앞서 말한 채권자 자신이 도산할 염려가 있을 때에 포함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지만, 제132조 제1항에서는 도산할 염려까지는 요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완전
히 동일한 것은 아니다.

102) 大コンメンタール破産法, 105면에서는 부양료채권과 임금 등 채권을 가진 자가 권
리행사를 하지 않으면 생활에 지장이 생기는 것을 예로 든다. 회생절차에서는 위 채
권들이 공익채권이 될 것이므로 강제집행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지만 그 취지
는 본문의 내용과 같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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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채권자에게 부당한 손해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103) 절

차 진행의 정도가 판단자료 가운데 하나가 될 수는 있겠지만 대상 재산

이 회생절차에서 가지는 중요도에 따라서는 절차의 진행 정도와 무관하

게 중지되어야 할 경우도 있을 것이다.

결국 위의 내용들을 종합할 때 부당한 손해발생의 염려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① 채권의 객관적 성질, ② 발령 당시 채권자가 처한 경제적 

사정, ③ 집행대상재산이 회생절차에서 가지는 중요성, ④ 회생절차의 

진행가능성, ⑤ 발령 당시 강제집행절차의 진행정도 등을 나름의 심사기

준으로 설정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장기적으로는 실무례의 축적을 통

한 유형화 작업이 필요한 영역이다.104)

    (2)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절차일 것

중지명령의 대상이 되는 강제집행 등은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하여 진행되는 절차에 한정된다. 회생절차가 개시되기 이전에는 회생

채권, 회생담보권을 관념할 수 없으므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질 것

을 가정하여 그 때 해당 채권이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이 되는지 여

부를 검토하게 될 것이다.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절차라

는 것은 강제집행에서는 압류채권자의 집행채권이, 가압류 및 가처분에

서는 피보전권리가, 담보권실행경매에서는 경매를 신청한 담보권자의 피

담보채권이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이라는 의미이다. 회생채권이나 회

생담보권만이 회생절차개시결정에 의한 개별적 권리행사 금지의 효력을 

받기 때문이다. 따라서 회생절차의 제약을 받지 않는 환취권105)이나 공

익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은 중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106) 집행

채권 등에 일부라도 공익채권으로 될 채권이 포함되어 있어도 마찬가지

103) 우세나, 앞의 글, 327면. 

104) 同旨 : 이제정, 미국 연방도산법의 자동정지 제도에 관한 소고, 저스티스 통권 제
122호(2011. 2.), 한국법학원, 151면.

105) 환취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은 그 성질상 비금전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과 가처분 정
도만을 상정해볼 수 있을 것이다.

106) 회생사건실무(上), 85면; 임채홍 ․ 백창훈(上), 2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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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107) 

한편 통합도산법에서는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만을 중지명령의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그 취지에 비추어 경매절차 이외의 방법에 의한 

담보권 실행 역시 중지명령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108) 

제44조 제1항 제2호를 유추적용하여 경매 이외의 방법에 의한 담보권 실

행에 대해서 중지명령을 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109)

    (3)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하여지고 있을 것

채무자가 아닌 제3자를 집행채무자로 하는 강제집행 등은 채무자에 

대하여 개시될 회생절차의 제약을 받지 않으므로 중지명령의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채무자에 대한 것이라도 재산이 아닌 인적 측면에서의 절차, 

예를 들어 법인인 채무자에 대한 이사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나 직무대행

자선임가처분 등도 중지명령의 대상이 아니다.110) 한편 중지명령 발령 

당시에 강제집행 등이 진행 중이어야 하므로 이미 종료된 절차는 중지명

령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다만 발령 시에 진행 중이면 그만이고, 절차의 

개시시점이 회생절차개시신청의 전인지 후인지를 불문한다.111)

  3) 효과

중지명령이 내려지면 그 대상이 된 강제집행 등은 명령 당시를 기준

으로 중지되어 더 이상 절차를 진행할 수 없지만, 그때까지 진행된 절차 

및 그에 따라 이해관계인들이 취득한 지위나 이미 발생한 법률효과는 존

107) 회생사건실무(上), 85면; 임채홍 ․ 백창훈(上), 215면. 강제집행에서 회생채권, 회생담
보권과 공익채권이 함께 집행채권이 될 수 있음은 앞에서도 언급하였다.

108) 일본에서도 회사갱생법상으로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로 한정되어 있지만 이
외에도 질물의 변제충당이나 채권질권자의 직접청구, 비전형담보권의 실행절차 또한 
중지명령의 대상이 된다고 보는 견해가 최근의 다수설이라고 한다. 注解 會社更生法, 
114면.

109) 이러한 해석은 이후의 절차에서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만이 규정되어 있는 경
우 거의 그대로 적용된다.

110) 임채홍 ․ 백창훈(上), 215면. 
111) 회생사건실무(上), 8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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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한다. 중지명령에도 불구하고 절차가 진행되었다면 이는 효력이 없다

고 보아야 하나 외형을 제거하려면 집행에 관한 이의를 신청하거나(민집 

제16조) 즉시항고를 제기하는 등(민집 제15조)의 조치가 필요하다.112) 중

지명령에 따른 절차의 중지는 중지명령을 받은 채무자가 해당 절차의 집

행기관에 중지명령 결정문을 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 소정의 강제집행

의 일시정지를 명한 취지를 적은 재판의 정본으로 제출하며 집행의 정지

를 신청함으로써 실현된다.113)

  4) 후속조치

중지명령이 발령된 이후에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조치로는 중

지명령의 변경 및 취소, 중지된 절차의 취소명령이 있다. 

   가) 중지명령의 변경 및 취소

회생법원은 기존에 내린 중지명령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제44

조 제3항). 중지명령의 변경은 내용을 일부취소하거나 기간을 단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114) 변경이나 취소가 되려면 중지명령의 내용을 그

대로 유지할 수 없을만한 사유가 존재하여야 하는데, 그 내용에 대하여

는 정해진 바가 없어 법원의 재량범위가 넓다. 또한 사유의 존재시점 역

시 중지명령 발령 전, 후를 묻지 않는다.115) 변경 또는 취소에 대한 당사

자들의 신청권은 없으므로 법원이 직권으로 할 수 있을 뿐이지만 이해관

계인이 법원을 상대로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것은 가능하다. 변경 및 취

소에 대하여는 불복절차도 없다.

   나) 강제집행 등의 취소명령

112) 회생사건실무(上), 86면; 임채홍 ․ 백창훈(上), 218-219면.
113) 회생사건실무(上), 87면. 

114) 임채홍 ․ 백창훈(上), 220면.
115) 회생사건실무(上), 8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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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회생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신청

이나 직권으로 법원이 중지명령에 의하여 중지된 강제집행 등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제44조 제4항). 채무자의 매출채권이나 영업용 재산에 대하

여 강제집행 등이 진행되어 채무자의 영업활동에 지장이 생기고 이것이 

회생에 방해가 될 정도라면 강제집행 등을 취소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마련된 것이다.116) 회생을 위해 필요하다는 요건에 관하여는 역시 법원

에게 넓은 해석재량이 부여되어 있다.

취소명령이 채무자의 회생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가 있는 것은 분명하

지만, 다른 한편 취소명령이 있은 후 개시신청이 기각되거나 개시결정의 

취소, 회생계획불인가, 회생절차폐지 등 절차 종결 이외의 방식으로 회

생절차가 종료된다면 압류채권자를 포함한 강제집행 등 절차의 이해관계

인으로서는 지위가 부당하게 침해당한 것이 된다. 이에 대비하여 법원이 

채무자로 하여금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필요적인 것은 

아니며,117) 회생절차로 나아가려는 채무자에게 담보를 제공할 여력이 없

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어서 의미가 크지 않다.118) 더구나 취소명령에 

대한 불복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취소명령은 대

단히 신중하게 내려져야 한다.119) 또한 취소명령의 발령여부를 검토함에 

있어 해당 강제집행 등 절차의 신청인인 압류채권자 등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함이 타당할 것이다. 입법론적으로는 포괄적 금지명령에서와 

같이 즉시항고권을 보장하고, 발령시 의견진술 절차를 마련하는 등의 보

완이 필요하다.

  5) 중지명령에서 압류채권자의 지위

116) 임채홍 ․ 백창훈(上), 220-221면. 이러한 취지로 1998. 2. 24. 회사정리법 제37조 제6
항을 신설하여 도입한 것이라고 한다. 회사정리법에서는 회사재산에 대한 가압류, 가
처분만을 취소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통합도산법에서는 제44조 제1항 제2호의 
강제집행 등을 모두 취소대상으로 규정하여 그 범위를 확대하였다. 

117) 반면 일본 회사갱생법 제24조 제5항에서는 취소명령시 반드시 담보를 제공하도록 
되어있다.

118) 임채홍 ․ 백창훈(上), 222면.
119) 同旨 : 회생사건실무(上), 89면; 임채홍 ․ 백창훈(上), 2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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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압류채권자의 특유한 지위

중지명령에 있어 압류채권자가 가지는 특별한 지위는 우선 강제집행

절차가 중지명령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그가 보유한 채권의 종류에 따

라 결정된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전술한대로 “회생채권 또는 회생

담보권에 기한” 것의 의미가 강제집행에서는 압류채권자의 집행채권이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인 경우라고 해석되기 때문이다. 강제집행절차

에서 배당요구채권자나 가압류채권자 등 다른 채권자들도 있지만 그들의 

채권이 가진 성질은 고려되지 않는다. 이는 강제집행절차를 신청한 압류

채권자의 지위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중지명령의 소극적 요건인 부당한 손해발생의 염려와 관련하여

서도 압류채권자의 지위는 특별하다. 즉, 통합도산법상 “그 절차의 신

청인인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지를 따지도록 하고 있어 오직 압류채권자의 손해 발생 여부만이 고

려되며 그 밖의 채권자들의 이해관계는 중지명령 발령시에 전혀 참작되

지 않는다.

   나) 중지명령으로부터의 구제방안

위와 같이 관념적으로는 중지명령에 있어 압류채권자에게 특별한 지

위가 보장된다. 그러나 압류채권자가 실제로 이러한 지위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는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1) 불복수단의 부존재

중지명령에 대하여는 1962년 회사정리법 제정시점부터 현재까지 불복

수단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2005. 3. 31. 통합도산법을 제정하면서 포괄

적 금지명령 제도를 도입함과 동시에 제45조 제6항에서 그에 대한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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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를 규정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에 대해서는 입법론으로서 집행정

지효 없는 즉시항고를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가  유력하다.120) 일본은 회

사갱생법 제24조 제6항에서 중지명령에 대한 즉시항고가 가능하도록 정

하고 있다.

    (2) 부당한 손해발생 염려에 대한 주장 및 소명기회의 흠결

제44조 제1항 단서가 정하고 있는 부당한 손해발생의 염려를 중지명

령의 발령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중지명령을 막을 수 있다면 압

류채권자에게는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관하여서도 

법원이 직권으로 채권자의 의견을 듣는 것 이외에는 압류채권자가 스스

로 법원에 그와 같은 사정을 주장하고 소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3) 중지명령의 변경, 취소 신청권 부존재 

중지명령의 효력을 제한 또는 제거하는 중지명령의 변경, 취소 역시 

그것이 이루어진다면 압류채권자로서는 중지명령으로부터 일부 또는 전

부 구제를 받는 결과가 된다. 하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변경,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신청권이 없으므로 압류채권자는 법원의 직권발동을 기대

하는 것이 전부이다. 반면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제593조 제4항에서 이해

관계인에게 변경, 취소를 구할 신청권을 부여하고 있다. 회생절차에서도 

신청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다) 소결

통합도산법상 중지명령과 관련하여 압류채권자에게 특별한 지위가 부

120) 임채홍 ․ 백창훈(上), 218면; 이원삼, 회사정리절차상 이해관계인의 권리제한, 충북대
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76면. 위 박사학위 논문에서는 즉시항고를 인정하지 않음으
로써 제44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손해’를 받는 당사자에게 소명기회를 제대로 부여
하지 않는다고 비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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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되어 있기는 하나, 압류채권자가 자신의 그러한 지위를 주장하며 중지

명령에 대해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결과 그에게 

부여된 지위의 의미가 퇴색된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은 아래에서 포괄적 

금지명령을 논한 뒤 함께 서술한다.

 라. 포괄적 금지명령 

  1) 의의

법원은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지명령만으로는 회생절차의 목

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이해관계인의 신청

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절차개시에 대한 결정시까지 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에 대하여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

의 금지를 명할 수 있는데(제45조 제1항),121) 이러한 명령을 포괄적 금지

명령이라고 한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통합도산법을 제정하면서 일본 민

사재생법을 참조하여 도입한 것으로, 채무자의 재산이 산재해 있고 채권

자들의 강제집행 등을 통한 권리행사가 난무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해 중

지명령만으로는 채무자의 재산을 적절히 보전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하

여 마련되었다.122) 중지명령과 달리 그 대상은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

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에 한정된다.

  2) 요건

   가) 절차적 요건

시적 요건과 신청의 요부는 중지명령에서와 같다. 추가적인 요건으로, 

121) 중지명령에서와 같이 회생절차개시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있고 이에 대한 즉시항
고가 제기된 경우에도 포괄적 금지명령이 내려질 수 있는데(제53조 제2항), 그 내용이 
같아 따로 설명하지는 않는다.

122) 오수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해설, 법무부, 2006, 97면; 회생사건실무
(上), 90-9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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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금지명령이 발령되기 이전에 이미 제43조 제1항의 보전처분 또는 

제43조 제1항의 보전관리명령이 내려졌거나 적어도 동시에 내려져야 한

다(제45조 제2항). 포괄적 금지명령으로 인해 채권자들의 권리행사는 전

면적으로 제약되는 반면 채무자의 재산처분은 자유로울 경우 채무자의 

재산이 산일될 염려가 크고,123) 형평에도 반하기 때문이다. 

   나) 실질적 요건 - 보충성

포괄적 금지명령은 그 제도의 취지상 중지명령에 대하여 보충적이어

야 하므로, 중지명령만으로는 회생절차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특

별한 사정의 예로는 채무자의 재산이 여러 곳에 산재해 있는 상황에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가 상당수 존재하여 그들이 어떤 재산에 대해 권

리를 행사할 것인지 예상하기 어려운 경우를 들 수 있다.124) 일본 재판

례 중에는 채권자 중 일부가 가집행선고부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골

프장 내 현금이나 상품을 압류하였고 이후에도 이러한 권리행사가 예상

된다고 하면서, 동산압류의 경우 채무자로서는 압류될 때까지 집행의 사

실을 알 수가 없고 따라서 압류 전에 중지명령을 얻어 중지하는 것이 사

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특별한 사정으로 본 것이 있다.125)

보충성에 대한 판단 역시 그 요건이 추상적이어서 해석기준의 확립이 

필요한 부분이다. 다만 회생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채권자들의 

권리행사를 폭넓게 제약할 필요가 있음은 분명한 점, 아래에서 보는 바

와 같이 포괄적 금지명령이 발령된다고 하여 반드시 채권자들에게 불리

하다고만 볼 수는 없고 오히려 적용배제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가능성이 

있는 점, 회생절차개시신청 후 1월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개시여부에 대

한 결정이 이루어지므로 포괄적 금지명령으로 인해 채권자들이 입게되는 

불이익이 크다고만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새로운 제도를 

123) 회생사건실무(上), 91면.

124) 회생사건실무(上), 92면.
125) 일본 宇都宮地方裁判所의 판결[회생사건실무(上), 92면, 주 32)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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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보충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도 다

소 너그럽게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126)

  3) 효과

포괄적 금지명령이 발령되면 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는 채

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을 

개시할 수 없다(제45조 제1항). 여기서의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역시 개

시결정이 있을 경우에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이 되는 채권들을 말한다. 

또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하여진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

에 기한 강제집행 등은 중지되는데(제45조 제3항), 그 효과는 중지명령에

서와 같다. 

  4) 후속조치

포괄적 금지명령의 후속조치로는 중지명령과 마찬가지로 포괄적 금지

명령의 변경 또는 취소, 강제집행 등의 취소명령이 있고 그 구체적인 내

용도 중지명령에서와 대체로 같다. 다만 중지명령에서는 불복절차가 없

는데 반해 포괄적 금지명령에 관하여서는 변경, 취소나 강제집행 등의 

취소명령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즉시항고권이 보장되어 있다(제45조 

제6항). 중지명령과 성질, 내용에 있어 거의 동일함에도 즉시항고의 가부

를 달리 규정한 것은 입법론상 의문이라는 견해가 있고127) 타당하다. 즉

시항고권의 보장과는 별개로 취소명령 발령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압류채

권자 등 해당 절차의 신청인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음은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이다.

  5) 불복수단

126) 同旨 : 우세나, 앞의 글, 335면. 
127) 회생사건실무(上), 9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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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금지명령에 대하여는 아래의 두 가지 불복수단이 있다.

   가) 즉시항고128)

포괄적 금지명령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제45조 제6항). 

통합도산법상의  즉시항고는 대상이 되는 재판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

진 자가 할 수 있는데(제13조 제1항), 여기서의 이해관계는 법률상 이해

관계를 의미하며,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재판의 효력을 받고 그로 인

해 자신의 법률적 이익이 침해되는 자가 이해관계를 가진다.129) 포괄적 

금지명령에 의해 자신이 신청한 강제집행절차가 중지되는 압류채권자는 

명백히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에 해당하므로 즉시항고권이 있다.

즉시항고는 해당 재판이 공고된 때에는 공고일로부터 14일 이내(제13

조 제2항), 공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송달을 받거나 재판의 고지를 받

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제33조, 민소 제444조, 민집 

제15조 제2항). 포괄적 금지명령의 경우 공고하도록 되어있으므로(제46조 

제1항) 그로부터 14일 이내에 즉시항고가 제기되어야 한다.

   나) 적용배제 신청130)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의 신청인인 회생채권

128) 제13조에서 즉시항고에 대한 총칙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이하에서 서술하는 다른 재
판에 대한 즉시항고와 관련하여서도 이 부분의 설명이 그대로 타당하다.

129) 대법원 2006. 1. 20.자 2005그60 결정 참조.

130) 일본에서는 포괄적 금지명령을 발령하는 단계에서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에는 일정한 범위의 강제집행 등 절차를 포괄적 금지명령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
도록 하고 있다(회사갱생법 제25조 제2항). 포괄적 금지명령에 의해 전형적으로 부당
한 손해를 입게 되는 채권자가 있는 경우에 미리 포괄적 금지명령에서 배제시켜 그가 
입을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한편, 개별적인 해제(적용배제) 신청을 할 필요가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西岡淸一郞 ․ 鹿子木康 ․ 桝谷雄一 編, 東京地裁會社更生實務硏究會 
著, 會社更生の實務(上), 社團法人 金融財政事情硏究會, 2005, 115면. 다만 전형적인 부
당한 손해가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발생하는지가 분명하지는 않다. 따라서 일본에
서 해제(적용배제) 신청은 위와 같이 발령 당시 사전적인 제외로 대응할 수 없는 경
우에 사후적인 대처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어 우리의 적용배제 신청과는 그 활용의 
폭이 다소 다르다. 會社更生の實務(上), 1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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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는 포괄적 금지명령이 자신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

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법원에 자신에 대하여 포괄적 금지명령의 적용

을 배제하여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제47조 제1항). 부당한 손해 발생의 

염려에 대하여는 확립된 구체적인 기준이 없고131) 그 내용은 앞서 중지

명령과 관련하여 본 내용과 대체로 같다. 다만 판단시점에 있어 중지명

령에서는 중지명령의 발령단계에서 사전적으로 검토하도록 한 반면, 포

괄적 금지명령에서는 일단 발령은 허용하되 사후적으로 그러한 사정을 

주장하며 배제를 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132) 회생법원의 직권으로는 적

용을 배제할 수 없고 오직 신청이 있을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한 것은 상

당히 이례적인 구성이다. 

회생법원이 포괄적 금지명령의 적용배제를 결정한 경우에는 아직 강

제집행 등이 진행되지 않았다면 새로운 진행이 가능하며, 기존에 진행되

던 강제집행 등의 절차는 속행된다. 이러한 적용배제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하여는 집행정지효 없는 즉시항고를 제기하여 불복할 수 있다(제47조 

제3, 4항).

   다) 즉시항고와 적용배제 신청의 비교

적용배제 신청은 신청권자가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

집행 등의 신청인에 한정되는 반면 즉시항고권은 이해관계가 있는 모든 

이에게 인정된다. 효력에 있어서 즉시항고가 인용될 경우 포괄적 금지명

령이 취소되어 모든 강제집행 등에 대한 금지, 중지의 효력이 사라지는

데 반해, 적용배제는 신청을 한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신청한 

131) 김경욱, 2004년 통합도산법안 중 회생절차개시의 주요개정내용에 관한 고찰, 284면
은 이러한 이유로 인해 해당 규정을 엄격히 해석, 적용하여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편 
같은 면에서 적용배제로 인해 속행되는 강제집행이라도 부인의 대상이 되므로 개시결
정 이후에 부인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고도 주장하는데, 
적용배제결정을 내리는 주체와 부인에 대하여 판단하는 주체가 모두 회생법원인 점을 
감안하면 해당 강제집행이 부인될 염려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32) 이원삼, 앞의 글, 75면에서는 보전처분에 대해서는 즉시항고에 의한 사후구제의 방
법을, 중지명령에 대해서는 회생채권자 등의 부당한 손해발생 염려를 소극적 요건을 
규정하여 사전구제의 방법을 취하였다고 설명하는데, 포괄적 금지명령에 대해서도 사
후구제의 방법이 마련되어 있다는 설명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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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등 절차에 한하여 금지, 중지의 효력이 배제된다. 사유에 있어

서도 즉시항고는 특별한 제한이 없는 반면 적용배제 신청의 사유는 신청

인의 부당한 손해발생 염려에 한정된다. 적용배제 신청을 할 수 있는 자

가 부당한 손해발생 염려를 이유로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도 

문제될 수 있을 것이나, 적용배제 결정만으로도 그와 같은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적용배제 신청만을 허용함이 타당하다.133)

  6) 포괄적 금지명령에 따른 압류채권자의 지위 

포괄적 금지명령에 있어서도 그 대상이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해당 강제집행절차가 포괄적 

금지명령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중지명령에서와 같이 압류채권자가 보

유한 집행채권만이 기준으로 된다. 나아가 중지명령에 대해서는 압류채

권자가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이 전무한 반면, 포괄적 금지명령에 대해서

는 방금 본 것처럼 즉시항고와 적용배제 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적용

배제 신청권은 해당 강제집행절차의 이해관계인 가운데 오직 압류채권자

에게만 인정된다.

 마. 중지명령과 포괄적 금지명령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

  1) 중지명령에 대한 구제수단 마련

포괄적 금지명령에서 중지명령과 달리 적용배제 절차를 둔 이유는 포

괄적 금지명령이 채권자들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비교적 큰 제약을 가하

는 것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고,134) 즉시항고가 가능하도록 한 까닭 

역시 다르지 않을 것이다. 

분명히 포괄적 금지명령은 모든 채권자들의 지위를 일거에 제약하므

133) 이러한 측면에서 즉시항고를 일반적 구제수단, 적용배제 신청을 특별한 구제수단이
라고 분류할 수도 있을 것이다.

134) 회생사건실무(上), 94-9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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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중지명령보다 그 파급효과가 크다. 그렇지만 각각의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신청하여 진행 중인 절차가 중지되는 

점에서 중지명령이든 포괄적 금지명령이든 그 효과가 다를 바 없다. 따

라서 그들에게는 어떤 명령에 의하여 절차가 중지되었느냐가 아니라 해

당 명령에 대하여 적절한 구제수단 내지는 최소한의 주장 및 소명기회가 

마련되었는가가 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중지명령에 대해서만 불

복절차가 없는 것은 문제이다. 어떤 명령이 있었는가라는 통제할 수 없

는 사정에 의해 채권자들의 지위에 큰 차이가 생기는 것은 부당하다. 소

극적 요건인 부당한 손해발생의 염려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

여 때로는 상당한 정도의 심리가 필요할 수 있는데도135) 그것을 위한 별

도의 절차를 전혀 상정하지 않고 있는 것 또한 문제이다. 

결국 입법론상 중지명령에 대해서도 포괄적 금지명령에서와 같이 적

용배제 절차가 마련되거나,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부당한 손해발

생이 염려된다는 점을 법원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필

요가 있다.136) 다른 한편 현재 상태에서의 실무처리에 있어 법원은 중지

명령 발령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직권조사를 할 때 해당 절차의 신청인인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반영할 필요가 

있다.137)

  2) 부당한 손해발생 염려 요건의 구체화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에게 부당한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지 

여부는 채무자와 채권자들 간의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중요한 접점임에

도, 통합도산법에는 법원의 재량을 폭넓게 인정하기 위해 추상적이고 모

호하게 규정되어 있다. 앞서 다. 2) 다) (1) (나)에서 설정한 정도의 기준

을 상정할 수 있겠으나 앞으로 보다 다양한 개별구체적인 사례들의 축적

135) 예컨대 앞서 부당한 손해발생 염려의 대표적인 예로 든 채권자의 도산위험에 관하
여는 그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이 상당히 복잡할 수 있다. 

136) 同旨 : 김명수, 도산절차상 민사집행의 처리에 관한 고찰 - 회생절차를 중심으로 -, 
민사집행법연구 제4권(2008), 한국민사집행법학회, 283면.

137) 注解 會社更生法, 1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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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법원의 재량행사가 보다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

다.

  3) 활용도의 제고

중지명령이나 포괄적 금지명령은 기본적으로 채권자들의 권리행사를 

제약하는 법원의 재판이다. 그런데 막상 위 각 명령이 발령된 경우와 그

렇지 않은 경우를 비교하여 보았을 때 발령이 됨으로써 오히려 채권자들

에게 유리한 측면도 있는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중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이 없을 경우 강제집행절차는 중단됨이 없

이 진행되므로 일견 채권자들의 권리실현은 원활하게 이루어진다. 그러

나 회생절차개시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늦어도 1월 이내에는 반드시 회생

절차 개시여부에 대한 결정이 있게 되는데, 신청이 기각 내지 각하되어 

절차가 개시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위에 변화가 없겠으나 만일 개시결정

이 있으면 개시결정 자체의 효력으로 강제집행은 당연히 중지된다(제58

조 제2항 제2호). 따라서 채권자들로서는 위 1월의 기간 내에 집행이 완

전히 종료되지 않는 한 권리의 만족을 얻지 못한다. 더구나 중지명령에

서는 발령 이전에 법원의 직권조사를 거쳐, 포괄적 금지명령에서는 적용

배제 신청을 통해 자신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부당한 손해에 대해 판단받

을 기회가 있지만 현재로선 개시결정 이후에는 이러한 기회를 전혀 가질 

수 없다. 개시결정 후 중지된 절차에 대한 속행명령 제도가 존재하기는 

하나 회생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정되어 부당한 손해발생의 

염려가 검토되지 않고, 관리인과 조세징수권자만이 신청할 수 있어 큰 

의미가 없다.

이와 같이 개시결정 이후에는 중지된 강제집행절차의 속행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은 현행법 하에서 채권자, 특히 절차

를 신청한 압류채권자로서는 중지명령이나 포괄적 금지명령이 발령되는 

경우에만 자신의 불이익에 대하여 판단받을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위 

각 명령이 발령되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절차상 지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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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다 철저하게 이루어지는 것이다.138) 중지명령이나 포괄적 금지명령

의 본래적 기능에다 이와 같은 추가적인 순기능까지 고려할 때 중지명령

이나 포괄적 금지명령의 활용도를 높일 필요성은 현저하다.139)

  4) 중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 배제에 따른 효과의 계속성 확보

부당한 손해발생이 염려된다는 이유로 중지명령이 내려지지 않거나 

포괄적 금지명령의 적용배제결정이 있더라도, 이후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지면 그 효과로 인해 강제집행절차가 또다시 중단되는 것은 현행 회

생절차의 구조상 분명해보인다. 이는 부당한 손해발생의 염려를 이유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한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 회생법원이 중

지명령이나 포괄적 금지명령을 배제한 것은 해당 강제집행절차의 진행과 

이를 통한 채권의 실질적인 만족이 있어야 채권자가 부당한 손해를 입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개시결정으로 인해 다시 절차가 

중지된다면 위와 같은 판단은 의미없는 것이 되어버린다. 개시결정 이전

에 강제집행절차가 종료되어 채권에 대한 만족이 이루어진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회생절차개시신청에서 개시여부에 대한 결정까지 소요되는 기

간은 최장 30일에 불과하므로 그 기간 동안 강제집행절차가 종료될 가능

성은 크지 않다.140)

138) 이원삼, 앞의 글, 86면은 같은 취지에서 포괄적 금지명령 제도가 채권자 보호를 위
한 구제방법이 적절히 마련되어 바람직하다고 평가한다.

139) 중지명령이나 포괄적 금지명령의 활용실태가 어떠한지는 일관되게 파악되지 않는
다. 이진만, 회사정리절차와 강제집행과의 관계, 민사집행에 관한 제문제(하)-재판자료 
제72집, 법원도서관, 1996, 635면, 주 11)에 의하면 실무상으로 회사의 경영에 필수적
인 기계나 부동산 등이 아니라면 중지명령을 자제하고 있다고 한다; 임치용, 변호사
가 본 도산실무의 개선책, 파산법연구3, 박영사, 2010, 18면에서는 채무자들은 포괄적 
금지명령을 선호하지만 법원은 포괄적 금지명령이 남용되는 것을 염려하고 있는 것 
같다고 보면서, 재판부에 따라 포괄적 금지명령의 신청취하를 권유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신청을 권유하는 재판부도 있어 실무를 담당하는 변호사로서 혼란스럽다고 설
명하고 있다. 그러면서 포괄적 금지명령의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중지, 금지명령이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는 것 같다. 서울중앙지
방법원 파산부 실무연구회, 개인파산 ․ 회생실무 제2판, 박영사, 2008, 273면.

140) 정문경, 법인회생절차에서의 채권자 참여 - 현행 법령 분석 및 실무례를 중심으로 
-, 도산법연구 제3권 제1호(2012. 5.), 사단법인 도산법연구회, 123면에서는 포괄적 금
지명령 후 배제신청을 하는 사례가 실무상 거의 없다고 하면서 그 이유로 회생절차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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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압류채권자의 부당한 손해발생의 염려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한 

취지를 일관되게 달성하려면 중지명령이나 포괄적 금지명령으로부터 특

별히 배제된 강제집행절차에 대해서는 개시결정 후에도 절차의 속행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고려될 수 있는 것으로는 일단 제58조 

제5항에 규정된 중지된 절차 또는 처분의 속행명령을 들 수 있다. 스스

로 중지명령이나 포괄적 금지명령을 배제한 법원으로서는 해당 강제집행

절차에 대하여는 직권으로 속행을 명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속행명령

은 회생에 지장이 없기만 하면 발령할 수 있고 더구나 이미 배제 당시에 

법원이 채권자와 채무자 측의 사정을 형량하였을 것이므로 속행명령을 

발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후술하는 바와 같이 속행명령만으로는 채권자들이 강제집행절

차에서 배당을 받는 등 실질적인 만족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

다.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에 대한 개시결정 후 예외적인 변제허가 요건

을 충족한다면 만족을 기대할 여지도 있지만 무엇보다 변제허가의 요건

이 제한적이어서 문제이다. 따라서 궁극적으로는 배제효과의 계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입법적 해결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제256조 제1항 단서에

서는 개시결정 후 법원의 명령으로 속행된 절차나 처분이 회생계획인가

결정으로 인해 실효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중지명령

이 명시적으로 배제되었거나 포괄적 금지명령 적용배제결정이 있었던 절

차에 대하여는 개시결정이 있어도 중지되지 않는 것으로 정하는 한편, 

나아가 권리의 실질적인 만족까지 가능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제도의 일관

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3. 회생절차개시결정부터 회생계획인가결정 이전까지의 단계

 가. 회생절차개시결정

  1) 개관

시신청 후 결정까지의 기간이 상당히 단축된 점을 들고 있다. 만일 적용배제의 효과
가 개시결정 후에도 유지된다면 적용배제절차의 활용도도 높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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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개시신청이 있고 이에 대해 1월 이내에 회생법원이 개시결정

을 내리면 회생절차가 시작된다(제49조 제1항). 신청이 적법요건을 구비

하고, 채무자에게 개시의 원인이 있으며, 필요적 기각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면 법원은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내려야 한다.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채무자, 관리인, 채권자 등의 법률상 지위에 다음과 같은 변동이 생긴다. 

① 채무자의 업무수행권 및 관리처분권은 박탈되고, 채무자의 행위 및 

채무자에 대한 변제의 효력은 제한된다. ② 관리인은 채무자를 대신하여 

업무수행권과 관리처분권을 가지고 회생절차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채무

자의 기존 법률관계를 정리141)한다. ③ 한편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들의 

개별적 권리행사는 제한된다.

  2) 강제집행 등의 중지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인해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들의 권리행사가 제

한됨에 따라 채무자에 대하여 종전에 진행 중이던 강제집행 등 절차 역

시 중지된다. 강제집행절차의 신청인인 압류채권자로서는 이로 인해 그 

지위에 변화가 생기는데 아래에서 상론한다.

   가) 일반론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한 회생

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 절차는 중지된다(제58조 제2

항 제2호). 절차의 중지는 회생절차개시결정의 당연한 효과이므로 별도

의 재판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142) 중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에서

와 같이 절차의 중지는 진행되던 절차가 그 시점에서 동결되어 속행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의미이고 이미 진행된 절차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

141) 제100조 이하에 규정된 부인권, 제119조 제1항에 규정된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의 
해제 및 해지권 등을 행사하는 것이 그 예이다.

142) 회생사건실무(上), 14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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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강제집행절차가 중지됨에 따라 압류채권자는 더 이상 그 지위를 주

장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지위가 상실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추후에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강제집행절차가 실효되지만 않는다면 절차가 속행

되어 권리의 만족을 얻을 가능성이 남아있다.

중지의 대상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이므로 연대채무자, 

보증인, 물상보증인 등 제3자의 재산에 대한 절차는 중지되지 않고, 이

사 직무집행정지 또는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등 채무자의 인격적 활동의 

면에 대한 절차도 중지되지 않는다.143)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

는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집행, 가압류, 가처분 등은 채무자의 재산인 

채권에 대한 것이므로 중지된다.144)

한편 회생절차개시는 집행장애사유에 해당하므로 집행기관은 집행당

사자의 신청이나 개시결정 정본의 제출을 기다릴 필요없이 채무자에 대

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직권으로 집행을 정지하여

야 한다.145) 집행장애사유는 직권조사사항이라는 것이 판례이므로,146)147) 

집행기관으로서는 집행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었는지를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집행기관이 채무자

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사실을 일일이 알기는 어려우므로, 실제로는 

집행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결정 결정문을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결정

이 있었던 사실을 집행기관에 알리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148)

143) 회생사건실무(上), 139면; 임채홍 ․ 백창훈(上), 406면; 도산절차와 소송 및 집행절차, 
73면.

144) 회생사건실무(上), 139면; 임채홍 ․ 백창훈(上), 406면; 도산절차와 소송 및 집행절차, 
73면.

145) 회생사건실무(上), 141면; 도산절차와 소송 및 집행절차, 71면; 이시윤, 신민사집행
법, 169면; 집필대표 김능환 ․ 민일영, 주석 민사집행법(Ⅱ) 제3판, 한국사법행정학회, 
2012, 308면(이승영 집필부분).

146) 대법원 2008. 11. 13.자 2008마1140 결정; 대법원 2000. 10. 2.자 2000마5221 결정.
147) 반면 독일, 일본에서는 당사자가 원용하거나 집행기관에 알려진 경우에 조사한다고 

보는 견해가 통설이라고 한다. 이시윤, 신민사집행법, 169면, 주 1).

148) 이와 관련하여 이시윤, 신민사집행법, 169면에서는 도산법원에 의해 도산절차가 개
시된 것을 모르고 집행법원이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혼선을 피하기 위해 법원 내부의 
정보공유시스템을 구축하여 일원적인 등록, 검색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는 외국
의 논의를 소개하고 있는데, 전자소송시스템이 활성화된 우리나라에서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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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강제집행 등의 속행명령

    (1) 의의 및 요건

법원은 회생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인이나 조세채권

인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징수권한을 가진 자의 신청에 의하거

나 또는 직권으로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인해 중지된 절차 또는 처분의 

속행을 명할 수 있다(제58조 제3항). 

발령요건인 회생에 지장이 없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해석이 

문제이다. 일본에서는 대체로 대상이 되는 재산이 유휴재산이라는 등의 

사정이 있어 그것을 환가하여도 회사갱생절차에 영향이 없는 경우를 예

로 들고 있다.149) 그런데 이러한 설명은 동어반복에 지나지 않아 의미를 

파악하는데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

생각건대 요건 자체가 소극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회

생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법원이 회생절차의 원활한 진행과 채무

자, 채권자 등 회생절차 이해관계인들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폭

넓은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관리인에게 신청

권을 부여한 취지를 생각하면 해당 강제집행 등 절차의 속행이 회생절차

에 유리한 경우, 가령 대상이 된 재산이 회사의 계속기업가치를 실현하

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아 처분할 필요가 있고 그럼에도 임의매각이 쉽

지 않아 경매를 통한 매각이 필요하다면 위 요건에 해당할 것이다. 한편 

개시결정 전 단계에서 중지명령이나 포괄적 금지명령이 배제된 절차에 

대하여도 속행명령을 발할 필요가 있음은 앞서 언급하였다. 나아가 개시

결정 전 단계에서 위와 같은 배제가 없었더라도 개시결정에 따른 중지로 

인해 압류채권자 등의 부당한 손해발생이 염려된다면 속행명령이 활용될 

여지가 있을 것이다.150)151)

149) 條解 會社更生法(上), 591면; 注解 會社更生法, 229면.

150) 이에 대해서는 아래 바)에서 상세히 검토할 예정이다.
151) 실무적으로 속행명령의 활용은 매우 드문 것으로 보인다. 변재승 ․ 이태섭 ․ 이광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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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효과

속행명령이 내려지면 회생절차 진행 중에도 당해 강제집행 등 절차가 

속행되며, 이렇게 속행된 절차는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더라도 실효되지 

않는다(제256조 제1항 단서). 진행된 절차를 통해 실제로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지 여부는 채권의 성질에 따라 달라진다. 조세채권은 제131

조 단서 제1호에 따라 속행명령이 있으면 회생채권 변제금지의 원칙에서 

벗어나므로 체납처분이나 담보목적물의 처분을 통하여 환가된 금전으로 

만족을 얻을 수 있으나, 일반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에 있어서는 목적

물의 환가금으로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152)153) 그

렇지만 만일 제132조의 예외적 변제허가가 있으면 속행된 절차에서 배당

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조세채권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변제를 허용한 

제131조 제1항 단서와 일반 회생채권 등에 대하여 예외적 변제허가를 정

한 제132조는 똑같이 제131조 제1항 본문에 대한 예외라는 점에서 달리 

볼 이유가 없다.

일반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에 대한 만족이 불가능하더라도 압류의 

효력은 존속하므로 목적물의 환가금에 대해서도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 

따라서 관리인은 그것에 대해 인도를 청구할 수 없고,154) 인도받아 사용

하기 위해서는 해당 강제집행 등의 취소명령이 필요하다.155) 회생계획에

․ 이민걸 ․ 김재형, 서울민사지방법원의 회사정리사건 처리실무, 사법논집 제25집(1994. 
12.), 법원행정처, 271-272면. 다만 이는 과거 회사정리법 시대의 실무 태도로 이미 변
화되었거나 앞으로 변화될 가능성은 있을 것이다.

152) 회생사건실무(上), 142면; 임채홍 ․ 백창훈(上), 409면; 한편 도산절차와 소송 및 집행
절차, 71면에서는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집행절차에 미치는 효력은 두 가지로 하나는 
집행절차의 진행을 제한하는 효력이고, 다른 하나는 집행절차의 진행이 허용되었을 
때 배당 등과 관련한 효력이라고 하는데, 본문의 내용이 후자에 해당한다. 

153) 일본 회사갱생법 제51조 제1항은 속행된 강제집행 등 절차에서 조세 등 채권에 대
한 것을 제외하고는 배당을 실시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154) 구체적으로 강제집행이나 담보권실행경매의 배당절차에서는 일반 회생채권 및 회생
담보권에 대한 배당금을 민사집행법 제160조 제1항에 따라 공탁하게 될 것인데, 위 
조항에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공탁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문제이다. 회생절차개
시결정이 집행장애사유인 점에서 제3호(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취지의 재판 정본의 
제출)를 유추적용하는 것이 가장 무난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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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해당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에 대한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을 정할 때 

위 환가금의 처리방법도 함께 정하게 된다.156) 

    (3) 신청권자

속행명령의 신청권자는 관리인과 조세채권의 징수권한자에 한정된다. 

일반 회생채권자나 회생담보권자에게는 신청권이 없다. 이는 앞서 본대

로 일반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자는 절차가 속행되더라도 채권의 만족

을 얻을 수 없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일반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자도 법원의 변제허가가 있으면 환가금으로 채권의 변제를 받

을 수 있는 점, 속행명령이 압류채권자 등에 의해 개시결정 후 부당한 

손해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활용될 여지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미 변제허가를 받은 채권자 혹은 압류채권자와 같이 제한적인 이해

관계인들에게는 신청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개인회생절차에서 이해관

계인에게 속행명령에 대한 신청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제600조 제3항)은 

주목할 만하다.

    (4) 후속조치

개시결정 이전에 강제집행 등 절차에 대하여 채무자가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이나 즉시항고 등을 제기하였는데 개시결정으로 절차가 중지된 

경우, 해당 절차에 대한 속행명령이 발령되면 관리인이 절차를 수계한 

후 신청이나 항고 등을 취하한 다음 절차를 진행시켜야 할 것이다. 그렇

게 해야 속행명령을 한 취지를 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다) 관련문제 -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에 대한 예외적 변제허가

155) 반면 일본 회사갱생법 제51조 제2항에서는 원래 다른 채권자들에게 배당되었어야 
할 금전에 상당하는 금액을 관재인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있어 취소명령이 필요하지 
않은데, 이와 같이 처리하는 것이 보다 간명해보인다.

156) 임채홍 ․ 백창훈(上), 409면; 도산절차와 소송 및 집행절차, 7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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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논의의 필요성

앞서 보았듯이 강제집행 등의 속행명령이 있어 절차가 진행되더라도, 

일반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는 회생절차개시결정의 변제금지효과로 

인해 배당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예외적으로 변제허가가 있다면 사정이 

다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속행명령의 관련문제로서 변제허가 제도를 

살펴보려 한다.

    (2) 변제허가의 대상

제132조에서는 회생법원이 예외적으로 회생채권에 대한 변제를 허가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회생담보권에 관한 준용규정인 제

141조 제2항에서 제132조가 빠져있어 회생담보권에 대하여는 예외적 변

제허가를 할 수 없는 것 아닌가하는 점인데, 회사정리법에서도 정리담보

권에 대하여는 변제허가 규정을 준용하는 규정이 없었고(회사정리법 제

123조 제2항에서 제112조의2를 준용하고 있지 않았음) 이에 대해서는 입

법상의 실수라는 비판이 있었다.157) 통합도산법 역시 회사정리법의 내용

을 그대로 답습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이러한 비판은 그대로 타당하

다. 회생채권에 대하여 변제허가가 인정되는 이상 회생담보권에 대하여 

변제허가를 인정하지 않을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참고로 일본 회사갱생

법은 제47조 제2항에서 갱생채권뿐만 아니라 갱생담보권도 예외적 변제

허가의 대상에 해당함을 명시하고 있다.

한편 변제허가는 어디까지나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목록에 기재되

어 신고가 된 것으로 간주되거나(제147조, 제151조), 신고된(제148, 149

조)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에 대하여만 인정된다.

    (3) 변제허가의 사유

157) 임채홍 ․ 백창훈(上), 53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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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중소기업자의 채권에 대한 변제허가

통합도산법은 변제를 허가할 수 있는 사유로 두 가지를 정하고 있다. 

먼저 채권자가 채무자의 거래상대방인 중소기업자로서 자신의 소액채권

을 변제받지 않으면 사업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 

변제를 허가할 수 있다(제132조 제1항). 대체로 대기업에 대한 회생절차

에서 중소기업인 협력업체(하청업체)들의 연쇄도산을 막고 그들의 사업

계속을 보장하기 위해 1981년 회사정리법(제112조의2)에서부터 도입된 

규정이다.158) 변제의 범위는 채권 전부일 수도 있고 일부일 수도 있다. 

중소기업자에 대한 정의, 채권액의 범위, 사업계속의 현저한 지장의 

의미에 관하여 통합도산법이 어떠한 기준도 마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회생법원에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 있다.159)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중소기업자에 대한 정의 규정을 참조할 수 있겠

지만,160) 거기에 국한될 필요는 없고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될 것이다. 또 

회사정리법 제112조의2나 일본 회사갱생법 제47조 제2항과 달리 중소기

업자가 채무자를 “주된” 거래상대방으로 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으

므로 이 규정이 활용될 여지는 더 크다.161) 예컨대 중소기업의 형태를 

취하지는 않지만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며 대기업과 거래하는 채권자라면 

그에 대한 보호필요성은 중소기업자와 다를 바가 없다. 따라서 보호가치 

있는 개인인 채권자도 위 조항을 유추적용하여 변제허가 대상에 포함시

킬 필요가 있다. 한편 소액채권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이 역시 어떤 절

대적인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액수에 크게 구애받지 않아도 될 것

으로 보인다.

158) 회생사건실무(上), 357면; 임채홍 ․ 백창훈(上), 536면; 이원삼, 앞의 글, 122면.
159) 이원삼, 앞의 글, 123면.

160) 임채홍 ․ 백창훈(上), 537면.

161) 그렇지만 채무자와의 거래의존도는 여전히 변제허가 여부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다. 일본에서는 주된 거래상대방이 되는 기준으로 갱생회사와의 거래액이 당해 
중소기업자의 수주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20%라고 보는 견해, 40 내지 50%
라고 보는 견해 등이 제시되지만, 일률적으로 정할 수는 없고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注解 會社更生法, 38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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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는 우선 그것과 회생절차개시

로 인한 변제금지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162) 변제금지로 

인해 중소기업자가 지급불능 또는 지급정지 상태가 될 우려가 있을 경우

가 가장 전형적인 예이지만, 그 밖에 변제자금이나 설비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회사의 중요재산을 처분하여야 하는 경우도 포함될 수 있다.163)

     (나) 소액채권에 대한 변제허가

제1항에 따른 변제허가가 주로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라면, 제2항에서는 채무자의 입장을 반영하여 회생채권을 변제하지 않으

면 채무자의 회생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있을 것을 또 다른 변

제허가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제1항과는 규정취지가 전혀 다른데,164) 소

액채권자의 수가 너무 많으면 개시결정이나 관계인집회의 통지에 있어 

번잡할 수 있고, 회생계획안 작성과정 등에서의 사전 협상이나 관계인집

회의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바, 채권자의 수를 줄여 이러한 문제

를 해결하고자 마련된 것이다.165) 

    (4) 변제허가의 절차

회생법원이 직권으로 변제허가를 할 수는 없고 관리인이나 보전관리

인, 채무자166)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 신청의 남발로 인한 혼란을 막고 

회생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채권자에게는 신청권을 인정

하지 않는다.167) 따라서 채권자로서는 관리인에게 허가신청을 촉구하는 

162) 注解 會社更生法, 388면.
163) 三ケ月章 ․ 竹下守夫 ․ 霜島甲一 ․ 前田 庸 ․ 田村諄之輔 ․ 靑山善充, 條解 會社更生法

(中), 弘文堂, 1998, 384면; 注解 會社更生法, 388면.
164) 注解 會社更生法, 387면.

165) 注解 會社更生法, 391면.

166) 신청인에 보전관리인이나 채무자를 포함시킨 점에서 이 규정은 개시결정 이전에 변
제금지 보전처분이 내려진 경우에도 적용될 것을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보전
관리명령이 발령되기 전에는 채무자가, 이후에는 보전관리인이 신청하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변제금지 보전처분을 하면서 회생법원이 법원의 허가가 있으면 변제를 할 
수 있도록 명하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 임채홍 ․ 백창훈(上), 536, 538-539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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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밖에 없는데,168) 사실상의 탄원 수준에 그치게 된다. 

반면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예외적 변제허가에 대한 규정은 없지만 개

인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인해 중지된 변제관련행위에 대한 속행명령으로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하여는 이해관계인에게 신청권이 

부여되어 있다(제600조 제1항 제3호, 제3항). 또한 비교법적으로 일본에

서는 채권자가 관리인을 상대로 법원에 대한 변제허가신청을 하여줄 것

을 요구할 수 있고, 관리인은 그와 같은 요구가 있었던 사실은 물론 신

청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까지도 바로 법원에 보고

하도록 하고 있다.169)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회생절차에서도 채권자

들에게 변제허가 신청권을 부여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

다. 다만 채권자들에게 신청권을 부여하더라도 범위가 제한되지 않으면 

신청이 남발되어 회생절차에 큰 장애가 생길 수 있으므로 압류채권자와 

같이 제한적인 범위에 한정되어야 할 것이다.

신청에 의하여 변제허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회생법원은 관리위원

회 및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채무자와 채권자의 거래상

황, 채무자의 자산상태, 이해관계인의 이해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제132조 제3항). 기본적으로는 관리인이 제출한 자료들에 기초하여 

판단하게 될 것이지만 채권자 측의 사정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채권자를 

심문할 수도 있을 것이다.170) 변제허가를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예외이

고 너무 폭넓게 인정하면 다른 채권자들과의 형평을 해칠 우려가 있으며 

채무자의 회생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신중한 태도

를 견지하여야 할 것이다. 

시간적으로 변제허가는 회생계획인가결정 전까지만 할 수 있고 인가 

후에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를 하게 된다.171) 변제허가 재판에 대하여

는 불복할 수 없다.

167) 條解 會社更生法(中), 387면; 注解 會社更生法, 390면.

168) 임채홍 ․ 백창훈(上), 539면.
169) 일본 회사갱생법 제47조 제4항. 재판소의 감독을 강화하여 관재인의 태만을 방지하

기 위한 대책이다. 注解 會社更生法, 390면. 

170) 注解 會社更生法, 390면. 
171) 임채홍 ․ 백창훈(上), 5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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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강제집행 등의 취소명령

속행명령과는 반대로, 회생법원은 회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때에는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중지된 절차 또는 처분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그러지 아니

할 수 있다(제58조 제3항). 

회생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의미는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회생계

획인가 전에 대상재산을 환가할 필요가 있거나, 집행관 점유의 동산을 

가져와 사업의 계속에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을 말한다.172) 실무에

서는 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 활용도가 다른데, 매출채

권이나 동산인 원자재에 대해서는 진행 중인 강제집행 등 절차가 채무자 

사업의 정상적인 운영에 방해가 된다고 보고 취소명령을 적극 활용하는 

반면, 부동산에 대한 절차는 처분시점에 취소를 해도 무방하므로 처분하

는 경우가 아니라면 관리인에게 취소명령신청을 하지 않도록 유도한다고 

한다.173) 

담보를 제공하도록 한 것은 회생계획인가결정에 의하지 않고 절차가 

실효됨으로써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한 것이다. 따라

서 취소명령 후 개시결정의 취소, 회생계획 불인가, 인가 전 폐지결정 

등의 사유로 회생절차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제공된 담보에 대하여는 절

차 또는 처분을 했던 채권자, 강제집행절차라면 신청인인 압류채권자가 

우선권을 가진다.174) 그렇지만 담보제공은 어디까지나 임의적일뿐더러 

경제적으로 어려운 채무자가 제대로 된 담보를 제공할 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우므로 취소명령을 신중히 검토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취소명령이 있으면 대상이 된 강제집행 등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

고, 관리인은 자유로이 재산을 처분할 수 있게 된다.175) 집행기관은 취소

172) 회생사건실무(上), 143면; 임채홍 ․ 백창훈(上), 410면.
173) 회생사건실무(上), 143면; 임채홍 ․ 백창훈(上), 410면.

174) 條解 會社更生法(上), 593면.
175) 회생사건실무(上), 143면; 임채홍 ․ 백창훈(上), 4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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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직권으로 집행을 취소하여야 하겠지만, 

이를 일일이 알기는 어려우므로 관리인이 취소명령을 민사집행법 제49조 

제1호의 집행취소서류로 제출하여 집행취소를 신청하여야 할 것이다. 취

소명령에 대해서는 중지명령이나 포괄적 금지명령에서와 마찬가지로 즉

시항고 등 불복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데 이에 대해서는 입법적으로 

보완이 필요하다.176) 또한 취소명령을 심사하는 단계에서 절차의 신청인

인 압류채권자 등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마) 불복수단 

압류채권자로서는 회생절차개시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함으로

써(제53조) 개시결정으로 인한 중지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다. 제13조 제

1항에 따라 개시결정에 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가 즉시항고

권자가 되는데, 즉시항고권자의 범위에 관하여 ① 채무자는 물론 회생절

차개시신청권의 유무와 상관없이 채권자 및 주주도 즉시항고권자라는 견

해, ② 채권자 및 주주는 회생절차개시신청권을 가진 자에 한하여 즉시

항고권자라는 견해, ③ 채무자만 즉시항고권자라는 견해가 있는데,177) 나

머지 두 견해는 즉시항고권을 지나치게 좁게 인정한다는 점에서 ①설이 

타당하다. 압류채권자는 개시결정으로 인해 강제집행절차가 중지되어 법

률상 지위에 변화가 있으므로 당연히 즉시항고권을 가지며, 위 ①설에 

의할 때 그가 가진 채권액수를 불문한다. 즉시항고에는 집행정지효가 없

어(제53조 제3항) 절차가 중지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원심법원이 재

도의 고안으로써 또는 항고법원이 즉시항고를 인용하여 개시결정을 취소

하면(제53조 제5항) 중지되었던 절차가 속행된다. 

개시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이외에 압류채권자에게 보장된 구제수단은 

없다. 전술한대로 개시결정 이후에도 강제집행절차의 속행을 구할 방안

이 마련된다면 그것이 불복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176) 임채홍 ․ 백창훈(上), 410면; 條解 會社更生法(上), 593면.
177) 임채홍 ․ 백창훈(上), 28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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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소결

    (1) 개시결정 이후 압류채권자의 지위 보장을 위한 방안의 필요성

회생절차가 개시되었을 때 채권자들의 개별적 권리행사를 금지함으로

써 채권자 간의 형평을 도모하고 채무자 재산의 산일을 막는 것은 회생

절차의 본질상 당연하다. 하지만 이러한 제약이 정당성을 가지기 위하여

서는 불이익을 받는 채권자가 법원을 상대로 자신의 입장을 전달할 기회

가 부여되어야 할 것이다. 인용 여부와 무관하게 그와 같은 기회를 가지

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회생절차에 참여하는 방법이라고 하

면 채권을 신고하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들 수 있지만, 압류채권자

와 같이 기존에 강제집행절차상 지위를 선점하고 있던 사람에게는 종전

의 지위를 유지할 기회를 가지는 것이 보다 중요한 절차참여의 방법일 

수 있다.

통합도산법하에서 법원은 회생절차개시신청일로부터 1월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개시결정에 대한 판단을 하여야 한다(제49조 제1항). 위 규정

의 취지는 법원으로 하여금 형식적인 기각사유의 존부만을 살펴 개시결

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것이고 실무 역시 그와 같이 운영되고 있는

데,178) 사정이 이와 같다면 개시결정은 쉽게 내려질 것이다. 이는 채무자

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그렇다면 형평상 채권자가 개시결정으로부터 자신

의 종전 지위를 지켜낼 수 있는 방법도 그에 비례하여 두텁게 마련되는 

것이 상당하다.

개시결정 전 중지명령의 발령을 검토하는 단계에서 혹은 포괄적 금지

명령 발령 후 적용배제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채권자가 자신의 입장

을 반영하여 절차의 속행을 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어 있다. 그렇지

만 그 속행의 효력은 개시결정 후에 지속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

178) 임채홍 ․ 백창훈(上), 263면; 비슷한 취지로 김경욱, 2004년 통합도산법안 중 회생절
차개시의 주요개정내용에 관한 고찰, 286면, 주 30)은 현재 법원이 개시결정을 위한 1
개월의 기간 중 경제성을 판단하여 이를 이유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기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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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애초에 중지명령이나 포괄적 금지명령이 발령되지 않은 사건에서는 

위와 같은 기회가 없게 된다. 

따라서 개시결정 이후에 어떠한 방법으로 압류채권자의 지위를 보장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2) 속행명령과 변제허가의 활용

우선 현행법의 해석론에 입각한 방법으로는 속행명령과 변제허가의 

활용을 검토할 수 있다. 그렇지만 특히 변제허가의 경우 요건이 한정적

이고, 속행명령과 변제허가 공히 압류채권자에게 신청권이 없어 적극적

으로 조치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위와 같은 활용은 위 각 제도의 주된 

목적과는 무관한 것이어서 편법적일 수밖에 없다. 변제허가 제도의 주된 

규정취지는 사회정책적 고려에서 중소기업자를 보호하여 연쇄도산을 방

지하거나 회생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보장함에 있고, 속행명령 제도의 취

지 역시 압류채권자의 보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중지할 필요가 없는 절

차에 대하여는 속행의 결과를 회생절차에서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면서 

편리할 수 있다는 데에 있기 때문이다.179) 따라서 해석론에 의한 해결에

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3) 개시결정 이후 별도의 속행절차 도입

해석론으로 해결책을 발견할 수 없는 이상 입법론적으로 개시결정 이

후에 강제집행절차의 속행을 구할 별도의 절차를 도입하는 것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먼저 비교법적으로 참고할만한 미국과 일본의 제도

들을 살펴본 다음 각각에 대한 검토와 함께 우리에게 적합한 방안을 고

민해본다.

     (가) 미국의 자동중지로부터의 구제(relief from stay)180)

179) 會社更生の實務(上), 198면; 김주학, 앞의 책, 160면, 주 360).
180) 자동중지 제도를 우리법상 도입할 것인지에 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는데, 이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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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자동중지 제도의 개관

주지하는 바와 같이 미국은 도산절차의 원활한 진행과 채권자들 간의 형

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동중지(automatic stay) 제도를 도입하였다(미국 연

방도산법181) §362, 인용시 법명은 생략한다).182) 도산절차의 종류를 불

문하고 도산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으면 그것만으로 채권자들의 채무자에 

대한 모든 형태의 권리행사가 원칙적으로 금지 및 중지된다는 것이 위 

제도의 골자이다. 채무자에 의한 자발적 신청인지, 채권자에 의한 비자

발적 신청인지도 묻지 않는다.183) 절차개시 전과 후에 있어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근거가 다른 우리의 이원적 구조와 달리 미국은 도산절차개시 

전후를 막론하고 자동중지에 의해 권리행사가 제한되므로 일원적이다.

자동중지에 의해 모든 채권자들의 모든 형태의 채권행사는 금지되는

데 그 대상은 크게 채무자에 대한 행위, 채무자의 재산184)에 대한 행위, 

재단185)소속 재산에 대한 행위로 나눌 수 있다. 연방파산법에서 그러한 

기준을 명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금지되는 개별행위들의 대상을 검

토해보면 위와 같이 나눌 수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채무자에 대한 행위

로는 소송의 개시 및 계속, 판결에 의한 강제집행, 채권의 추심 ․ 평가 ․ 
회수행위, 상계, 연방조세법원절차의 개시 및 속행이,186) 채무자의 재산

하여는 제3장에서 다룬다.

181) 미국 연방도산법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김현석, 미국 기업 파산법, 303면 이하의 번
역내용에 따르되, 개정된 부분은 미국 코넬대학교 로스쿨 법률정보연구소(Legal 
Infomation Institute) 홈페이지(https://www.law.cornell.edu/uscode/text/11)에서 원문을 
확인하고 그 해석에 관하여는 이제정, 앞의 글의 도움을 받았다.

182) 그 기원은 형평법상의 보전관리절차(equity receivership proceeding)에 있다고 한다. 
이는 채무자가 회사인 경우에 사채권자들이 채권자위원회에 사채를 신탁하여 담보권
실행을 포기하는 것이었는데, 대부분의 사채권자가 그와 같이 하여 실무상 관행으로 
형성되었다. 김주학, 앞의 책, 141면.

183) 하지만 미국에서도 비자발적 신청은 매우 드물다. 김현석, 미국 기업 파산법, 66면.

184) 여기서의 채무자의 재산은 통합도산법상 파산절차에서의 자유재산 가운데 신득재산
이나 포기된 재단재산에 대응하는 것으로 보인다. 김현석, 미국 기업 파산법, 82면, 
주 31) 참조.

185) 우리 법과 달리 여기서의 재단은 독립된 법인격체이다.
186) §362 (a) (1), (2), (6),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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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행위로는 그에 대한 담보의 설정 ․ 완성 ․ 실행행위가,187) 재단소

속 재산에 대한 행위는 판결에 의한 강제집행, 점유취득행위, 담보의 설

정 ․ 완성 ․ 실행행위188)가 있다.189)

자동중지만으로 권리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권리의 행사가 중지되

는 것에 불과하다는 점190)은 우리 법상 중지의 효과와 같다. 자동중지에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많은 판결들이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 무효라

고 보고 있으며,191) 위반행위를 한 채권자는 비용, 변호사 보수 등 실손해

액은 물론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s)책임을 질 수 있으며[§362 

(k) (1)], 이외에도 과징금(fines), 민사구류(civil imprisonment), 법정모독으로 

인한 형사처벌 등도 가능하다.192)

자동중지는 재단소속 재산이 재단에서 제외되거나,193) 도산사건이 종

결되거나, 신청이 기각되거나, 면책의 효력이 발생하여 권리행사가 영구

적으로 금지되는 등의 사정이 있으면 종료된다[§362 (c)].

② 구제(relief from stay)의 의의

이처럼 자동중지제도는 신청 즉시 모든 채권자들의 권리행사가 중지, 

금지되고 그 위반에 대한 제재도 상당해서 채무자로서는 소위 숨을 쉴 

수 있는 기회(breathing space, breathing spell)를 가지게 되므로 대단히 

유리하지만,194) 채권자들로서는 사법적 판단을 받아볼 틈도 없이 그들의 

권리행사가 제한되는 큰 불이익을 입게 된다. 따라서 그들에게 자동중지

로부터 벗어나 그 권리를 행사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자동중지제도의 

187) §362 (a) (5).

188) §362 (a) (2), (3), (4).
189) 반면 채무자에 대한 형사절차나 경찰행정적, 규제적 권한의 행사는 금지되지 않는

다. 다만 국가가 그와 같은 의도로 행위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채권을 추심하려
는 것인지에 대한 실질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김현석, 미국 기업 파산법, 87면.

190) 이제정, 앞의 글, 134면.

191) 이제정, 앞의 글, 135면; 김주학, 앞의 책, 145면.
192) 이제정, 앞의 글, 136면; 김현석, 미국 기업 파산법, 82면.

193) 이 경우는 당연히 재단소속 재산에 대하여 중지, 금지된 행위에 한정된다. 이제정, 
앞의 글, 137면.

194) 이제정, 앞의 글, 129면; 김현석, 미국 기업 파산법, 9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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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특히 그 중에서도 담보권자는 채무

자의 지급불능에 대비하여 담보를 설정해놓았음에도 만일 도산절차 내에

서 담보목적물이 사용된다면 가치감소로 인해 불이익을 입게 되어 불이

익의 정도가 무담보채권자들보다 클 수밖에 없다. 이러한 연유로 자동중

지로부터의 구제는 주로 담보권자가 도산절차에서 벗어나 담보권을 행사

함으로써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기회로 활용되는 것이 보통이

다.195) 미국에서는 현행 연방도산법 이전의 구법 시대부터 판례를 통해 

구제의 부여와 그 정도, 방법 등이 구체화되어왔고 그 내용이 입법적으

로도 반영되었다.196)

③ 구제사유

자동중지로부터의 구제사유는 크게 두 가지이다. 먼저 이해관계인의 

재산상의 권리가 적절한 보호(adequate protection)를 받지 못하는 등의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이다[§362 (d) (1)].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은 상당한 이유의 예시인데, 담보목적물의 가치가 하락함에도 그에 대

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적절한 보호가 없는 것으로 본다.197) 이 

밖에 구제를 명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는 채무자가 도산신청을 남

용하였거나 사후적으로 회생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것을 들 수 있다.198)

다음으로 담보목적물에 대하여 채무자가 잉여를 가지고 있지 않고, 

그와 동시에 해당 재산이 효율적인 회생에 불필요한 경우이다[§362 (d) 

(2)]. 이 사유를 근거로 한다면 채권자에게 적절한 보호가 부여되는지는 

문제되지 않는다. 잉여가 없어 채무자에게 이익이 되지 않고 회생에도 

불필요한 재산에 대해서 담보권자의 권리행사를 제한할 근거가 없기 때

문이다.199) 채무자가 도산에 이른 이상 재산에 대하여 잉여를 가지는 경

우는 많지 않으므로 주로 회생을 위한 필요성이 문제된다.200) 회생을 위

195) 이제정, 앞의 글, 139면; 김현석, 미국 기업 파산법, 90면.

196) 이제정, 앞의 글, 140면; 김주학, 앞의 책, 142면.
197) 김현석, 미국 기업 파산법, 91면.

198) 이제정, 앞의 글, 141면.
199) 김현석, 미국 기업 파산법, 9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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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필요하다는 의미는 담보목적물이 회생에 쓰일 뿐만 아니라, 회생계획 

자체가 수행가능하다는 것까지 포함한다.201)

위 각 사유 가운데 잉여의 존재에 대하여만 구제를 구하는 담보권자

가 입증책임을 부담하고, 여타의 요건들에 대해서는 구제에 반대하는 측

(채무자, 관재인)이 입증하도록 되어있다[§362 (g) (1), (2)].202)

④ 구제의 유형

자동중지로부터의 구제유형은 종료(termination), 취소(annulment), 변

경(modification), 조건부여(conditioning)로 나뉜다. 위 각 유형은 §362 

(d)에서 인정되는 것들이다. 종료와 취소는 자동중지가 종료되는 점에서

는 같지만 종료는 장래효, 취소는 소급효가 있는 점이 다르다. 변경은 

자동중지가 부분적으로 종료되어 중지되었던 행위 가운데 일부만 허용되

는 것이다. 조건부여는 자동중지를 유효하게 존속시키는 것에 대한 조건

으로서 담보권자에 대한 보상 등을 하도록 명하는 것이다. 법원은 구체

적인 사안에 타당한 유형을 선택함에 있어 폭넓은 재량권을 가진다.203)

위 4가지 유형의 구제는 자동중지 자체의 효력을 없애거나 제한함으

로써 담보권자를 구제하는 것인데, 이와 별개로 담보권자는 §361에서 

정하는 적절한 보호를 기대할 수도 있다. 엄밀하게 말해서 이는 구제와

는 다른 것이지만 담보권자의 입장에서는 적절한 보호를 받는 것이 앞서 

본 4가지 유형의 구제를 받는 것에 버금갈 수도 있다. §361는 어떠한 

조치가 담보권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인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예들을 들

고 있다. 담보목적물의 가치 하락분에 상응하는 일시불 혹은 정기적인 

200) 김주학, 앞의 책, 156면.

201) 김주학, 앞의 책, 156면; 다만 회생가능성에 대한 판단은 그것이 사건 초기에 이루
어져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므로 법원이 비교적 관대하게 평가한다고 한다. 이제정, 
앞의 글, 142면.

202) 우리 법상 중지명령이나 포괄적 금지명령과 관련하여 볼 때 적절한 보호는 부당한 
손해발생의 염려에, 무잉여 및 효율적 회생을 위한 필요성은 명령 발령의 요건인 필
요성에 각각 대응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 법의 해석과 관련하여서도 자동중
지로부터의 구제사유를 검토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 同旨 : 이제정, 앞의 글, 151면.

203) 이상의 내용은 이제정, 앞의 글, 139-14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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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지급[§361 (1)], 추가 또는 대체담보의 제공[§361 (2)], 가치하락분

과 비교하였을 때 의심할 여지없이 동등한 가치를 실현하는 다른 구제수

단[§361 (3)]이 그것이다. 현금지급은 많은 경우 재단에 여유자금이 없

다는 한계가 존재하지만,204) 가능하기만 한다면 담보목적물의 월별 감가

상각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등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

다.205) 의심할 여지없이 동등한 가치를 실현하는 다른 구제수단은 매우 

추상적인 개념인데 담보목적물의 가치감소분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제3

자가 보증하거나,206) 담보권자가 목적물을 직접 매수한 후 매수대금채권

과 피담보채권을 상계하는 방법207) 등을 들 수 있다. 구제와 마찬가지로 

무엇이 적절한 보호조치인가에 대한 판단도 법원의 폭넓은 재량에 맡겨

져 있다.208)

⑤ 절차

자동정지로부터의 구제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대해 법원이 명령을 

내리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209) §362 (e)에 의하면, 구제신청의 당부에 

대한 판단을 위해 법원에 주어진 기간은 기본적으로 30일이며 30일이 지

나도록 법원이 자동중지가 계속 유효하다는 결론을 내리지 않는다면 해

당 신청인에 대해서는 자동중지의 효과가 사라진다. 그렇지만 구제소송

은 그 중요성만큼이나 오랜 시일이 소요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210) 

그러한 경우에 대비하여 법원이 30일 이내에 결론을 내리기 어려울 경우 

예비심문을 통해 잠정적으로 자동중지의 효과가 계속됨을 정한 다음 그

로부터 30일 이내에 최종심문을 할 수 있음은 물론, 예비심문에서 최종

심문 사이의 30일 기간은 연장도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사실상 심

204) 김주학, 앞의 책, 154면.
205) 이제정, 앞의 글, 145면; 김현석, 미국 기업 파산법, 91면.

206) 이제정, 앞의 글, 147면.

207) 김주학, 앞의 책, 155면.
208) 이제정, 앞의 글, 145면.

209) 이제정, 앞의 글, 139면.
210) 김현석, 미국 기업 파산법, 9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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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나) 일본의 담보권실행금지211) 해제결정212)

① 제도의 취지

일본은 개시결정으로 인해 발생한 담보권실행금지 효과를 배제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였다. 일본 회사갱생법 제50조 제7항에 의하면 갱생

담보권의 목적물이 갱생회사의 사업갱생에 필요가 없다는 점이 분명한 

경우에는 관재인의 신청이 있거나 혹은 직권으로 재판소는 개시결정으로 

인한 담보권실행에 대한 금지를 해제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갱생회

사의 입장에서는 담보목적물이 유휴자산이어서 그에 대한 담보권실행금

지의 필요가 적고 오히려 그것을 계속 보유함으로써 발생하는 조세 등 

관리비용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 또한 이미 관재인이 담보목적물을 매각

하기로 예정하고 있었던 경우에도 진행 중인 담보권 실행절차를 진행시

키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 한편 갱생담보권자의 입장에서도 담보목적

물의 가격이 떨어지면 견련파산절차에서 별제권 행사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배당여부와 무관하게 회생절차에서의 조속한 환가를 희망할 

것이다. 이러한 관계인들의 사정을 반영하기 위해 개별적 권리행사 금지

원칙에 대한 또 다른 예외를 인정한 것이 위 제도이다.

② 시적 범위와 신청권의 귀속

재판소의 해제결정은 개시결정이 있을 때로부터 재판소의 갱생계획안

을 결의에 부치는 결정이 있을 때까지 사이에 할 수 있다. 해제결정에 

대한 신청권은 관재인에게만 부여되어 있고, 갱생담보권자에게는 신청권

211) 회사갱생법에서 금지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여기서 해제의 대상에는 개시결정 당시
에 진행 중이었다가 중지된 담보권실행절차까지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하
에서는 편의상 금지라고만 한다.

212) 이하의 내용은 會社更生の實務(上), 195-197면; 伊藤眞 ․ 西岡淸一郞 ․ 桃尾重明, 新
しい 會社更生法, 有斐閣, 2004, 186, 200-201면을 참조하여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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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없다. 이는 업무수행권한을 보유하고 회생계획안을 제출할 주된 책임

이 있는 관재인의 판단을 존중하려는 취지이다. 하지만 갱생담보권자가 

해제신청을 요구함에도 관재인이 조속히 이에 대응하지 않는 등의 폐해

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회사갱생법 제

50조 제8항에서는 갱생담보권자가 관재인을 상대로 위 해제결정의 신청

을 요구할 수 있음을 전제로, 관재인에게 이와 같은 요구가 있었던 사실 

및 요구에도 불구하고 해제신청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한 

취지를 법원에 보고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로써 갱생담보권자의 의

향이 간접적으로 재판소에 전달될 뿐만 아니라, 만일 관재인의 판단이 

부당하다면 보고를 받은 재판소가 직권으로 해제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

에 실질적인 주장 및 소명의 방법으로서도 의미가 있다.

③ 요건으로서 명백성

해제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상이 되는 담보목적물이 갱생

회사의 사업 갱생에 필요하지 않음이 명백할 것이 요구된다. 해제결정은 

갱생계획 인가 전의 시점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대상이 되는 담

보목적물이 사업의 갱생에 필요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예측적

인 측면이 있다. 따라서 명백성이라는 무거운 조건을 달아 사업 재건에 

필요한 재산이 부당하게 일탈되는 것을 방지함과 동시에 재판소의 판단

을 보다 용이하게끔 한 것이다.

④ 해제결정의 효과

해제결정이 있으면 대상이 된 담보권에 대한 개별적 권리행사 금지 

효과는 해제되어 담보권 실행이 가능하다. 경매의 신청 등 담보권의 실

제 실행은 관재인이 아니라 해당 갱생담보권자가 그의 판단 하에 하게 

된다. 속행명령이 있었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해제결정에 따른 담보권실

행절차는 갱생계획이 인가되어도 실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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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배당금지와 매각대금의 처리

해제결정이 있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갱생계획에 의하지 않은 변제금지

의 효과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담보권자에 대해 배당까지 인정한다면 

담보권자 상호간의 형평을 해하게 된다. 따라서 해제결정이 있더라도 배

당이나 변제금의 교부는 할 수 없다(회사갱생법 제51조 제1항). 그렇지만 

여기에서도 법원의 변제허가가 있다면 그 일환으로 허가가 이루어진 채

권에 대한 배당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 경우 자연히 목적물을 매각하여 나온 매각대금의 처리가 문제되는

데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매각대금이 생긴 시기가 인가결정 후라면 즉시, 

인가결정 전이라면 인가결정이 있은 때에 그 상당액을 관재인에게 교부

하도록 하고 있다(회사갱생법 제51조 제2항). 관재인은 이후 갱생계획안

을 작성함에 있어 배당 등에 충당하여야 할 금전의 액 또는 예상액 및 

그 사용용도를 정하여야 하고(회사갱생법 제167조 제6항 イ호) 매각대금

은 위와 같이 정한 용도에 따라 사용되는데, 해제결정의 대상이 된 갱생

담보권자에 대한 변제에 사용하는 것으로 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213)

위와 같은 처리는 갱생계획인가결정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인 반

면, 갱생계획인가결정이 있기 전에 폐지 등의 사유로 회사갱생절차가 종

료된 경우에는 담보권실행절차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배당이나 변제

금의 교부를 하여야 한다(회사갱생법 제51조 제3항). 그렇지만 이는 갱생

절차 종료로 인해 담보권실행 중지 및 금지의 효력이 소멸함으로써 당연

히 발생하는 현상을 주의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다) 검토

① 자동중지로부터의 구제에 대한 평가

213) 新しい 會社更生法, 201면. 이 문헌에서는 갱생계획안에 위와 같은 내용을 작성하도
록 한 것은 매각대금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다른 담보권자들에
게 정보를 제공하는 의미도 가진다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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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자동중지로부터의 구제소송은 도산절차의 존폐가 결정되는 

중요한 절차로 서 도산절차에 관한 사법적 분쟁 가운데 약 60%를 차지

하는 것은 물론 경우에 따라 언론보도의 대상이 될 정도라고 한다.214) 

다만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는 구제소송이 도산절차를 지연시키고 심각한 

비용의 증가를 야기하여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215) 어느 관점에서 보든 

미국에서 주로 담보권자를 중심으로 채권자들이 도산절차로부터 벗어나 

자신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활발히 움직이는 흐름이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리고 법원은 연방도산법으로부터 부여된 폭넓은 재량권을 장

기간 축적된 판례법에 따라 행사함으로써 이러한 움직임에 대응할 수 있

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다. 자동중지로부터의 구제는 대체로 담보권자와 

관련하여 문제되지만 제2장 Ⅴ. 2. 다.에서 보았듯이 미국은 우선주의를 

취하면서 우리 법에 따르면 압류채권자에 해당하는 채권자에게도 담보권

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의 기준에서 말하면 담보권

자뿐만 아니라 압류채권자에게도 도산절차로부터 벗어나 자신의 지위를 

보호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 있고 실제로 그 기회가 활발히 이용

되고 있는 것이다.

② 담보권실행금지 해제결정에 대한 평가

한편 일본의 담보권실행금지 해제결정은 그 대상이 갱생담보권에 한

정된 것이기는 하지만, 우리 회생절차와 대단히 유사한 회사갱생절차에

서 절차개시 이후에도 채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기존의 속행명령 제도로는 포섭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해제결정을 통해 대응할 수 있어 채권자의 지위

가 보다 두텁게 보장되므로 발전된 입법이라는 평가가 가능할 것이다. 

특히 명백성이라는 비교적 추상적인 요건을 설정하여 활용의 폭이 넓어

214) 김현석, 미국 기업 파산제도의 개요, 통합도산법(남효순, 김재형 공편), 법문사, 
2006, 206면.

215) 이제정, 앞의 글, 15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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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수 있다. 또한 원칙적으로 배당이 허용되지 않지만 변제허가가 수반

되면 가능할 수 있으며, 그와 별개로 매각대금을 교부받은 관재인이 그

것을 해당 담보권자에 대한 변제에 사용하도록 계획안을 작성할 수도 있

기 때문에 권리의 실제적인 만족으로도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③ 개시결정 이후 채권자를 위한 속행절차 마련의 필요성

미국과 일본의 예에서 볼 수 있듯 예외적으로 개시결정 이후 채권자

에게 기존 절차를 속행하여 개별적 권리행사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입

법론적으로 가능한 방안이다. 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모든 채권자

들에게 인정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압류채권자와 같이 특유한 지위를 

가진 자에 대해서는 그러한 기회부여가 가능할 것이다. 절차의 구체적인 

형태로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볼 수 있겠으나 현재로서는 포괄적 금지명

령에서의 적용배제 절차와 같은 방식을 취하는 것이 무난하다고 생각된

다.

④ 진행 중이던 포괄적 금지명령 적용배제절차의 활용 가능성

다른 한편 개시결정 이전에 이미 포괄적 금지명령에 대한 적용배제절

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개시결정 이후에도 그 절차가 유지될 수 있도

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개시결정에 그 효

력이 흡수되기는 하지만 개시결정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압류채권자의 부

당한 손해발생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더구나 개

시결정을 위한 기간은 1월로 짧은 반면, 부당한 손해발생의 염려에 대한 

판단은 경우에 따라 채권자의 도산가능성에 대한 검토까지도 필요한 복

잡한 과정이어서 위 1월의 기간 내에 법원의 판단을 도저히 기대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이럴 경우에는 적용배제절차를 유지할 현실적

인 필요성도 있다.216) 또한 이미 진행 중인 적용배제절차를 개시 이후에

216) 앞서 본 미국 구제절차에서의 예비심문기일 제도는 이러한 필요성을 반영한 것이라
고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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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활용할 수 있다면 절차경제에도 바람직할 것이다.

  3) 회생절차개시결정의 취소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취소되면 개시결정의 효력은 소급적으로 소멸한

다. 개시결정에 위법이 있으면 취소될 것인데, 신청의 적법요건을 구비

하지 못 하였거나 개시원인이 없거나 필요적 기각사유가 있음에도 개시

결정이 내려진 경우가 해당된다. 개시결정의 취소가 이루어지는 경로는 

두 가지이다. 첫 번째는 회생법원의 개시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제기되

고 항고법원이 해당 개시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 두 번째는 

즉시항고장을 제출받은 원심법원이 재도의 고안(제33조, 민사소송법 제

446조)에 따라 스스로 개시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이다.217)

개시결정이 취소되면 중지되었던 강제집행 등 절차는 당연히 속행된

다. 취소 이전에 속행명령이 있어 이미 절차가 진행되었다면 취소 이후

에도 진행된 절차의 효력은 유효하다. 반면 절차에 대하여 이미 취소명

령이 있었다면 원칙적으로 취소된 절차는 부활하지 않지만,218) 만일 개

시결정 취소시점까지 절차의 외관이 남아있다면219) 그런 경우까지 부활

을 배제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된다.

 나. 회생채권자 등 목록제출 및 신고

회생절차에서 채권자는 원칙적으로 회생절차에 참가하는 방법으로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회생절차에 참가하는 방법은 회사정리법 시대에

는 회생채권 등의 신고가 유일하였지만, 현행법에서는 관리인에 의한 회

생채권자 등 목록제출제도가 신설되었다. 이하에서는 목록제출 및 신고

제도를 간략히 살피고 압류채권자의 지위와 관련되는 부분들을 논한다.

217) 회생사건실무(上), 113면; 임채홍 ․ 백창훈(上), 289면.

218) 條解 會社更生法(上), 480면.

219) 다만 적극적으로 취소명령을 구한 관리인이 절차의 외관을 제거하지 않았을 가능성
은 크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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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회생채권자 등 목록의 제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으면 관리인은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 

․ 지분권자(이하 “회생채권자 등”이라 한다)의 목록을 작성하여 회생법

원이 정한 제출기간220)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제147조 제1항). 목록에 기

재된 회생채권자 등은 각자의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주주 ․ 지분권(이하 

“회생채권 등”이라 한다)을 절차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목

록 기재 내용에 이의가 없는 이상 재차 신고할 필요가 없다.

  2) 회생채권 등의 신고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채권자 등은 회생법원이 정한 신고

기간 내에 자신의 회생채권 등을 회생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제148, 

149, 150조). 회생채권 등의 신고기간은 회생채권자 등의 목록제출기간의 

말일부터 1주 이상 1월 이하로 정해지므로(제50조 제1항 제2호), 목록제

출이 신고에 선행한다. 관리인이 파악하지 못하여 회생채권자 등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회생채권자 등은 물론, 회생채권자 등 목록에 기재되었더

라도 자신의 회생채권 등의 액수나 내용 등의 기재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에는 신고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목록의 기재사항과 신고내용이 불일

치할 경우 목록의 내용을 확인한 후에 신고를 한 회생채권자 등의 의사

를 감안할 때 신고 내용이 우선하고 조사 및 확정의 대상도 그것으로 정

하여진다고 봄이 상당하다.221) 

  3) 목록제출 및 신고과정에서 압류채권자의 지위

220) 회생절차개시결정일로부터 2주 이상 2월 이하(제50조 제1항 제1호).

221) 제166조에서 신고된 회생채권 등이 있으면 그 내용대로 확정되고, 신고된 회생채권 
등이 없을 때 비로소 목록에 기재된 내용대로 확정된다고 규정한 입법취지도 회생채
권자 등의 의사를 반영한 것이다. 회생사건실무(上), 39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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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에 대한 목록기재 또는 신고 

뒤에서 상세히 보겠지만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을 보유한 채권자222)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 이의자는 채무자가 할 수 있는 소송절차에 

의하여서만 이의를 주장할 수 있다는 특칙이 있다(제174조 제1항). 따라

서 목록제출 및 신고 단계에서부터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가 집행권

원을 가진 자인지 여부가 확실하게 파악되어야 채권조사 및 확정절차가 

문제없이 진행될 수 있다.

그럼에도 회사정리법 시대에는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 있다는 사실

을 신고하도록 한 법률이나 규칙상 규정이 없었고, 그와 같은 사항을 신

고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는 견해들이 있을 뿐이었다.223) 이러

한 필요성을 고려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

이라고만 한다)에서는 회생채권자 등 목록의 기재사항 및 회생채권 등의 

신고사항에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 있는 사실을 포함시켰다(규칙 제52

조 제2호, 제55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호). 이와 같이 집행권원에 관

한 사항을 법률이 아닌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것은 일본의 입법례를 따

른 것으로 보인다(일본 회사갱생법 제138조 제1항 제2, 4호, 일본 최고재

판소규칙 제36조 제1항 제4호, 제2항 제4호). 그렇지만 일본 회사갱생법

에서는 최고재판소규칙에 대한 위임 규정을 두고 있는 반면 우리 법에는 

위임규정이 없는데, 입법적으로 보완이 필요하다.

규정상으로는 신고는 물론 목록제출시에도 집행권원이 있음을 기재하

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채권자의 신고를 통해 알려지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관리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한 집행권원을 

일일이 확인하여 회생채권자 등 목록에 기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

으로 예상되는 반면, 집행권원을 보유한 채권자로서는 그것이 자신에게 

222) 종래에는 강학상 ‘유명의채권자’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는데, 민사집행법 제정시 
채무명의라는 명칭이 집행권원으로 바뀐 점을 반영하여 본 논문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다.

223) 예컨대 임채홍 ․ 백창훈(上), 591면; 박홍우, 정리채권 등의 신고 ․ 조사 ․ 확정에 있
어서의 문제점, 회사정리법 ․ 화의법의 제문제–재판자료 제86집, 법원도서관, 2000, 
2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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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한 자료이기에 법원에 그 존재를 적극적으로 알릴 유인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덧붙여 규칙상으로도 목록제출의 경우와는 달리 신고시에는 

집행권원의 사본을 첨부서류로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도 그러하다. 따라서 다른 채권들의 경우와 비교하였을 때 집행권원 있

는 채권에 관하여는 목록제출제도의 신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고제도

가 나름의 의미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

   나) 신고 후 집행권원의 추가 제출

회생채권자 등에게 신고의 권리가 보장된 이상 당연히 신고 후 그 내

용을 변경할 수도 있다. 신고기간 내에는 신고내용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신고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다른 회생채권자 등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 한 변경이 가능하다.224) 반면 신고기간 경과 후 다

른 회생채권자 등의 이익을 해하는 내용의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신고

의 추후보완에 준하여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의한 것일 때 그 사유 종

료 후 1월의 불변기간 이내에만 변경할 수 있다(제152조 제4항). 다른 회

생채권자 등의 이익을 해하는 변경의 예로는 일반적으로 회생채권의 증

액, 회생채권의 회생담보권으로의 전환, 담보목적물가액의 변경 등을 들 

수 있다.225)

회생채권자 등 목록에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에 관한 기재가 되지 않

았거나, 신고를 할 때 집행권원에 관한 사항을 누락한 경우에는 위와 같

은 신고내용의 변경을 통해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전술한대로 신고기간 

내라면 자유롭게 집행권원의 존재사실을 추가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신고기간이 경과한 후라면 집행권원의 존재사실을 추가하는 것이 다른 

회생채권자 등의 이익을 해하게 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생각건

대 추후 제출된 집행권원의 내용이 신고한 내용과 일치하는 이상, 그 제

출은 조사확정절차에서의 출소책임을 전환하는 절차적 효력만 있는 것이

지 실체적인 효과까지 발생하는 것은 아니어서 다른 회생채권자 등의 이

224) 임채홍 ․ 백창훈(上), 598면; 박홍우, 앞의 글, 229면. 
225) 條解 會社更生法(中), 59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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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을 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집행권원의 추가제출

은 신고기간 경과 후에도 추후보완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할 수 

있을 것이나, 조사기간의 말일까지는 채권조사확정절차에서의 출소책임

이 확정되어야 하므로226) 시간적으로는 조사기간 내에만 가능하다고 보

아야 한다.

 다.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의 조사 및 조사확정절차

  1)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의 조사절차

   가) 조사절차 일반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에 대한 목록제출기간과 신고기간이 도과하면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에 대한 조사절차가 시

작된다.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의 조사는 회생절차의 이해관계인들에 대

해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회생채권이나 회생담보권의 존재, 내용 및 

원인, 의결권의 액수, 우선권의 유무 등의 사항에 관하여 인정 여부를 

묻는 절차이다. 이해관계인들이 위 사항을 인정(시인)하는 경우에는 해당 

권리에 대한 목록기재 내지 신고 내용을 그대로 확정시키고(제166조), 부

인하는 경우에는 채권조사확정절차가 이어진다.227) 

회사정리법 시대에는 일반 또는 특별조사기일을 열어 조사절차를 진

행하였으나, 통합도산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조사기간을 설정하여 관리인 

등이 기간 내에 서면의 형태로 의견을 진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예

외적으로 신고의 추후보완 등이 있을 경우에만 특별조사기일을 열도록 

하였다. 기일 방식으로는 조사과정에서 이해관계인들에게 충분한 이의의 

기회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점을 고려한 결과이다.228) 

226) 제170조 제2항에 따라 채권조사확정재판의 신청기간은 조사기간의 말일 또는 특별
조사기일부터 기산하기 때문이다. 

227) 이러한 이유로 조사절차를 시 ․ 부인절차라 하기도 한다. 회생사건실무(上), 427면.
228) 오수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해설, 1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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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과정에서 이의를 할 수 있는 당사자는 관리인, 채무자, 목록에 기

재되거나 신고된 회생채권자 ․ 회생담보권자 ․ 주주 ․ 지분권자이다(제161

조 제1항). 실제로 이 가운데 관리인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고,229) 채무자

나 다른 회생채권자 등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미미하다.230)231)

이러한 관리인의 역할을 고려하여 규칙에서는 관리인으로 하여금 조

사기간의 말일까지 시 ․ 부인표를 작성하여 회생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

로 이의를 주장하도록 하였다(규칙 제63조).232) 한편 채무자나 다른 회생

채권자 등이 이의를 할 때에는 이의의 내용 및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

재한 서면을 제출하거나, 특별조사기일에 출석하여 그와 같은 내용을 진

술하여야 한다(규칙 제61조).

이의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의의 대상이 된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

담보권자에게 그러한 사실을 통지해주어야 한다(제168조). 채권조사확정

재판의 신청이나 이의자가 제기하는 소송에 대한 응소를 적시에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233)

   나) 조사절차에서 압류채권자의 지위

229) 회생사건실무(上), 427면; 임채홍 ․ 백창훈(上), 604면.
230) 회생사건실무(上), 428-429면.

231) 다만 회사정리법 시대와 비교할 때 다른 회생채권자 등이 이의를 진술할 가능성이 
좀 더 높아졌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회사정리법에서는 조사결과 이의가 있는 
정리채권, 정리담보권에 대하여 정식의 소를 제기하는 방식으로 조사확정절차를 규정
하였는데, 특히 관리인은 이의하지 않고 다른 정리채권자 등만이 이의를 한 경우에는 
출소책임의 예외를 인정하여 이의를 제기한 자로 하여금 정리채권 등 확정의 소를 제
기하도록 하였다(회사정리법 제151조 제1항). 따라서 다른 회생채권자 등이 관리인과 
함께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도 정식의 소에 대한 응소책임을 질뿐만 아니라, 관리인이 
애초에 이의를 하지 않거나 나중에 이의를 철회하기라도 하면 확정의 소를 도맡아 진
행하여야 했으므로[임채홍 ․ 백창훈(上), 640면] 부담이 상당하였다. 반면 현행법에서는 
조사확정의 방식을 정식의 소송이 아닌 간이한 채권조사확정재판으로 변경하여 다른 
회생채권자 등의 응소부담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었고, 이의자가 누구냐에 관계없이 원
칙적으로 이의채권의 보유자에게 출소책임을 지우고 있으므로 다른 회생채권자 등의 
부담이 상당히 경감되었다. 이의의 소가 제기되는 경우를 감안하더라도 이러한 변화
는 의미있는 것이다. 

232) 일본은 관재인의 인부서 작성 및 제출의무를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다. 일본 회사갱
생법 제146조.

233) 임채홍 ․ 백창훈(上), 6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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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일반적인 이의사유

관리인 등이 제기하는 이의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보면 일반 민사소송

절차에서 피고가 주장할 수 있는 부인 또는 항변사항들(권리장애사실, 

권리멸각사실 및 권리저지사실234))인 경우가 많을 것이다. 예컨대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회생채권이 소비대차계약에 기한 대여금채권인 경우

를 상정하면, 이의의 사유로는 채무자가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다거나(부인), 해당 소비대차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민법 제108조

에 따라 무효라거나(권리장애사실), 이미 대여금채권이 변제 또는 소멸시

효완성으로 소멸되었다거나(권리멸각사실), 채권자가 자신의 반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권리저지사실) 등이 주장될 수 있다. 취소권이나 해제

권과 같은 형성권 행사를 이유로 한 항변은 실체법상 권리를 실제로 행

사할 수 있는 자만이 할 수 있음이 원칙인데 관리인은 채무자가 할 수 

있는 일체의 권리항변을 할 수 있으므로(제56조 제1항) 이를 토대로 한 

이의도 제기할 수 있다.235)236) 또한 권리의 귀속주체가 아닌 다른 이의자

들도 채무자 본인이나 관리인이 이미 해당 형성권을 행사하였다면 그것

을 원용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개중에는 회생절차의 특수성으로 인해 주장할 수 없게 되는 사유들도 

있다. 예컨대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은 후에는 변제가 금지되므로(제131

조 본문) 같은 변제주장이더라도 그 시점이 회생절차개시 이후라면 이의

의 사유로 삼을 수 없을 것이다. 반대로 회생절차에 특유한 이의의 사유

들도 존재한다.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237)에 대한 해제 ․ 해지권의 행사나 

234)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제5판, 박영사, 2009, 341-342면.
235) 임채홍 ․ 백창훈(上), 652면.

236) 소송절차에서 형성권 행사의 항변을 하는 경우 서면 부본의 송달로써 권리행사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조사절차에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회생법원이 이의
가 제기된 채권자에게 이의의 통지를 하고 있으므로(제168조) 이러한 통지를 통해 이
의채권자에게 취소, 해제의 의사표시가 도달하게 될 것이다.

237)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에서의 쌍방 미이행에는 현실적으로 쌍방이 채무의 이행을 완
료하지 않았다면 일방 당사자가 이행의 제공을 하여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뜨린 경
우도 포함되므로[임채홍 ․ 백창훈(上), 353면], 이미 집행권원이 있는 집행채권이라도 
그 발생원인인 쌍무계약은 해제, 해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예컨대 매매대금채권을 
가진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매목적물에 대한 이행제공을 완료하였는데 상대방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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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권의 행사는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어야 비로소 발생하는 권리들로 

회생절차에 특유한 것이다. 이들 권리의 행사를 통해 채권발생의 기초가 

된 법률관계가 해소되므로 일종의 권리멸각사실로서 이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해제, 해지권이나 부인권은 관리인만이 행사할 수 있

으므로(제100조 제1항, 제119조 제1항) 관리인은 행사와 동시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만 다른 회생채권자 등은 그럴 수 없다.238) 회생담보권의 

피담보채권이 담보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이 회생담보권

에 대한 이의사유가 될 수 있다.239) 신고한 채권이 공익채권이므로 부인

한다는 취지의 이의240)도 공익채권이 회생절차를 전제로 한 개념인 이상 

회생절차에 특유한 것이다.

    (2) 압류채권자를 상대로 한 이의사유의 특수성

위와 같은 이의사유들 가운데 상당수는 압류채권자를 상대로 하여서

는 주장될 수 없다. 이는 그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을 보유한 채권자이

기 때문이다.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에는 집행채권의 존재, 내용 및 원인 

등이 기재되어 있고 그 내용에 대하여는 고도의 증명력이 부여되므로 그

와 양립할 수 없는 내용을 이의사유로 삼기는 어렵다. 나아가 해당 집행

권원이 확정판결과 같이 기판력이 있는 것이라면 기판력의 차단효로 인

해 기판력 기준시점 이전에 존재하였던 항변사유는 그 주장이 원천적으

로 차단되므로 조사절차에서도 이를 주장하기는 곤란할 것이다. 다만 집

행증서, 확정된 지급명령, 확정된 이행권고결정과 같이 기판력이 없는 

집행권원이라면 차단효가 없으므로 그렇지 않을 것이다. 이와 같이 집행

를 수령하지 않은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을 상대로 매매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을 수 있다. 매도인이 이를 기초로 강제집행을 신청하였으나 매수인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관리인에게 해제, 해지권이 새로이 발생하므로 해당 매
매계약은 해제, 해지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러한 해
제, 해지권의 행사가 압류채권자에 대한 이의사유로도 주장될 수 있다.

238) 同旨 : 注解 會社更生法, 489면.

239) 회생사건실무(上), 440면. 이 경우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회생채권으로 시인하게 된
다.

240) 회생사건실무(上), 44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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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원 있는 채권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은 채권에 비해 이의의 사유가 상

당한 정도로 제한되는 결과, 압류채권자는 조사절차에서 다른 채권자들

에 비하여 비교적 유리한 지위에 있다. 

한편 집행권원에 기판력이 있을지라도 기판력의 기준시점 이후에 새

로이 발생한 사정은 당연히 이의의 사유로 삼을 수 있다. 예컨대 확정판

결 있는 채권에 대하여 변론종결 시점 이후의 변제가 있다면 관리인 등

은 이를 이유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앞서 본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

의 해제, 해지권241)이나 부인권의 행사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사유

는 궁극적으로 조사확정절차에서 청구이의의 소 등을 제기하면서 그 청

구원인으로 주장해야 하겠지만, 조사확정절차로 넘어가기 위한 전제로서 

조사절차에서 주장하여 확정을 차단시켜야 한다.

  2) 이의있는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에 대한 조사확정절차

   가) 채권조사확정절차 일반

조사절차에서 이의가 제기된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은 조사확정절차를 

거쳐야 비로소 그 존부 및 내용 등이 확정된다. 통합도산법상 채권조사

확정절차는 변론절차가 아닌 간이하고도 신속한 결정절차인242) 채권조사

241)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에서의 해제, 해지권을 근거로 한 이의는 상대방이 압류채권
자일 때 특히 그 의미가 크다. 관리인이 해제, 해지권을 행사하여 발생한 상대방의 
손해배상청구권은 회생채권이 되고 그것은 집행권원 있는 채권도 아니게 되어 통상의 
채권과 같게 취급된다. 반면 관리인이 이행을 선택한다면 상대방의 계약에 따른 이행
청구권은 제179조 제7호에 따라 공익채권이 되고, 회생절차의 개시는 공익채권에 기
초한 강제집행 등 절차의 진행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회생절차의 진행에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의 상대방이 집행권원 있는 채권자일 
경우에는 관리인으로서는 해제, 해지권 행사를 적극 고려하여야 한다.

242) 회생사건실무(上), 464면. 그러면서도 이의자를 필요적으로 심문하도록 하여(제170조 
제4항) 심리의 정확성까지도 도모하였다. 한편 신청을 한 이의채권자에 대하여는 그
를 필요적으로 심문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나, 채권조사확정재판이 실체적 권리에 
관한 다툼을 해결하는 절차이고 그 결과가 기재되는 회생채권자표, 회생담보권자표에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부여된다는 점(제175, 168조)을 고려할 때 그 역시 심문함
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되면 채권조사확정재판절차는 결정절차이기는 하나 실제 모습
은 변론을 거치는 판결절차에 근접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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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재판 제도를 기본으로 하면서(제170조),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정식의 소송인 이의의 소를 제기하도록 하는 한편(제171

조), 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에 이의채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이라면 

소송경제를 위해243) 기존 소송244)을 수계하도록 하였다(제172조 제1항

).245)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이 되든 출소책임은 원칙적으로 이의채권자에게 

있다. 이의채권자는 이의채권의 성립에 대한 요건사실(일반 소송에서의 

청구원인사실)은 물론이고 조사절차에서 이의자가 주장한 항변사항에 대

한 재항변사항까지 포함하여 채권의 존재 및 내용을 주장하게 될 것이

다.246) 예컨대 이의자가 이의채권의 시효소멸을 주장하며 이의를 제기하

였다면 이의채권자는 시효소멸 이전에 시효가 중단된 사실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주장들은 채권조사확정재판 신청시에는 신청이유에 

구체적으로 기재되며 증거서류까지 첨부되고(규칙 제65조 제1, 2항), 이

의의 소나 기존 소송 수계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변론과정에서 제

출될 것이다.

이에 대응하여 이의자는 앞서 1) 나) (1)에서 살펴본 여러 가지 이의

사유를 주장하게 된다. 조사확정절차에서 주장할 수 있는 이의사유가 조

사절차에서의 이의사유에 국한된다는 규정은 없으나 제173조에 의해 이

의채권자의 주장이 제한되는 것과의 균형을 고려하면 그와 같이 해석할 

243) 그런데 소송경제를 논하기 이전에 소송이 계속 중임에도 재차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는 것은 애초에 중복제소에 해당하여 민사소송법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여지
도 있다.

244) 이의가 있는 회생채권이나 회생담보권을 소송물로 하는 소송을 의미하는데, 이행소
송, 적극적 확인소송, 소극적 확인소송(채무부존재확인의 소) 등 소송의 형태를 불문
한다. 회생담보권에 관한 소송으로는 그 피담보채권을 소송물로 하는 위 각 소송은 
물론, 담보권존재의 확인을 구하는 소와 같이 담보권 자체를 소송물로 하는 소송까지
도 포함된다. 다만 담보권에 대한 등기말소청구소송은 그 판결의 기판력이 담보권 자
체에는 미치지 않으므로 위 이의채권에 관한 소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회생사건실무(上), 473면; 임채홍 ․ 백창훈(上), 635면.

245) 그럼에도 이의채권자가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였다면 신청의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결정을 하게 될 것이다. 회생사건실무(上), 473면; 임채홍 ․ 백창훈(上), 634면; 대
법원 1991. 12. 24. 선고 91다22698, 91다22704 판결.

246) 다만 이의채권의 원인 및 내용에 관하여는 조사절차시까지 작성된 회생채권자표 및 
회생담보권자표에 기재된 사항만을 주장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제1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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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도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간이, 신속한 결정을 위해 결정문에 이유

의 요지만 적을 수 있지만(규칙 제66조 제1항), 재판과정에서 실질적으로 

항변, 재항변사항들이 주장되어 다투어진 경우에는 간략하게나마 각각에 

대하여 판단해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247)

   나) 압류채권자가 보유한 채권에 대한 조사확정절차

    (1) 의의

이의채권에 관하여 집행권원이나 종국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

은 집행권원이나 종국판결의 존재로 인해 출소책임이 이의자에게 전환되

는 한편 이의자가 이의를 주장하는 방법도 채무자가 할 수 있는 소송절

차로 한정된다(제174조 제1항). 이 방법에 따르지 않을 경우 이의자가 다

른 채권자라면 이의가 없었던 것으로 되고, 관리인이라면 이의채권을 그

대로 인정한 것으로 간주되어(제174조 제4항) 강제성을 가지게 된다.

집행권원은 일정한 실체법적 이행청구권의 존재 및 범위를 표시하고 

그 청구권에 집행력을 인정한 공증의 문서를 말한다.248) 집행권원은 집

행문과 함께 강제집행의 일반요건으로, 집행권원을 보유한 채권자는 이

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신청할 수 있거나 실제로 절차가 진행 중이

어서 다른 채권자들에 비해 권리 실현에 한걸음 더 나아간 자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그 지위가 보다 강하게 보장될 필요가 있다.249) 한편 종국

판결은 소 내지 상소에 의하여 계속된 사건의 전부나 일부를 당해 심급

에서 끝내는 판결을 말하는데(민사소송법 제198조),250) 법원이 변론절차

를 거쳐 증거에 의해 신중하게 내린 판단이라는 점에서 그 내용에는 고

도의 추정력이 인정된다.251) 법이 집행권원이나 종국판결 있는 이의채권

247) 한편 법원은 다툼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화해를 권유하거나 조정에 회부하는 결정
도 할 수 있다(규칙 제66조 제2항).

248) 주석 민사집행법(Ⅱ), 74면(이원 집필부분); 이시윤, 신민사집행법, 108면; 사법연수
원, 앞의 책, 28면.

249) 회생사건실무(上), 475면; 임채홍 ․ 백창훈(上), 642면.
250)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53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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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조사확정절차에서 특별히 취급하는 것은 위와 같은 점들을 고려한 결

과이다. 압류채권자는 집행권원을 보유한 자에 해당한다.

    (2)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집행권원 가운데서도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란 집행력 있는 정본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곧바로 집행에 착수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집행문 

부여가 필요한 집행권원일 경우에는 이미 집행문이 부여되어 있어야 한

다.252) 집행문 부여의 시기에 관하여 대법원은 늦어도 조사절차에서 이

해관계인이 이의를 제기하기 전에는 부여되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

다.253) 이의자는 조사기간의 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로부터 1월 이내에 

집행권원의 유무가 확인되어야 그에 따라 소를 제기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아무리 늦어도 조사기간의 말일이나 특별조

사기일까지는 집행문이 부여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다만 회생절차개시

결정 당시에 집행문이 부여되어 있을 필요는 없고 집행문 부여만으로는 

개시결정에 따라 금지되는 강제집행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절차개시 

후에도 집행문을 부여받을 수 있다.254)

이와 관련하여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존재가 회생채권자 등 목록이

나 신고서에 기재되지 않은 경우 채권조사확정절차의 처리방식이 문제된

다. 집행권원 보유사실이 법원이나 관리인 등 이해관계인들에게 알려지

251) 회생사건실무(上), 475면; 임채홍 ․ 백창훈(上), 642면.
252) 회생사건실무(上), 475면; 임채홍 ․ 백창훈(上), 643면.

253) 대법원 1990. 2. 27.자 89다카14554 결정“회사정리법 제147조 제1항 및 제152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의있는 정리채권 또는 정리담보권에 관하여는 그 권리자가 
이의자를 상대로 소로써 그 권리의 확정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의를 받은 정리채권등
이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것인 때에는 이의자가 회사가 할 수 
있는 소송절차에 따라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이의를 주장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에
서 집행력있는 채무명의라 함은 집행력 있는 정본과 같은 뜻으로 집행문을 요하는 경
우에는 이미 집행문을 받아 바로 집행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중략) 이의를 
받은 이 사건 이행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약속어음공정증서에는 원고가 정리채권신고
를 한 때는 물론 피고가 이의를 한 무렵에도 집행문이 부여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이
므로, 원심이 위 공정증서를 집행력있는 채무명의로 보지 아니한 조치는 정당하고 
(후략)”

254) 임채홍 ․ 백창훈(上), 64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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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았으므로 원칙으로 돌아가 채권자가 이의자 전원을 상대로 채권조

사확정재판을 신청하여야 하는지(제170조 제1항),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

하고 집행권원 있는 채권에 대한 확정절차(제174조 제1, 2항)를 따라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昭和 41. 4. 14. 판
결에서 갱생채권, 갱생담보권의 확정절차의 대상이 갱생채권자표 및 갱

생담보권자표에 기재된 사항에 한정된 점,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 있는 

채권과 그렇지 않은 채권 간에 확정을 위한 절차에 본질적인 차이를 규

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채권자가 회사갱생법 제152조의 적용을 

받으려면 채권신고시 집행권원 있는 취지를 명기하고 그 증거자료를 제

출하여야 하며, 이를 해태하여 갱생채권자표나 갱생담보권자표에 그러한 

취지가 기재되지 않으면 유명의채권으로 취급될 수 없고 이의의 배제를 

위해 채권자가 확정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여 전자의 입장을 

취하였다.255) 반면 목록제출시나 신고시에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나 종

국판결의 존재를 알리게 한 것은 규칙에서 정한 것일 뿐 통합도산법에는 

이에 관한 규정이 없고, 원칙적으로 기존 경영자를 관리인으로 두는 현

행 회생절차에서는 관리인 스스로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나 종국판결

의 존재를 잘 알고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면서, 목록이나 신고 과정

에서의 흠결만을 이유로 원칙으로 돌아가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는 견

해도 있다.256)

생각건대 이의자가 해당 채권이 집행권원 있는 것인지 여부를 일일이 

조사하여 청구이의의 소 등의 제기 여부를 판단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가

혹하다.257) 이의채권자에게는 자신에게 유리한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존재를 신고할 유인이 충분히 존재하는 점에서 이의채권자가 신고하도록 

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기도 하다. 더욱이 규칙에서 집행권원의 존재를 

255) 條解 會社更生法(中), 571-572에서 재인용. 위 판결은 갱생담보권자가 집행권원 있
는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고 관재인이 해당 채권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갱생담보권자가 이의의 배제를 위한 확정의 소를 제기하지 않아놓고 나중에 
관재인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를 한 사건이었다. 

256) 도산절차와 소송 및 집행절차, 94면, 주 172).
257) 條解 會社更生法(中), 57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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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사항에 포함시키는 동시에 집행권원의 사본까지 첨부하도록 규정한 

점을 감안할 때 위 최고재판소의 입장이 타당하다.

    (3) 채무자가 할 수 있는 소송절차

     (가) 집행권원의 유형에 따른 소송절차의 종류

제174조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할 수 있는 소송절차는 이의채권자가 

보유한 것이 집행권원인지 종국판결인지, 집행권원이라면 어떠한 종류의 

집행권원인지에 따라 다양하다. 어떤 소송절차에 의하든지 이의자가 주

장, 증명할 사항들은 조사절차에서의 이의사유들이 될 것이다.

먼저 미확정 종국판결에 대하여는 관리인이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인

해 중단된 소송을 수계한 다음 상소를 제기하거나, 이미 채무자가 상소

를 제기한 경우에는 당해 심급에서 절차를 수계하여 진행해야 한다.258)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은 그 종류에 따라 다른데 대표적인 것들을 위

주로 살피면 다음과 같다. ① 확정판결이라면 재심의 소(민사소송법 제

451조 제1항), 판결의 경정신청(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을 할 수 있

다.259) 사유가 있다면 상소제기의 추후보완(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제390조 제1항, 제422조 제1항)도 할 수 있을 것이다. 확정판결이 이행판

결인 경우에는 청구이의의 소(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 확인판결인 경

우에는 소극적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모두 기판력의 기준시점인 

변론종결시점 이후의 사유가 있어야 한다.260) 한편 전술하였듯 집행문이 

부여되어 있어야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에 해당한다는 점,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조건성취, 승계여부와 같은 실체법적 문제를 다루므

로 청구이의의 소의 특별한 종류라고 볼 수도 있는 점261)에서 집행문 부

258) 임채홍 ․ 백창훈(上), 644면.

259) 회생사건실무(上), 475면; 임채홍 ․ 백창훈(上), 643면; 전원열, 회생절차상 회생채권
자목록과 조사확정재판, 민사판례연구 제28권(2006. 2), 민사판례연구회, 1008면.

260) 임채홍 ․ 백창훈(上), 643-644면; 전원열, 앞의 글, 1008면.

261) 이시윤, 신민사집행법, 162면. 이 문제는 청구이의의 소와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
의 소의 관계에 관한 것인데 논의의 실익은 한 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는 이의사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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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에 대한 이의의 소(민사집행법 제45조)도 위 소송절차에 포함될 수 있

다.262)263) ② 종국판결이라도 가집행선고가 붙으면 집행권원이 될 수 있

는데(민사집행법 제24조) 이 경우에는 앞서 본 종국판결에 대한 절차와 

같다. ③ 집행증서, 확정된 지급명령,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청구이의의 소로 다투게 되는데 기판력이 없어 이의사유에 

제한이 없으므로(민사집행법 제58조 제3항, 제59조 제3항, 소액사건심판

법 제5조의8 제3항) 채권이 애초부터 발생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유를 주

장할 수도 있다.264) 또한 위 세 종류의 집행권원은 원칙적으로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가 없지만 조건성취집행문이나 승계집행문은 부여될 수 있

는데(민사집행법 제58조 제1항, 제59조 제1항,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 

제1항), 이 경우에는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도 포함될 수 있다. 

④ 화해265)조서(민사소송법 제220조, 제385조 제1항, 제386조) 및 화해권

고결정(민사소송법 제225조 제1항, 제231조), 조정조서(민사조정법 제24

조, 제29조) 및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민사조정법 제30조), 청구인낙조서

(민사소송법 제220조)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면서 집행권원으로 

활용이 되므로 준재심의 소(민사소송법 제461조)나 청구이의의 소를 제

기하여 다툴 수 있다.266)

     (나) 예외로서 부인권의 행사

예외적으로 관리인이 부인권을 행사하여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채

다른 소송에서도 주장할 수 있는가에 있다. 양 소송이 별개 독립의 것이라는 소권경
합설,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가 청구이의의 소의 일종이라는 법조경합설(본문
의 내용이 이에 해당한다), 양 소송이 기본적으로 별개 독립의 것이라고 하면서도 이
의사유의 호환이 가능하다는 절충설이 대립한다. 자세한 내용은 주석 민사집행법(Ⅱ), 
263-264면(이승영 집필부분) 참조. 다만 어느 학설에 의하건 간에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174조 소정의 소송절차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62) 同旨 : 전원열, 앞의 글, 1008면.
263)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통해서는 해당 이의채권이 조건불성취로 발생하지 

않았다거나 승계가 부적법하여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한 채권자에게 귀속되지 않는
다는 점을 다투게 될 것이다.

264) 사법연수원, 앞의 책, 92면.

265) 소송상화해와 제소전화해를 모두 포함한다.
266)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632-633면; 이시윤, 신민사집행법, 142-14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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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가 할 수 있는 소송절차라는 제약에서 벗어난다. 위와 같은 제약이 

존재하는 것은 관리인이나 이해관계인은 회생절차개시 전에 채무자가 그 

재산에 대하여 한 행위의 효력에 구속되므로 자연히 그와 관련된 소송절

차로부터도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인데, 관리인의 부인권은 회생절차가 

개시된 이후에 비로소 발생하는 권리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과는 무관하

다.267) 부인권은 부인하고자 하는 행위에 관하여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이 있는 때에도 행사할 수 있다(제104조). 따라서 집행권원 있는 이의채

권에 대하여 관리인은 부인권행사의 방법, 즉 부인의 청구나 부인의 소

를 제기함으로써 이의를 관철할 수 있고 반드시 재심의 소나 청구이의의 

소 등 절차를 거쳐야하는 것은 아니다.268) 집행권원 있는 채권에 대한 

부인권 행사의 유형으로는 집행채권의 원인행위에 대한 부인, 집행권원 

성립의 기초가 된 채무자의 소송행위에 대한 부인, 집행채권에 대한 이

행행위의 부인, 집행행위 자체에 대한 부인 등이 있다.269) 이 가운데 원

인행위에 대한 부인권 행사가 그로써 채권 자체가 소멸하게 되므로 채권

조사확정절차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270) 부인권 행사로 이의를 관

철하는 경우 해당 회생채권이나 회생담보권에 대한 소극적 확인의 소도 

함께 제기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나,271) 부인의 청구나 부인

의 소에서 이미 이의채권의 존부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불필

요할 것으로 보인다.

부인권은 관리인에게 전속(專屬)하므로(제100조 제1항) 다른 회생채권

자나 회생담보권자, 주주 및 지분권자, 채무자가 적극적으로 부인권을 

행사하여 다툴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의채권의 부존재확인을 구하

는 한도 내에서는 관리인이 제기한 소에 공동소송참가를 할 수 있고,272) 

267) 條解 會社更生法(中), 791면.
268) 임채홍 ․ 백창훈(上), 644면.

269) 이진만, 통합도산법상의 부인권 – 부인의 대상을 중심으로 -, 민사판례연구 제28권
(2006. 2.), 민사판례연구회, 895=896면.

270) 집행권원 성립의 기초가 되는 소송행위에 대한 부인이 이루어지면 해당 채권은 더 
이상 집행권원 있는 채권이라고 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만일 조사확정절차로 나아
가기 전에 그와 같은 부인의 효과가 발생한다면 출소책임에 관한 원칙으로 돌아가 채
권자가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여야 할 것이다. 반면 이미 조사확정절차로 진입하
였다면 위와 같은 부인은 큰 의미는 없을 것이다.

271) 條解 會社更生法(中), 792면; 注解 會社更生法, 55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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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관리인의 부인권 행사를 원용할 수는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4) 기존 소송의 수계

집행권원 있는 채권과 관련하여서도 기존에 진행 중인 소송이 있는 

경우 소송경제를 위해 이를 수계하는 방식으로 조사확정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통합도산법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나 종국판결이 있는 

이의채권에 관하여 회생절차 개시결정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소송이 있

다면 이의자는 이의채권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그러한 소송절차를 수계하

도록 하였다(제174조 제2항). 종국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상소심이 계속 

중일 것이므로 해당 상소심 절차를 수계하면 될 것이다. 집행권원 있는 

이의채권에 관하여는 (준)재심의 소, 청구이의의 소나 집행문 부여에 대

한 이의의 소 등이 이에 해당할 것이다.

 라. 회생채권자표, 회생담보권자표

회생채권 등의 목록제출 및 신고단계부터 채권조사 및 조사확정절차

가 순차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법원사무관등은 회생채권자표, 회생담보권

자표(이하 “회생채권자표 등”이라 한다)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기재해

나가도록 되어있다(제158조, 제167조, 제175조). 이와 같이 작성된 회생채

권자표 등은 회생절차 진행 중에는 회생계획에 의하여 권리의 만족을 얻

을 수 있는 여부 및 그 범위, 관계인집회에 참가하기 위한 의결권의 존

부 및 그 액수를 정하는 자료로 활용되다가,273) 회생절차가 회생계획 인

가 전에 폐지되거나 종결된 이후에는 이들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

272) 條解 會社更生法(中), 794면.
273) 임채홍 ․ 백창훈(上), 647면;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4096 판결 “회사정리법 

제145조가 확정된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에 관한 정리채권자표와 정리담보권자표의 
기재는 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와 주주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한 취지는, 정리채권자표와 정리담보권자표에 기재된 정리채권과 정리담
보권의 금액은 정리계획안의 작성과 인가에 이르기까지의 정리절차의 진행과정에 있
어서 이해관계인의 권리행사의 기준이 되고 관계인집회에 있어서 의결권 행사의 기준
으로 된다는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서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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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제255조 제2항, 제292조 제2항). 이와 

같이 새로운 집행권원이 생기므로 기존 집행권원과의 관계가 문제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후술한다. 

확정된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을 회생채권자표 등에 기재한 때에는 그 

기재는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 지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

결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된다(제168조).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의 의미

에 관하여는 기판력이라는 견해, 기판력은 아니고 회생절차 내에서의 불

가쟁적 효력이라는 견해, 회생절차 내에 한정되는 기판력이라는 견해, 

재판상 화해와 같은 제한적 기판력이 회생절차 내에서만 인정된다는 견

해 등이 있다.274) 일본의 다수설은 기판력을 부인하면서 확인적 의미만

을 인정한다.275) 판례는 회생절차 내에서의 불가쟁적 효력에 불과한 것

으로 보고 있다.276) 기판력은 엄격한 변론절차를 거친 결과인 확정판결 

내지 이에 준하는 것에 대하여만 인정되어야 하고 그 인정범위를 넓히는 

것을 곤란하다. 기판력 부정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마. 관계인집회에서 압류채권자의 지위

  1) 회생절차에서 관계인집회의 의의

회생절차는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

함으로써 재정적 파탄에 빠진 채무자를 회생시키는 것을 그 목표로 하는

데(제1조) 여기서 법률관계의 조정은 결국 회생계획을 통하여 채권자 등

이 가진 권리가 감축 내지 소멸된다는 의미이다. 이와 같이 회생계획으

274) 회생사건실무(上), 462면; 학설들에 대한 보다 상세한 설명은 박홍우, 앞의 글, 
259-262면 참조.

275) 임채홍 ․ 백창훈(上), 620면.
276) 위 91다4096 판결 “ (전략) 위 법조에서 말하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라 함은 

기판력이 아닌 확인적 효력을 가지고 정리절차 내부에 있어 불가쟁의 효력이 있다는 
의미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미 소멸된 채권이 이의 없이 확정되
어 정리채권표에 기재되어 있더라도 이로 인하여 채권이 있는 것으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것이 명백한 오류인 경우에는 정리법원의 경정결정에 의하여 이를 바로잡
을 수 있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효확인의 확정판결을 얻어 이를 바로잡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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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해 권리가 제한되는 자들에게는 절차에 직접 참여하여 회생계획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을 전달할 기회가 보장되어야 하는데, 관계인집회는 

바로 그러한 절차참여의 수단이 된다.277) 압류채권자 역시 다른 채권자

들과 마찬가지로 회생계획이 인가됨으로써 자신의 권리가 제한되는 불이

익을 입게 될 뿐만 아니라, 여기에 더하여 그가 신청한 강제집행절차가 

실효되기 때문에 관계인집회에서 자신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표명하기를 

원할 것이다.

  2) 관계인집회의 종류와 그 기능

회생절차에서는 원칙적으로 총 3회에 걸쳐 관계인집회를 연다. 관리

인의 보고를 위한 관계인집회(제98조), 회생계획안의 심리를 위한 관계인

집회(제224조),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제232조)가 순서대

로 개최되는데, 법률상 용어는 아니지만 각각의 집회를 회차에 따라 1, 

2, 3회 관계인집회라고 칭하기도 한다.278) 아래에서는 편의상 후자와 같

은 방식으로 표기한다.

제1회 관계인집회에서는 관리인이 제92조 각 호의 사항을 이해관계인

들에게 보고하고, 이해관계인들이 의견을 진술하게 된다. 의견진술의 대

상은 관리인 및 조사위원의 선임,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의 관리, 회생

절차를 계속 진행함이 적정한지의 여부 등 회생절차의 진행 전반에 대한 

것이다. 종전에는 제1회 관계인집회를 당연히 여는 것으로 되어있었고, 

그 기일을 회생절차개시결정과 동시에 정하고 개최시기는 개시결정일로

부터 4월 이내가 되도록 하였다(개정 전 제50조 제1항 제1호). 그러나 보

다 효율적이고 신속한 절차 진행을 위하여 2014. 12. 30. 개정(2015. 7. 1.

부터 시행)으로 제1회 관계인집회의 개최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지게 되

었다. 제1회 관계인집회가 개최되지 않는다면 이해관계인들은 법원에 서

277) 임채홍 ․ 백창훈, 회사정리법(下) 제2판, 한국사법행정학회, 2002, 33면.

278) 실무에서도 두 가지 용어를 혼용한다고 한다. 회생사건실무(下), 3면. 2014. 12. 30. 
개정 전에는 제98조에서 제1회 관계인집회라는 표제를 사용하였으나, 개정 후 해당 
표제를 변경하였다. 



108

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제98조 제3항).

제2회 관계인집회는 제출된 회생계획안의 심리를 위한 절차이다(제

224조). 제출된 회생계획안은 이미 관리인 기타 제출인이 회생절차의 다

른 이해관계인들과의 의사소통을 통해 그들의 의사를 상당부분 반영하여 

작성하였을 것이나, 그럼에도 회생계획안의 내용을 확인하는 한편 자신

의 의사를 반영할 기회를 갖지 못한 이해관계인들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들에게 그와 같은 기회를 제공하는 자리이다.279) 회생절차의 이해관계

인들 간에 정보를 교환한다는 점에서는 제1회 관계인집회와 유사한 성격

을 가진다.280)

제3회 관계인집회는 제2회 관계인집회를 통해 심리된 회생계획안을 

최종 결의하는 절차이다(제232조 제1항). 법원에 제출되어 심리까지 거친 

회생계획안은 제3회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됨으로써 회생계획으로 성립되

고 법원의 인부판단의 대상이 된다.281)282)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

주 및 지분권자는 별개의 조로 분류되어 의결권을 행사하고(제236조), 각 

조별로 정해진 가결요건283)을 충족하여야 회생계획안이 가결된다(제237

조).

  3) 관계인집회별 압류채권자의 참여와 그 의미

   가) 제1회 관계인집회

제1회 관계인집회에서는 압류채권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가지는 것

이 중요하다. 제99조에서 채권자를 포함한 이해관계인들이 회생절차를 

279) 회생사건실무(下), 3면; 임채홍 ․ 백창훈(下), 49면.

280) 임채홍 ․ 백창훈(下), 50면.
281) 회생사건실무(下), 3면; 임채홍 ․ 백창훈(下), 49면.

282) 실무상 대부분의 경우 절차의 신속한 진행과 비용의 절약을 위해 제2, 3회 관계인
집회는 병합하여 실시하고 여기에 특별조사기일까지 병합한다. 회생사건실무(下), 4면. 

283) 회생채권자조는 의결권 총액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 회생담보권자조는 의결권 총
액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청산이나 영업양도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획안에 대하여는 
5분의 4 이상), 주주 및 지분권자조는 의결권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각각 있
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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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진행함이 적정한지의 여부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회생절차가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기 전에 종료되는 경우 중단되

었던 강제집행절차가 속행되므로 압류채권자에게는 회생절차의 속행이 

부당함을 주장할 유인이 있다. 특히 그가 신청한 강제집행절차에 참가한 

다른 채권자들의 수가 적다면 절차가 속행될 경우 상당한 권리의 만족을 

기대할 수 있기에 이러한 유인이 더 크다. 다만 그가 진술한 의견은 회

생법원을 구속하지 않고 참고사항이 될 뿐이어서284) 한계는 있다.

   나) 제2회 관계인집회

제2회 관계인집회에서 계획안제출자의 계획안에 대한 설명이 끝나면 

관리인, 채무자,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 등 이해관계인들

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한다(제225조). 압류채권자 역시 위 이해관계

인에 포함되어 의견진술의 기회를 가지는데, 현재로서는 회생계획안에서 

압류채권자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채권자들에 비해 유리한 변제조건이 부

여되지 않고 개인회생절차에서와는 달리 회생계획에서 기존 강제집행절

차의 실효에 대하여 다르게 정할 수도 없으므로 여기서의 의견진술은 그 

의미가 크지 않을 것이다. 

   다) 제3회 관계인집회 

제3회 관계인집회와 관련해서는 압류채권자의 조 편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1) 조의 분류

     (가) 의의 및 기능

284) 회생사건실무(上), 48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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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에서 조(組)는 두 가지 측면에서 그 의미가 있다. 우선 앞서 

본대로 회생계획안의 결의에 있어 이해관계인들에 의해 구성되는 의결단

위이고(제236조 제1항), 다른 한편 가결된 회생계획안의 인가에 있어서는 

회생계획안 작성의 원칙인 공정 ․ 형평의 원칙(제217조)이나 평등의 원칙

(제218조)이 준수되었는지 여부를 결정하고 권리보호조항(제244조 제1항)

을 설정함에 있어 기준이 된다.285) 조의 분류를 통해 회생절차의 관리와 

이해관계인들과의 협상이 편리해지고 권리자, 특히 소수권리자의 이익이 

보호되며 회생계획안의 가결이 한결 수월해진다.286) 조가 단순하게 분류

되면 결의는 보다 용이하지만 소수채권자의 보호에는 문제가 생길 수 있

는 반면, 조 분류가 복잡하면 소수채권자에 대한 보호는 두터워지지만 

결의가 어려워질 수 있다.287)

     (나) 대상 및 기준

분류된 조는 회생계획안 결의의 의결단위이므로 의결권이 있는 회생

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 및 지분권자만이 분류의 대상이 된다.288) 분

류의 기준은 제236조 제2항 각 호에 따라 회생담보권자(제1호), 일반의 

우선권 있는 회생채권자(제2호), 제2호에 규정된 회생채권자 이외의 회생

채권자(제3호), 잔여재산 분배에 있어 우선권이 있는 주주 ․ 지분권자(제4

호), 제4호 이외의 주주 ․ 지분권자(제5호)로 나뉜다. 이는 공정 ․ 형평의 

원칙에 관한 제217조 제1항의 규정과 동일한 분류이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제2호와 제4호의 이해관계인들이 존재하

는 경우가 거의 없어 통상 회생담보권자조, 회생채권자조, 주주 ․ 지분권

자조로만 분류한다.289)

285) 회생사건실무(下), 18면; 임채홍 ․ 백창훈(上), 654면.

286) 윤남근, 회생계획안의 인가 – 기업가치의 분배를 중심으로 -, 저스티스 통권 제131
호(2012. 8.), 한국법학원, 10면.

287) 회생사건실무(下), 18면.

288) 임채홍 ․ 백창훈(上), 654면. 
289) 회생사건실무(下), 19면; 임채홍 ․ 백창훈(上), 65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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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조의 통합, 세분

분류의 원칙적인 기준은 위와 같지만 법원은 제236조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자들이 가진 권리의 성질과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분류된 조를 통

합하거나 세분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2개 이상의 호를 하나의 조로 분

류하거나, 하나의 호에 해당하는 자들을 2개 이상의 조로 분류할 수 있

다는 의미이다. 이 경우에도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주주 ․ 지분권자

는 각각 다른 조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한계가 있다(제236조 제3항).

통합, 세분의 기준으로 통합도산법이 정한 것은 권리의 성질과 이해

관계인데 각각의 의미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290) 권리의 성질을 고려한

다는 것은 각 권리의 법률적 성질, 기한의 유무, 목적의 차이, 발생원인, 

채권액 등의 요소를 고려한다는 의미이다.291) 권리의 성질에 의한 세분

화의 기준으로는 권리의 목적인 급부의 내용(금전채권과 비금전채권), 권

리의 내용이 되는 부관의 유무 및 그 내용(조건, 기한의 유무 및 그 내

용), 권리의 법률적 차이(계약상 채권과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 

등292)), 권리의 발생원인(매매와 소비대차), 권리의 대소(채권액의 다소), 

권리의 보유주체(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인, 금융기관과 거래처) 등 

다양한 것들이 제시될 수 있다.293) 

한편 이해관계에 대한 고려는 조 안에서 계획안에 반대하는 자들이 

있는 경우 이들을 별도의 조로 분류한 다음, 계획안에 찬성하는 자들의 

동의를 얻어 이들에 대한 권리변경의 정도를 완화하거나 권리보호조항을 

설정함으로써 다소 배려를 해주는 것을 의미한다.294) 즉, 주로 권리자들 

간에 회생계획안에 대한 찬반 의견이 갈리는 것을 전제로 한다.

    (2) 압류채권자들로 구성된 회생채권자조295)의 세분화 가능성

290) 윤남근, 앞의 글, 10면에서는 조 분류의 기준을 보다 구체화하여 권리의 성격, 순위, 
회생계획안을 둘러싼 이해관계, 권리자와 채무자 사이의 관계 등을 제시하고 있다.

291) 條解 會社再生法(中), 844면. 
292) 이 외에도 주채무와 보증채무도 그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93) 條解 會社再生法(中), 846-848면. 괄호 안의 내용들은 각각의 구체적인 사례들이다.
294) 條解 會社再生法(中), 84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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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채권자는 회생계획인가로 인한 권리의 변경과 강제집행절차의 실

효라는 두 가지 효과를 모두 받는 지위에 있으므로 회생계획의 결의 및 

인가에 대하여 가지는 이해관계가 여타의 회생채권자들과는 다르다. 압

류채권자로서는 회생계획안 가결과 이어지는 인가로 인해 입는 불이익이 

크므로 회생계획안의 가결에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회생절차개시 

전에 강제집행절차의 신청은 물론 참가조차 하지 않은 채권자들은 회생

계획인가로 인한 기존 강제집행절차의 실효를 환영할 것이므로 회생계획

안의 가결에 찬성할 여지가 많다. 다른 한편 압류채권자가 보유한 권리

는 그 존재 및 내용이 집행권원의 존재에 힘입어 강하게 추정되는 한편 

강제집행절차의 집행채권이 되어 절차 내에서 고유한 지위를 가진다는 

점에서 다른 채권자들이 보유한 채권과는 그 법률적 성질이 다르다고도 

말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압류채권자와 그렇지 않은 채권자들 사이에 이해관계와 권

리의 성질이 다르다고 해석할 여지가 충분함에도 그들을 모두 하나의 회

생채권자조로 분류하는 것에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 압류채권자를 별도

의 조로 세분하는 것이 검토되어야 한다.296) 특히 강제집행절차에 참가

한 이해관계인이 적을수록 압류채권자의 배당기대액이 커지기 때문에 이

해관계의 차이가 보다 분명해질 것이고, 그 밖에 채무자에 대해 진행 중

이던 강제집행절차가 적다면 압류채권자들이 상대적으로 소수자가 되기 

때문에 만일 위와 같은 사정들이 있다면 세분화의 필요성은 더 커질 것

이다.297) 다만 그와 같은 조의 세분이 압류채권자에게 지나친 혜택을 주

는 데에 이르러서는 안 될 것이다.

295) 회생담보권자인 압류채권자들도 있을 수 있지만 이들에 대해서는 회생채권자들에 
비해 유리한 변제조건이 설정되므로 세분할 필요성이 크지 않을 것이다.

296) 참고적으로 미국에서는 담보권자의 법적 권리가 서로 다르므로 각 담보권자마다 별
개의 조가 편성된다. 김현석, 미국 기업 파산법, 217면. 우리의 압류채권자에 해당하
는 자도 판결담보권을 취득하여 담보권자가 되므로 독립한 조를 형성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미 압류채권자에 대한 조의 세분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297) 회생사건실무(下), 19면, 주 18)에서는 소수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조의 세분화가 적
극 활용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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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회생계획과 압류채권자

  1) 회생계획, 회생계획안의 의의298)

회생계획은 채무자의 경제적 갱생을 위하여 이해관계인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법인인 채무자의 조직변경 등을 내용으로 작성되는 회생절차

의 기본 규범이다. 회생계획안은 이러한 회생계획으로 확정할 목적을 가

지고 관리인 등이 회생법원에 제출하는 안(案)인데 관계인집회의 심리 

및 결의, 법원의 심사를 거쳐 그 자체로 회생계획으로 확정될 잠재적 가

능성을 가지고 있어 단순한 초안이라고 볼 수는 없다. 회생계획은 확정

됨으로써 채무자를 둘러싼 이해관계인들 전원의 권리를 면책, 소멸 및 

변경시키는 강력한 효력을 가지는데다 법인인 채무자에게는 그 자체가 

하나의 정관과도 같은 기능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관계인들의 상호 

대립하는 이해관계를 잘 조화시키는 한편 법에서 정한 인가요건까지 충

족하는 올바른 회생계획안을 마련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2) 회생계획안 작성의 원칙

회생계획에 담길 구체적인 내용들은 제193조부터 제216조에서 상세하

게 규정되어 있고 그 내용들의 근저에는 회생계획안 작성의 기본원칙들

이 있다. 일반적으로 기본원칙으로는 공정 ․ 형평의 원칙(제217조), 평등

의 원칙(제218조), 수행가능성(제243조 제2호), 청산가치의 보장(제243조 

제4호) 총 4가지가 제시된다. 여기서는 회생계획에서의 압류채권자에 대

한 취급과 관련하여 공정 ․ 형평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에 대하여만 살펴

본다.

   가) 공정 ․ 형평의 원칙

298) 회생사건실무(上), 489면; 임채홍 ․ 백창훈(下), 111면; 서정걸, 회생계획, 통합도산법
(남효순, 김재형 공편), 법문사, 2006, 367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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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계획에서는 제217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순서에 따른 권리의 순위

를 고려하여 회생계획의 조건에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차등을 두어야 한

다. 제217조 제1항에서는 회생담보권(제1호), 일반의 우선권 있는 회생채

권(제2호), 그 밖의 회생채권(제3호),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하여 우선적 

내용이 있는 종류의 주주 ․ 지분권자의 권리(제4호), 그 밖의 주주 ․ 지분

권자의 권리(제5호)의 순서를 정하고 있다. 한편 회생계획의 조건이란 제

252조에 따른 권리의 변경내용, 구체적으로 변제율이나 변제기한 등을 

말한다.299)

공정 ․ 형평의 개념에 대한 이해와 관련하여 절대우선설(Absolute 

Priority Rule)과 상대우선설(Relative Priority Rule)이 대립한다.300) 절대

우선설은 채무자 자산을 기준으로 선순위의 권리자가 완전한 만족을 얻

지 못할 경우 그보다 후순위인 권리자에게는 만족을 줄 수 없다고 보는 

입장이다. 반면 상대우선설은 선순위의 권리자가 완전한 만족을 얻지 못

하더라도 후순위 권리자와의 관계에서 회생계획의 조건에 차등을 둔다면 

공정 ․ 형평의 원칙을 준수한 것이라고 보는 입장이다.301) 실무는 상대우

선설을 기초로 하여 회생계획에서 회생계획의 조건에 있어 조들 사이에 

적절한 차등을 두고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회생계획에 

따른 각 조별 변제액의 현가율302)을 비교하는 방법에 의한다.

제217조에서 권리의 순위에 “따를 것”이라고 규정하지 않고 그 순

위를 “고려하여”라고 규정한 점, 제205조 제3항에서 주식회사인 채무

자가 부채초과인 경우에도 발행주식 전부를 조각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규정한 점 등에 비추어 현행법은 상대우선설에 입각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절대우선설에 따른 회생계획안의 작성이 완전히 배제되지는 않

299) 회생사건실무(上), 501면; 임채홍 ․ 백창훈(下), 182면.
300) 아래 각 학설의 내용에 대하여는 회생사건실무(上), 501면, 주 13) 및 14); 임채홍 ․ 

백창훈(下), 182면; 서정걸, 앞의 글, 368면; 김재형, 회사정리계획에서 경영책임에 기
한 주식소각의 기준, 상사판례연구(Ⅴ), 박영사, 2000, 287-289면을 참조하였다. 

301) 상대우선설 내에서도 입장이 세분화되는데 종래의 상대적인 우선권, 즉 회생절차가 
진행되기 전 상태에서 수익이나 청산가치를 분배받는 데 있어서의 우선권이 보장되면 
족하다고 보는 견해가 있는 반면, 선순위 권리자보다 후순위 권리자를 우대해서는 안 
된다고 다소 소극적으로 해석하는 견해도 있다. 

302) 해당 조의 채권자들에게 변제할 채권액의 현재가치 / 해당 조의 채권자들의 총채권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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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다.303)

   나) 평등의 원칙

회생계획의 조건은 성질이 같은 권리자들 상호간에는 평등하여야 한

다(제218조 제1항). 평등의 원칙을 규정한 이유는 회생계획안의 결의절차

에 있어 각 조별로 다수결에 의해 가결여부를 판단하는데 그 과정에서 

같은 조 내에서 의결권액이 큰 채권자가 우대받고 다른 채권자들은 피해

를 보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304)

권리가 가진 성질의 이동(異同)에 대해 판단할 때는 제217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분류가 기본적인 기준이 되지만 같은 호에 규정되어 있다고 

해서 언제나 성질이 같다고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권리의 구체적이고

도 세부적인 성질이 다르다면 조건상 차등을 둘 수 있다.305) 대법원 역

시 여기서 말하는 평등이란 형식적인 평등이 아니라 공정 ․ 형평의 원칙

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실질적인 평등을 뜻하므로 같은 조로 분

류된 채권자들 사이에도 합리적인 차등을 들 수 있다고 일관되게 판시하

고 있다.306) 

실제로도 실무상 회생계획을 작성함에 있어 같은 회생채권이더라도 

발생원인, 귀속주체 등에 따라 조건을 달리하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상

거래채권을 금융기관채권에 비해,307) 주채권을 보증채권에 비해308) 변제

303) 김재형, 회사정리계획에서 경영책임에 기한 주식소각의 기준, 288면.

304) 회생사건실무(上), 503면; 임채홍 ․ 백창훈(下), 194면.
305) 임채홍 ․ 백창훈(下), 195면.

306) 대법원 2006. 10. 27.자 2005그65 결정; 대법원 2004. 12. 10.자 2002그121 결정 등 
참조.

307) 일본에서도 금융거래채권(주로 소비대차에 기한 채권이다)과 영업거래(상거래)채권 
사이에 차등을 두는 것을 인정하는 견해가 있고, 이를 받아들인 갱생계획이 실제 작
성된다고 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금융거래채권에 대하여는 50% 면제, 변제기간 7년의 
조건을 설정하는 반면 영업거래채권에 대하여는 58% 면제, 변제기간 3년의 조건을 
설정하여 후자를 더 우대하는 방식이다. 注解 會社更生法, 835면. 그러면서도 이 문헌
에서는 그러한 회생계획이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단언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하
여 의문을 표하고 있다.

308) 일본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구체적으로 보면 다른 회생채권과 기본적으로 같게 취급
하지만 주채무가 변제되지 않는 것의 확정을 조건으로 덧붙이는 방식, 면제율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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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에 있어 우대하는 것은 실무상의 관행으로 확립되어 있는 것으로 보

인다.309) 사회정책적인 고려에 따라 사람의 생명, 신체에 대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이나 산업재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전액 변제하도록 

정하거나 때로는 공익채권으로 처리함으로써 다른 채권들보다 우대하기

도 한다.310) 또한 같은 종류의 채권이라도 그 귀속주체가 누구인지에 따

라 조건이 달라지는데, 예컨대 채무자가 법인일 경우 그 경제적 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영자나 소유주 등이 보유한 급여, 퇴직금 등 채권에 대해

서는 전액 면제되는 것으로 정하여 열등하게 취급하는 경우가 많다.311)

  3) 회생계획에서 압류채권자의 취급

위와 같이 회생채권자 상호 간에도 회생계획의 조건에 차등을 둘 수 

있는 이론적 근거가 확보되어 있지만 압류채권자와 그 밖의 채권자들 사

이에서 압류채권자에게 유리한 조건을 설정하는 차등 취급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강제집행절차에서 평등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압류채권자와 다른 채권자들이 달리 취급되지 않고, 이것이 회생

계획과 관련하여서도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지만 글의 서두에서 언급한대로 압류채권자는 강제집행절차를 개

시하기 위해 유, 무형의 노력을 다한 자이고 그로 인해 다른 채권자들까

지도 권리실현의 기회를 가지게 된다는 점에서 그 지위 보장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또한 평등주의보다 우선주의가 타당하다는 점 역시 앞서 주장

한 바와 같다.312)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였을 때 회생계획에서 압류채권

자에게 다른 채권자들보다 유리한 조건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그의 지위

서 차등을 두는 방식은 물론 주채무가 변제될 개연성이 높다면 때로는 보증채무는 전
액 면제하는 것으로 정하기도 한다. 注解 會社更生法, 836면.

309) 회생사건실무(上), 535, 552면; 서정걸, 앞의 글, 376-377면.
310) 회생사건실무(上), 505면. 폭발물사고로 인한 유족들의 보상금채권,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 다른 채권과 달리 전액 변제하도록 하거나, 탄광 개발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배상청구권을 공익채권으로 처리하는 일본의 예가 있다. 注解 會
社更生法, 835면.

311) 회생사건실무(上), 505면, 주 19); 注解 會社更生法, 837면.
312) 제2장 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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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보장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는 강제집행절차에 대한 취급

과는 구별되는 실체적인 측면에서의 지위 보장 문제이다.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채권자가 권리 만족에 있어 우위를 가지기 위

해서는 궁극적으로 우선주의로의 전환이라는 입법적 결단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예외적으로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라면 해석

론과 실무의 운영을 통해 압류채권자를 우위에 둘 수 있는 여지가 생긴

다.313) 즉, 통합도산법에서는 채무자의 경제적 파탄상태라는 특별한 상황 

하에서는 원래는 평등하게 취급되어야 할 채권자들이라 할지라도 적정한 

이해관계의 조정을 위해 차등 취급이 필요한 경우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회생계획에서 조건을 다르게 설정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를 두고 있

고,314) 전술한대로 실무상으로도 실제 그와 같은 취급이 이루어지고 있

기 때문이다.

따라서 회생계획의 조건에 있어 압류채권자를 유리하게 만드는 것은 

실제로 필요할 뿐만 아니라 법상 근거도 존재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

토해보아야 한다. 면제율이나 변제기간 등 조건이 어느 정도로 설정되어

야 적정한 차등이 되는지 여부는 사안에 따라 다를 것이므로 구체적인 

검토를 요한다. 다만 적어도 회생담보권보다 유리한 조건을 부여하여서

는 안 될 것이다.

 사. 회생절차에서의 M&A와 압류채권자

  1) 논의의 범위

회생절차에 있어서 M&A315)는 이를 통해 채무자의 회생을 조기에 달

313) 이는 기본적으로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반면 파산절
차의 경우 이해관계인들이 자율적으로 작성하는 계획안이라는 것이 없고 채권액의 비
율에 따른 평등한 배당만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능할 것이다.

314) 실질적 평등의 개념으로 해석되는 평등의 원칙이 그것이다.

315) M&A란 합병(Merger)과 매수(인수, Acquisition)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회사합병, 영업
양수 또는 주식취득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지배권이나 경영권을 직, 간접적으로 취득
하는 일체의 행위를 가리킨다. 회생사건실무(下), 15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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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할 수 있음은 물론, 회생계획인가 후 해당 계획의 수행이 곤란해진 경

우에도 활용될 수 있다.316) 회생절차로 나아간 기업은 대부분 재정상태

가 부실하고 수익구조도 붕괴된 상태인데 이러한 기업의 회생을 위해서

는 자체적인 계속기업가치의 실현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M&A를 통

한 외부로부터의 자금유입이 요청되는 경우가 많다.

회생절차에서 M&A가 활용되는 방식은 그 시기에 따라 회생절차 개

시 후 회생계획 인가 전의 영업 등의 양도(제62조), 회생계획에 의한 

M&A(제193조 제1항 제6호, 제200조), 회생계획 인가 후 회생계획의 변경

을 통한 M&A로 나뉜다.317) 본 논문에서는 이 가운데 회생계획 인가 전

의 영업양도에 대해서만 살펴본다. 회생계획에 의한 경우나 회생계획 인

가결정 후의 계획의 변경에 의한 M&A는 회생계획의 인가를 예정하고 

있거나 이미 인가결정이 있었으므로 강제집행 등 절차와 그에 따른 압류

채권자의 지위는 실효되었거나 그럴 예정이므로 특별히 설명할 것이 없

기 때문이다. 반면 인가 전 영업 등의 양도는 개시결정만 있는 상태에서 

대상재산이 회생절차로부터 벗어나므로 중지된 강제집행 등 절차의 처리

와 이에 따른 압류채권자의 지위에 관하여 검토할 부분이 있다.

  2) 회생계획 인가 전 영업 등의 양도

   가) 제도의 취지와 법원의 역할

회생계획 인가 전이라도 채무자의 회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

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채무자의 영업 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중요

한318)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제62조 제1항). 이를 허용한 취지는 회생절

316) 회생사건실무(下), 157면.
317) 회생사건실무(下), 160-161면.

318) 중요하지 않은 일부도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제62조의 문면을 이유
로 중요하지 않은 일부는 제20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회생계획에 의하여서만 양도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견해도 있다. 회생사건실무(下), 164면. 하지만 중요성은 법원이 
재량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규범적인 개념이고, 중요한 영업 등 일부의 양도가 인가 전 
법원의 허가만으로 허용되는데 그보다 중요성이 떨어지는 영업 등의 양도는 반드시 
회생계획으로만 해야 한다는 것은 균형이 맞지 않는다. 중요성에 대한 해석을 지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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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개시신청이 있었던 채무자는 개시결정을 전후로 이미 신용도가 하락하

고 기존 거래처들과 종업원들이 이탈하는 등의 현상을 경험하였거나 그

럴 것이 예상되는 바, 그 상태가 그대로 이어지면 기업가치가 하락할 우

려가 있으므로 인가 전에 미리 영업이나 사업의 양도를 허용하여 보다 

유리한 가격 및 조건으로 변제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에 있다.319) 종래 회사정리법 시대에는 위와 같은 필요에도 불구하고 

명문의 허용규정이 없어 논란이 있었는데, 통합도산법에서 이를 입법적

으로 해결한 것이다.320) 

법원이 이 규정에 따라 영업양도를 허가할 때는 미리 양도대가의 사

용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여러 이해관계인들이 얽혀있는 회생절차의 특

성상 법원이 이를 정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닌데, 인가 전 영업양도를 

추진하려는 채무자가 미리 주요 회생담보권자 및 회생채권자와 사이에서 

양도대가의 사용방법을 포함한 회생계획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협의를 

마친 후 회생절차로 진입하는 것이 요청된다.321) 

   나) 진행 중인 강제집행 등 절차의 처리와 압류채권자의 지위

양도의 대상이 된 영업이나 사업에 포함된 부동산, 동산, 채권에 대하

여 진행 중인 강제집행 등 절차가 있을 수 있다. 그러한 절차들은 그 존

재만으로 양수인의 양수의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영업 등 양

도에 방해가 된다. 설령 절차가 존속한 상태로 영업 등의 양도가 이루어

지게 되더라도 이 경우에는 양도대가를 산정할 때 강제집행 등 절차의 

채권자들에 대한 배당예정액이 공제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에 대해서는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채권자 사이에 형평을 깨뜨린다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따라서 원활한 영업 등 양도를 위해서는 강제집행 등에 대한 

취소명령이 요청된다.322) 채무자의 회생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인

게 엄격히 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319) 회생사건실무(下), 163면.
320) 오수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해설, 103면.

321) 회생사건실무(上), 168면. 
322) 회생사건실무(上), 16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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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전 영업 등의 양도가 이루어지는 이상 취소명령의 요건을 충족함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이 처리할 경우 회생법원으로서는 양도를 

허가하면서 동시에 취소명령을 발령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때로는 관리인이 사업상 수완을 발휘한 결과, 강제집행 등 절

차가 존속한 상태로 영업 등의 양도가 이루어지면서도 양도대가에서 채

권자들에 대한 배당예정액이 공제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이때는 

해당 강제집행 등 절차는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인한 중지로부터 벗어나

므로 그대로 속행될 것이다. 속행된 절차에서는 배당도 가능할 것인데 

여기서의 배당은 채무자가 아닌 영업양수인의 출연에 의한 것이므로 변

제금지 원칙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323)324)

4. 회생계획인가결정부터 회생절차 종료의 단계

 가. 회생계획인가결정

  1) 의의

제3회 관계인집회에서 제출된 회생계획안이 가결되면 그 계획안이 회

생계획으로 성립하고 회생법원은 이에 대하여 제3회 관계인집회의 기일 

또는 즉시로 선고한 기일에 인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제242조 제1항). 

가결되어 정당성을 확보한 회생계획이더라도 그 성립절차 및 내용이 위

법할 수 있고 다수결의 미명하에 이익이 침해되는 이해관계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법원이 후견적 지위에서 회생계획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한 것

이다.325)

법원은 제3회 관계인집회나 서면결의를 통해 가결된 회생계획안의 인

부에 대하여 제182조 제1항 각 호의 자, 채무자의 감독행정청 등으로부

323) 注解 會社更生法, 385면.
324) 미국 연방도산법에서도 관재인이 매각하여 재단으로부터 벗어난 재산에 대해서는 

자동중지가 종료되므로 집행절차의 속행이 가능하게 된다. 이제정, 앞의 글, 137면 참
조.

325) 임채홍 ․ 백창훈(下), 30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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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의견을 청취한 뒤(제240조 제2항, 제242조 제2항). 제243조 제1항에서 

정하는 인가요건을 갖추었는지 심사하여 인가여부를 판단한다. 법상 인

가요건은 회생절차 및 계획의 적법성(제1호), 회생계획의 공정 ․ 형평

성326)과 수행가능성327)(제2호), 회생계획안 결의의 성실 ․ 공정성(제3호), 

청산가치의 보장(제4호) 및 그 밖에 특별한 내용의 회생계획안에 대한 

특별요건들이 있다.328) 

  2) 권리의 면책, 소멸 및 변경

회생계획은 인가결정이 있은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제246조). 회

생계획이 인가되면 회생계획이나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

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

하고329), 주주 및 지분권자의 권리와 채무자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

권은 소멸한다(제251조). 한편 그 밖에 회생계획에 포함된 회생채권자, 

326) 규정상 평등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대법원 2000. 1. 5.자 99그35 결정은 공정 ․ 
형평성의 개념에 평등 역시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다른 성질의 권리를 공
정, 형평하게 차등 대우하는 것과 같은 성질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평등하게 취급하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으므로 위와 같은 해석이 타당하다.

327) 수행가능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대체로 ⅰ) 채무자가 회생계획을 통해 건전한 재
정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지 여부, 즉 경제적 회생이 가능한지 여부와 ⅱ) 회생계획의 
완전한 이행이 가능한지, 즉 이해관계인들이 그를 통해 합당한 권리만족을 얻을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회생사건실무(下), 59면; 임채홍 ․ 백창훈(下), 
319면. 이러한 판단기준은 제1조에서 정하고 있는 회생제도의 목적을 반영하는 것으
로 보인다.

328) 합병 또는 분할합병을 내용으로 한 회생계획에 관하여는 다른 회사의 주주총회 또
는 사원총회에서 합병계약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에 대해 승인을 결의하였을 것(제5
호), 회생계획에서 행정청의 허가·인가·면허 그 밖의 처분을 요하는 사항이 회생계
획안에 대하여 행정청이 제출한 의견과 중요한 점에서 차이가 없을 것(제6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에 관하여는 다른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주식의 
포괄적 교환계약서에 대해 승인을 결의하였을 것(제7호)이 있다.

329) 면책의 의미와 관련하여 채무가 절대적으로 소멸된다는 채무소멸설도 있으나, 규정
상 명백히 책임을 면한다고 표현하고 있는 점, 회생계획인가 후에도 보증인 등의 채
무는 존속하므로(제250조 제2항) 그 전제로서 주채무인 채무자의 채무 자체가 소멸한
다고 볼 수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책임만 소멸하고 채무는 자연채무로 남는다는 책임
소멸설이 타당하다. 민법주해(Ⅸ)-채권(2), 39-40면; 회생사건실무(下), 85면; 임채홍 ․ 
백창훈(下), 362면; 판례 역시 같은 입장이다.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다20964 
판결. 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1다312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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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담보권자, 주주 및 지분권자의 권리는 회생계획의 내용에 따라 변경

된다(제252조 제1항).330)

 

  3) 강제집행 등의 실효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인해 중지되었던 파산절차, 강제집행 등 절차

는 회생계획 인가결정으로 인해 효력을 잃는다(제256조 제1항 본문). 파

산절차가 실효되는 까닭은 회생계획이 인가된 이상 채무자가 파산상태에

서 벗어났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고, 강제집행 등이 실효되는 것은 회생

계획이 인가되어 권리가 면책, 소멸, 변경되는 등의 변화가 생겼고 각 

채권의 만족은 회생계획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므로 기존 절차를 존속할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이다.331) 다만 제58조 제5항에 따라 회생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어 법원이 속행을 명한 절차 또는 처분은 실효되지 않는

다.  

절차가 실효된다는 의미는 중지와는 달리 해당 절차가 소급적으로 효

력을 잃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압류채권자를 포함한 해당 절차의 이해관

계인들도 그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 실효는 인가결정 그 자체로 발생하

는 것이어서 집행기관의 별도 조치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이는 관념

적인 실효이므로 형식상으로도 절차를 종료시키기 위해서는 그 외형을 

제거하기 위한 집행해제 등 조치가 필요하다.332) 대법원 등기예규에서는 

인가결정을 한 회생법원이 인가결정의 등기를 촉탁하면서 동시에 강제집

행 등 절차에 따른 등기의 말소를 함께 촉탁할 수 있고, 집행법원의 말

소촉탁에 의하여 말소할 수도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333) 하지만 회생법

330) 여기서의 변경은 앞선 면책과는 달리 채무까지 실체적으로 변경된다는 의미로, 회
생채권, 회생담보권의 경우 채무가 전부 또는 일부 면제되거나 변제기가 연장되는 실
체적인 변경이 이루어진다. 회생사건실무(下), 88면; 임채홍 ․ 백창훈(下), 363면.

331) 회생사건실무(下), 93면; 임채홍 ․ 백창훈(下), 377면.

332) 회생사건실무(下), 94면; 임채홍 ․ 백창훈(下), 379면; 西岡淸一郞 ․ 鹿子木康 ․ 桝谷雄
一 編, 東京地裁會社更生實務硏究會 著, 會社更生の實務(下), 社團法人 金融財政事情硏
究會, 2005, 320면.

33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 등의 등기 사무처리지침, 등
기예규 제1516호(2014. 4. 24. 개정) 제15조 제4항(법고을 LX 2014에서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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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으로서는 진행 중인 강제집행 등 절차의 존재를, 집행법원으로서는 회

생계획인가결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각각 알기 어려우므로 실무적으로는 

보통 관리인이 경매개시결정등기 등의 말소촉탁을 신청하면서 회생계획

인가결정문 등본, 대상재산의 목록 등을 소명자료로 제출하게 된다

.334)335)

  4) 인가결정에 대한 불복수단

   가) 즉시항고

회생계획의 인가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247조 제1항). 인가결정의 법률적 효력을 받는 이해

관계인이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데, 회생계획 인가요건의 흠결을 간

과한 채 인가결정이 이루어졌다는 등의 위법사유를 들어 다툴 수 있다.

   나) 계획수행금지 가처분

인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제기하였다고 해도 회생계획의 수행에는 

영향이 없으므로(제247조 제3항) 나중에 항고가 인용되어 인가결정이 취

소되었는데 회생계획이 일부 수행된 경우에는 항고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대비하여 통합도산법은 특수한 가처분 제도를 마련해두고 

있다. 항고법원 또는 회생법원은 항고가 이유있다고 인정되고, 회생계획

의 수행으로 인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염려되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음을 항고인이 소명한 경우 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회생계획의 전부나 일부의 수행을 정지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

분을 할 수 있다(제247조 제3항 단서).336)

334) 회생사건실무(下), 94면; 임채홍 ․ 백창훈(下), 379면.
335) 이는 집행법원이 집행기관인 경우이고, 집행관이 집행기관인 경우에는 관리인이 집

행관에게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해제 등을 신청하게 될 것이다.

336) 이는 특수한 가처분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三ケ月章 ․ 竹下守夫 ․ 霜島甲一 ․ 前田 
庸 ․ 田村諄之輔 ․ 靑山善充, 條解 會社更生法(下), 弘文堂, 1998, 685면; 注解 會社更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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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계획의 수행으로 인한 회복할 수 없는 손해란, 예컨대 회생담보

권이 인가결정으로 실효된 이후 담보목적물이 제3자에게 양도되었는데 

나중에 인가결정이 취소되더라도 제3자에게 소급효를 주장할 수 없게 되

는 결과 담보권자가 입게 되는 손해 등을 말한다.337) 압류채권자로서는 

인가결정으로 강제집행절차가 실효되면 나중에 인가결정이 취소되어도 

기존의 지위를 회복할 수 없고338) 이는 제3자의 존재도 묻지 않는 것이

어서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은 회생계획의 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법률상태

의 원상회복에 필요한 처분을 말하는데, 구체적인 예로 제24조 제2항에 

따라 인가결정으로 말소된 등기의 회복등기촉탁과 같은 조치를 들 수 있

다.339) 압류채권자와 관련하여 생각하였을 때, 인가결정으로 인한 강제집

행절차의 실효는 인가결정에 따른 당연한 효력이지 회생계획의 수행이라

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여기서의 가처분으로 실효 자체를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위와 같이 회복등기촉탁과 같은 조치가 가능하다고 한다

면 앞서 3)에서 본 바와 같이 인가결정 후 말소된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의 회복등기촉탁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가 회

복되면 압류채권자로서는 등기부상 그 지위를 회복하기 때문에 구제수단

으로서 의미가 있다.

  5) 회생계획인가결정의 취소

   가) 인가결정 취소의 일반적 효력

인가요건에 흠결이 있음에도 인가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항고심이 자

판을 하거나 환송을 받은 회생법원이 회생계획인가결정을 취소하게 된

다. 이로 인해 회생계획은 소급하여 실효되므로 앞서 본 권리의 면책, 

法, 874면.
337) 條解 會社更生法(下), 685면.

338) 아래 5) 가) 참조.
339) 條解 會社更生法(下), 68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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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 변경 및 중지되었던 절차의 실효 등 일체의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

되며 관리인이 했던 행위 역시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340) 하지만 거래안

전의 보호를 위해 인가결정 후 인가결정 취소결정 확정 이전에 회생계획

의 수행에 따라 권리를 취득한 제3자에게는 인가결정의 취소를 주장할 

수 없다.341) 

   나) 인가결정으로 실효되었던 절차의 회복문제

인가결정에 따라 실효된 강제집행 등 절차를 인가결정 취소 후에 어

떻게 처리해야 하는지가 문제이다. 위법한 인가결정에 의한 절차의 실효

는 부당한 것이므로 그 부활이 검토될 수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파

산절차는 제25조 제3항에서 회생계획인가취소의 등기를 할 때 인가로 인

해 말소된 파산등기를 직권으로 회복하도록 규정한 점에 비추어 당연히 

그 효력을 회복하지만, 강제집행 등 다른 절차는 부활하지 않고 채권자

가 재신청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342) 집단적 채무처리절차로서의 

성격을 공유하는 파산절차와 회생절차는 상호 전환이 간명한 반면 강제

집행 등 절차는 그 성격이 달라 전환이 용이하지 않은 점, 부활을 인정

하면 법률관계가 지나치게 복잡해진다는 점, 파산절차는 지체함이 없이 

바로 진행시킬 필요가 있으나 강제집행 등 절차는 집행할 대상재산이 있

는 한 집행착수 시기는 중요하지 않고 그 여부를 채권자의 판단에 맡길 

필요가 있다는 점, 강제집행 등 절차에 관하여는 제25조 제3항과 같은 

규정이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한다.343)

생각건대 단순히 재신청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는 인가결정 이전에 압

류채권자가 가졌던 지위의 회복을 보장할 수 없어 한계가 있지만, 현행 

회생절차의 구조상 위와 같은 해석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다만 인가

결정 이후 취소시까지 외형이 제거되지 않은 절차가 있다면 그러한 절차

340) 회생사건실무(下), 111면; 임채홍 ․ 백창훈(下), 354면.
341) 條解 會社更生法(下), 686면. 

342) 회생사건실무(下), 94면; 임채홍 ․ 백창훈(下), 380면.
343) 임채홍 ․ 백창훈(下), 380-38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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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부활까지 부정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통상 회생계획안 작성단계부터 

그것이 인가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법원이 적극적으로 관여하기 때문

에344) 인가결정이 취소될 일은 그리 많지 않고, 따라서 위와 같은 부당

한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도 낮은 편이다. 회생계획안 작성 과정에서 법

원의 역할은 이러한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것이다.

  6) 인가결정 확정 후 회생채권자표 등의 기재

   가) 인가 후 회생채권자표 등의 의의 및 효력

회생계획인가결정은 즉시항고기간의 도과, 즉시항고의 취하, 즉시항고

에 대한 기각 또는 각하결정에 의해 확정되며, 항고심 이후에는 재항고

기간의 도과, 재항고의 취하, 재항고에 대한 기각 또는 각하결정으로 확

정된다. 인가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사무관등은 회생계획에서 인정된 권리

를 회생채권자표, 회생담보권자표와 주주 ․ 지분권자표에 기재하도록 되

어있다(제249조). 목록 제출 단계에서부터 작성되어 온 회생채권자표 등

이 인가결정 확정으로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다.

회생채권자표 등의 위와 같은 기재는 채무자,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

자, 주주, 지분권자, 회생을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자, 신회사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제255조 제1항). 확

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의 의미는 앞서 3. 라.에서 살핀 바와 같이 회생절

차 내에서의 불가쟁적 효력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기존 집행권원과의 관계

회생채권자표 등에 기재된 권리가 금전의 지급 그 밖의 이행의 청구

를 내용으로 하는 권리라면 그러한 권리를 보유한 자는 회생절차 종결 

후에 채무자 또는 그를 위하여 채무를 부담한 자에 대하여 회생채권자표 

344) 회생사건실무(下), 5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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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제255조 제2항).345) 그런

데 원래부터 집행권원이 있는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에 대해서도 예외없

이 회생채권자표 등이 작성되므로 이 경우 기존 집행권원과의 관계가 문

제될 수 있다.

민사집행법의 관점에서 이는 수 개의 집행권원이 경합하는 문제인데, 

이에 대해 새로운 집행권원만이 유효하다고 보는 견해도 있으나 민사집

행법학계의 다수설과 현재 실무는 각각의 집행권원이 모두 유효하다고 

본다.346) 반면 도산법학계에서는 인가결정 후의 시점에 한정된 논의이기

는 하나, 인가결정으로 인해 집행채권이 변경되거나 면책되므로 기존 집

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은 부당하고 회생채권자표 등에 기하여서만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다는 견해가 다수설로 보인다.347)

생각건대 새로운 집행권원의 성립만으로 기존 집행권원이 무효가 된

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또한 앞서 본대로 회생채권자표 등의 기재

에 부여되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기판력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기존 집행권원이 기판력을 가진 것이라면 이를 존속시킬 현실적인 필요

도 있다. 인가결정이 있어 집행채권에 실체적인 효력이 미치더라도 집행

권원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이와 무관하여 청구이의의 소 등을 통해 집행

의 배제를 구하여야 한다는 기본 법리를 달리 적용할 이유가 없다.348) 

따라서 회생채권자표 등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기존 집행권원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 견해에 의하면 압류채권자는 회생절차 종료 

345) 제292조 제2항에서도 회생절차 종료 후 회생채권자표 등에 근거한 강제집행이 가능
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동 조항은 회생절차가 폐지, 불인가결정 등 종결 이외의 사
유로 종료된 경우에 적용하고 제255조 제2항은 규정의 문면대로 회생절차가 성공적으
로 종결된 경우에 적용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346) 이시윤, 신민사집행법, 112면; 사법연수원, 앞의 책, 30면.

347) 회생사건실무(下), 99면; 임채홍 ․ 백창훈(下), 387면; 일본에서도 이 견해가 다수설로 
보인다. 注解 會社更生法, 909면.

348) 면책결정이 확정된 이후에 기존의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에 기하여 신청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령된 사안에서, 대법원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
한 면책결정이 확정되어 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는 면책된 채무에 관한 집행권원의 효력을 당연히 상실시키는 사유는 되지 아니하고 
다만 청구이의의 소를 통하여 그 집행권원의 집행력을 배제시킬 수 있는 실체상의 사
유에 불과하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대법원 2013. 9. 16.자 2013마1438 결정; 대법
원 2014. 2. 13.자 2013마2429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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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에 회생채권자표 등은 물론 기존 집행권원에 기하여도 강제집행을 신

청할 수 있고, 만일 그것이 인가결정 이후에 이루어졌다면 채무자로서는 

인가결정으로 인한 권리변경 또는 면책을 이유로 청구이의의 소 등을 제

기하여 다투면 될 것이다.349)

 나. 회생절차의 종료

  1) 회생절차 종료의 유형

일단 개시된 회생절차가 종료되는 경우를 절차의 진행 순서에 따라 

나열하면 회생절차개시결정의 취소, 회생계획인가결정 전의 폐지, 회생

계획 불인가결정의 확정, 회생계획인가결정 취소, 회생계획인가결정 후

의 폐지, 회생절차의 종결이 있다.350) 이 가운데 회생절차개시결정의 취

소와 회생계획인가결정의 취소에 대해서는 앞서 보았으므로 여기에서는 

종결, 폐지 및 불인가결정에 대하여 살펴본다.

  2) 회생절차의 종결

회생절차의 종결은 채무자가 인가된 회생계획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

거나 수행할 개연성이 큰 경우에 회생절차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보아 

절차를 종료시키는 것이다(제283조 제1항). 법원은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

가 시작되고 회생절차를 종결해도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

에 관리인(제1호), 목록기재 또는 신고된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

(제2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종결결정을 한다.

  3) 회생절차의 폐지

   가) 의의와 종류

349) 同旨 : 條解 會社更生法(下), 783면.
350) 일본 회사갱생법은 이들 종료사유를 나열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제2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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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의 종결이 회생절차의 목적달성, 즉 성공인 반면 회생절차의 

폐지는 곧 회생절차의 실패를 의미한다. 회생절차의 폐지를 통해 회생절

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채무자는 회생절차로부터 축출된다.351) 회

생절차의 폐지는 인가결정 전의 폐지와 인가결정 후의 폐지로 나뉜다. 

인가결정 후의 폐지는 회생계획이 인가된 후에 회생계획의 수행가능성 

없음이 명백하게 되는 것을 그 사유로 한다(제288조 제1항). 반면 인가결

정 전의 폐지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간 내에 회생계획안이 제출되지 않거

나352) 제출된 회생계획안이 있더라도 그것이 관계인집회의 심리 및 결의

에 부칠만한 것이 못 되는 경우(제286조 제1항 제1호), 제3회 관계인집회 

또는 서면결의에서 회생계획안이 부결된 경우(제2, 4호), 법정된 가결기

간353) 내에 회생계획이 가결되지 아니한 경우(제2, 3호), 청산가치가 계

속기업가치보다 크다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진 경우(제286조 제2항), 채무

자가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와 회생담보권자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있음이 명백하게 된 경우(제287조 제1항)에 이루어져 

그 사유가 다양하다.

   나) 불소급효

폐지결정은 기존에 진행된 회생절차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 폐지의 시점이 인가결정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불소급효의 내용은 

다소 차이가 있다.354) 인가결정 후의 폐지에 관하여는 제288조 제4항에

서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생절차폐지는 회생계획의 수행과 이 법

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불소

급효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있다. 이에 따라 폐지이전까지 이루어진 회

351) 회생사건실무(下), 207, 213면; 임채홍 ․ 백창훈(下), 417면.

352) 실무적으로 기간 내에 회생계획안이 제출되지 않아 폐지가 된 사례는 거의 없다고 
한다. 회생사건실무(下), 209면. 

353) 가결기간을 둔 취지가 회생절차의 지연을 막고자 함에 있으므로 기간이 도과하면 
곧바로 폐지결정을 하여야 한다. 회생사건실무(下), 210면.

354) 임채홍 ․ 백창훈(下), 440-44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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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획의 수행과 거기에 수반되는 관리인의 권한에 기한 행위는 유효하

고,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발생한 권리의 면책, 변경, 소멸(제251, 252

조) 역시 유지된다. 반면 인가결정 전의 폐지에 관하여는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불소급효가 인정되고 학설상으로도 이견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인가결정이 있기 전이므로 여기서의 불소급효는 절차적인 면에서만 

의미가 있다.

  4) 회생계획 불인가결정

회생계획안이 관계인집회나 서면결의를 거쳐 가결되었으나 법원이 판

단하기에 해당 회생계획안이 인가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을 경우 회생계

획 불인가결정을 하게 된다. 불인가결정 역시 회생절차 종료사유 가운데 

하나이며 제6조 제2항, 제7조 제1항, 제23조 제1항 등 총칙 규정에서도 

이를 전제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의 취소, 회생절차폐지결정 등 다른 종료

사유들과 대등하게 취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그 효력에 있어서는 회생

계획인가결정 전 폐지와 같다고 해석된다.355)

  5) 종료에 따른 강제집행 등 절차의 처리

   가) 회생절차 종료의 효과 일반

회생절차개시결정의 취소, 회생절차 폐지, 회생계획 불인가, 회생계획 

종결결정 등으로 회생절차가 종료되면 공통적으로 다음과 같은 효과가 

발생한다. ① 관리인의 업무수행, 관리처분권이 소멸하고 채무자가 그 

권한을 회복하며, ②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자본감소 등을 할 수 없

고(제55조 제1항) 정관변경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제55조 제2

항)의 채무자에 대한 절차적 구속이 사라지며, ③ 채권자들로서는 개별

적 권리행사 금지의 제약이 사라짐에 따라 임의변제를 받거나 강제집행, 

355) 임채홍 ․ 백창훈(下), 35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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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권실행 등을 통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나) 강제집행 등 절차에 대한 효과

이 가운데 강제집행 등 절차에 대한 제약이 해소되는 구체적인 모습

은 해당 회생절차 종료사유가 회생계획인가결정 전의 사유인지 후의 사

유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중지된 절차가 실효되기 

때문이다(제256조 제1항). 

인가결정 전의 종료사유인 회생절차개시결정의 취소, 회생계획인가결

정 전의 폐지, 회생계획 불인가결정의 확정이 있었던 경우에는 회생절차

개시결정으로 중지되었던 강제집행 등 절차는 중지상태에서 벗어나 중지

된 시점부터 속행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취소명령이 있었던 경우에는 그

렇지 않다.

반면 인가 후 폐지결정의 확정, 회생절차의 종결 등 회생계획인가결

정이 있은 후에 회생절차가 종료된 경우, 인가결정으로 인해 강제집행 

등 절차가 실효되었으므로 속행될 여지가 없다.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

자는 기존 집행권원이나 회생절차에서 작성된 회생채권자표 등을 집행권

원으로 하여 새로이 강제집행절차를 신청하거나 다른 채권자가 개시한 

절차에 배당요구를 하여 참가하는 수밖에 없다. 인가결정이 취소되는 경

우에도 그와 같음은 앞서 보았다. 제2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예외적으

로 속행된 절차는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실효되지 않으므로 기존 상태 

그대로 진행된다. 그렇지만 이는 회생절차의 종료로 인한 효과가 아니라 

법원이 한 속행명령의 효과로 보아야 한다.

압류채권자는 강제집행 등 절차가 속행되는 경우에는 그 지위를 유지

하여 최종 배당까지 기대할 수 있지만, 실효되는 경우에는 그 지위를 완

전히 상실한다. 

   다) 회생절차 종료로 인한 파산절차로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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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의와 요건

통합도산법은 총칙에서 회생절차가 종료되는 경우 중 일부에 대하여 

파산절차로의 이행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견련파산이라 한다. 이러한 

규정을 둔 취지는 회생사건을 담당하였던 법원에게 그 사후처리까지 하

도록 하는 것이 소송경제적으로 유리하고 회생과 파산이라는 도산절차를 

하나의 범주 안에서 원활하게 상호 연결시켜 처리하고자 함에 있다.356)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지 않은 상태일 것,357) 법원이 그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이 되는 사실, 즉 지급불능이나 부채초과의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것이 견련파산선고를 위해 필요한 공통의 요건이다(제6조 제1, 2

항). 위 두 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회생절차의 종료사유가 무엇인가에 

따라 파산선고가 필요적인지 임의적인지가 결정된다. 인가 후 폐지결정

이 확정된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선고를 하여야 하지만(제6조 

제1항), 그 밖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이 기각되거나 인가 전 폐지결정이나 

불인가결정이 있었던 경우에는 채무자 또는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법원이 파산선고를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제6조 제2항).358)359)

    (2) 파산절차로의 이행에 따른 강제집행 등 절차의 처리

356) 임채홍 ․ 백창훈(上), 162면.

357) 파산선고를 받은 후에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에 대하여도 인가결정 후 폐지결정
이 확정되면 필요적 파산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제6조 제8항), 이미 파산선고
가 있었다면 파산선고로 인해 강제집행 등 절차가 실효되었을 것이고 이는 파산절차
에서 다룰 내용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파산선고를 받지 않은 채무자에 관해서만 다룬
다.

358) 1999. 12. 31. 개정된 회사정리법에서는 회생절차개시신청을 기각하는 경우에만 임
의적 파산선고를 하고 나머지 종료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적 파산선고를 하도록 
규정하였는데, 이에 대해서는 파산선고를 염려한 회사가 정리절차개시신청을 주저하
게 되면서 갱생의 적기를 놓칠 수 있고, 사적인 청산절차를 활용할 기회를 원천적으
로 박탈하는 것으로 부당하다는 비판이 있었다. 회생사건실무(下), 229면. 임채홍 ․ 백
창훈(上), 88면. 현행법에서는 이러한 비판을 받아들여 위와 같이 필요적 파산선고의 
범위를 축소하였다.

359) 반면 일본에서는 인가 후 폐지되는 경우에도 파산선고를 필요적이 아닌 임의적인 
것으로 정하고 있다(일본 회사갱생법 제25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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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임의적 파산선고

임의적 파산선고 사유인 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결정, 인가 전 폐지, 

회생계획 불인가는 모두 회생계획인가결정의 전(前) 단계이므로 예외적

으로 취소명령이 있었던 경우가 아닌 이상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 절차는 실효되지 않고 중지된 상태이다. 그런데 파산절차 

부분에서 자세히 살피겠지만, 파산선고가 되면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

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강제집행 ․ 가압류 ․ 가처분은 파

산재단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잃게 된다(제348조 제1항). 집행채권이 회

생채권인 경우, 파산절차에서는 대체로 파산채권으로 분류될 것이기 때

문에 해당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절차 역시 그에 따라 실효될 것이다. 

집행채권이 회생담보권인 경우에도,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절차가 별

제권의 행사방법으로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실효될 것이다. 

한편 공익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한 강제집행 등 절차의 경우에는 아래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회생절차의 영향을 받지 않고 그대로 진행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견련파산선고가 있으면 회생절차에서의 공익채권

은 새로이 진행되는 파산절차에서 재단채권으로 분류된다(제6조 제4항). 

재단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절차는 회생절차에서와는 

달리 파산선고와 동시에 실효된다고 보는 것이 학설과 판례의 입장이

다.360) 따라서 공익채권에 기초하여 진행 중이던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

분 절차 역시 집행채권이 재단채권으로 분류되면서 파산선고로 인해 실

효될 것이다.

     (나) 필요적 파산선고

인가 후 폐지결정으로 인한 파산선고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위 (가)와

는 상황이 다르다. 이미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인해 강제집행 등 절차가 

실효되었을 것이므로 파산선고가 새로이 미칠 영향은 없다. 예외적으로 

360) 아래 Ⅲ. 3. 나. 3) 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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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행명령이 있어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도 실효되지 않았던 절차는 파산

선고로 인해 실효될 것이다. 공익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 절차 역시 회

생계획인가결정과는 무관하게 진행되지만 파산선고로 인해 실효가 예상

된다.

     (다) 임의적 파산선고에 대한 신중한 접근

실무적으로 회생절차 종료를 이유로 임의적 파산선고를 할 때는 법원

의 신중한 태도가 요구된다. 회생절차의 종료시점이 빠를수록 법원이 보

유한 채무자에 대한 정보의 양이 적고 회생절차가 많이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절차반복으로 인한 비효율성도 크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파

산선고에 대해 소극적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361) 실제로 서

울중앙지방법원은 채무자 또는 관리인의 신청이 없는 한 임의적 파산선

고는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한다.362)

이러한 태도는 견련파산선고가 강제집행 등 절차에 미치는 영향에 의

해서도 뒷받침된다. 위 (가), (나)에서 검토한 바에 따르면 견련파산선고

는 압류채권자 등 강제집행 등 절차의 이해관계인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

친다. 파산선고가 없다면 중지되었던 절차가 속행되어 원래의 지위를 그

대로 회복할 수 있지만, 견련파산이 선고되면 절차의 실효로 인해 기존 

지위를 상실하고 파산절차를 통한 평등배당을 기대할 수 있을 뿐이다. 

특히 공익채권자일 경우 애초에는 회생절차와 무관하게 절차진행을 보장

받고 있었음에도 파산선고로 인해 절차가 실효되므로 불이익이 한층 더 

두드러진다.363) 이해관계인들에게 미치는 효과가 이와 같이 큰 이상 임

의적 파산선고에 대해서는 더욱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5. 공익채권자인 압류채권자의 지위 

361) 회생사건실무(下), 231면.

362) 도산절차와 소송 및 집행절차, 120면.

363) 물론 아래 Ⅲ. 7.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파산절차에서도 절차실효 방식이 아니라 
절차중지 방식이 도입된다면 이러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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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공익채권의 의의 및 특수성

  1) 의의

공익채권은 일반적으로 회생절차개시 후 회생절차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기 위하여 인정된 채무자에 대한 청구권 가운데 제179조 

기타 개별적인 조항에서 공익채권으로 인정된 청구권을 말한다. 그 지급

이나 이행이 회생절차의 이해관계인 전반의 이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공익(共益)채권이라고 불린다.364)

그렇지만 실제로 통합도산법상 공익채권으로 인정되는 채권들의 면면

을 살펴보면 그 발생시기나 발생원인이 위와 같이 한정되는 것은 아니

다. 회생절차개시 전에 발생한 채권이지만 형평 또는 사회정책적인 고려

로 인해 공익채권으로 인정되기도 하고,365) 반대로 회생절차개시 후에 

발생하였더라도 회생채권이나 회생담보권으로 분류되는 것들도 있다.366) 

이러한 점에서 결국 어떤 채권을 공익채권으로 할 것인가는 논리필연적

인 것이 아니라 입법정책의 문제이다.367)

한편 공익채권은 채무자의 재산에 설정된 담보권에 의해 담보될 수도 

있는데 이를 법률상 용어는 아니지만 회생담보권에 대응하여 공익담보권

이라 부른다.368)

  2) 특수성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또는 형평이나 사회정

책적인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인정되는 것이니만큼 회생채권이나 회생담

보권과 다르게 취급된다.

364) 회생사건실무(上), 376면; 임채홍 ․ 백창훈(下), 77면.

365) 제179조 제7, 8, 9, 10, 11, 12호.
366) 제118조 제2, 3, 4호.

367) 오수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해설, 125면.
368) 회생사건실무(上), 384면; 임채홍 ․ 백창훈(下), 10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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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관리인이 수시로 변제

하여야 한다(제180조 제1항). 따라서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할 필요가 

없으며, 확정될 필요도 없고, 회생계획에 따를 필요도 없다.369) 

또한 공익채권은 회생채권이나 회생담보권보다 우선하여 변제한다(제

180조 제2항). 우선변제의 의미는 채무자의 일반재산에 대하여 회생채권, 

회생담보권보다 우선한다는 것이고, 선순위의 회생담보권이 설정된 특정 

재산에 대하여는 그 회생담보권보다 우선할 수 없다.370)

만일 채무자의 재산이 공익채권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함이 명백하

게 된 경우에는 채무자의 사업계속을 위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차입한 

금원을 우선적으로 변제하고, 나머지 공익채권에 대하여는 법령에 정하

는 우선권과 상관없이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변제를 하여야 한다(제

180조 제7항 본문). 다만 공익담보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동 조항 단

서).

이상과 같은 특징은 공익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절차의 취급에도 반

영되고 압류채권자의 지위 역시 그에 따라 달라진다. 아래에서 구체적으

로 살펴본다.

 나. 공익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취급

  1) 중지, 금지 및 실효로부터의 배제

공익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절차는 회생절차개시신청 후 개시결정 전

까지의 중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의 효력이나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인

한 중지, 금지의 효력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관리인이 공익채권의 변제

기가 도래하였음에도 변제하지 않는다면 공익채권자는 공익채권을 집행

채권으로 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고371) 강제집행절차가 이미 진행 

369) 임채홍 ․ 백창훈(下), 97-98면.

370) 임채홍 ․ 백창훈(下), 101면; 대법원 1993.4.9. 선고 92다56216 판결(선순위 정리담보
권이 설정된 재산에 공익담보권이 설정된 사안).

371) 회생사건실무(上), 383면; 오수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해설, 1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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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이었다면 중지되지 않는다. 회사정리법 시대에는 공익채권에 기한 강

제집행을 정리절차 진행 중에도 신청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논의가 있었

고 통설은 이를 긍정하였다.372) 통합도산법에서는 공익채권에 기초한 강

제집행 또는 가압류에 대한 예외적인 중지, 취소명령을 명시적으로 규정

하였으므로(제180조 제3항), 그 반대해석상 공익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절

차의 속행 또는 새로운 신청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문제가 없다. 회생계

획인가결정으로 인한 절차의 실효 역시 공익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절차에

는 미치지 않는다.

이와 같이 공익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절차를 계속 또는 새로이 진행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회생절차의 진행과 이후의 회생계획 수행이 

채무자의 경제적 갱생을 목표로 장기간 계속된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공익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면 단기

적으로는 채무자에게 유리할지 모르나 채권자들로서는 이로 인해 회생절

차 개시 후 채무자와의 거래를 꺼리게 되고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현상이 

채무자의 경제적 갱생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373)

공익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강제집행절차가 진행되는 양상을 구체

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회생절차개시 후의 원인으로 발생하

는 공익채권이 집행채권이라면 개시 당시 진행 중이던 강제집행절차는 

상정할 수 없을 것이다. 다만 그가 회생절차 진행 중에 채무자에 대한 

집행력 있는 정본을 새로이 확보한다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을 것이

다. 반면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인한 공익채권에 근거하여서는 회

생절차개시 이전에 이미 강제집행절차가 진행 중일 수 있는데,374) 이러

한 절차는 회생절차개시 이후에도 속행됨이 원칙이다. 물론 개시 전 공

익채권에 기초하여 회생절차 개시 후 새로이 강제집행신청을 할 수도 있

다. 그리고 공익채권은 회생절차개시로 인한 변제금지의 효력도 받지 않

으므로 배당절차에서 실제로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다. 주의할 것은 

372) 임채홍 ․ 백창훈(下), 98면.
373) 정준영, 파산절차가 계속중인 민사소송에 미치는 영향–판결절차와 집행절차를 포함

하여-, 재판자료 제83집-파산법의 제문제(하), 법원도서관, 1999, 215면.

374) 예컨대 임금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는 강제집행절차는 개시 전에도 진행 중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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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채권자가 보유한 채권의 전부 혹은 일부가 공익채권이어야 하는 것

이고, 강제집행에 배당요구 등의 방식으로 참가한 그 밖의 채권자들 가

운데 공익채권자가 있더라도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2) 예외적인 중지, 취소

공익채권이 그 특수성으로 인해 회생절차에서 벗어나 자유로이 행사

될 수 있고 그 일환으로 강제집행까지 할 수 있더라도 회생절차의 목적

달성에 방해가 된다면 이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회사정리법에

는 공익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입법론적으

로 보완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있었다.375) 이에 통합도산법에서는 제180

조 제3항에서 법원이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공익채권에 기

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의 중지나 취소를 

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중지, 취소명령의 사유는 그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가 회생에 현저하게 지장을 초래하고 채무자에게 환가하기 

쉬운 다른 재산이 있거나(제1호), 채무자의 재산이 공익채권의 총액을 변

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명백하게 된 때(제2호)이다. 제1호의 사유에서는 

채무자의 회생에 방해가 되는 강제집행, 가압류를 배제할 수 있도록 하

면서도 채무자에게 환가가 용이한 다른 재산이 있을 것을 추가로 요구하

여 균형을 도모하였다.376) 제2호의 사유는 공익채권에 대한 예외적인 안

분변제 사유에 해당하는데 이 경우 공익채권의 변제가 정지됨에 따라 그

에 기초한 강제집행, 가압류 등도 허용하여서는 안 되므로377) 마련된 것

이다.

Ⅲ. 파산절차에서 압류채권자의 지위

1. 도입

375) 임채홍 ․ 백창훈(下), 98-99면.

376) 회생사건실무(上), 384면.
377) 임채홍 ․ 백창훈(下), 10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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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파산절차에서 압류채권자의 지위를 파산절차의 진행 순서에 

따라 살펴본다. 파산절차에서는 파산선고와 동시에 강제집행절차가 실효

되므로 회생절차의 경우보다 절차 진행에 따른 압류채권자의 지위 변화

가 단순하다. 아래에서는 파산선고와 파산종료를 기준점으로 삼아 절차

를 4단계로 나누어 기술한다. 한편 파산절차는 파산채무자가 법인인지 

개인인지에 따라 진행양상에 차이가 있고, 개인이라면 면책절차에 대한 

검토까지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함께 서술하되 법인파산과 개인파산 간

에 차이점이 있는 부분들은 그때마다 살펴보고, 면책절차에 대해서는 별

도의 항에서 서술하기로 한다.

2. 파산신청부터 파산선고 전까지의 단계

 가. 파산신청

채권자 또는 채무자378)는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제294조 제1항). 채

무자가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것을 자기파산 또는 자발적 파산이라고 

하며,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것은 비자발적 파산이라고 한다.379) 회

생절차에서는 절차개시를 신청하려는 채권자의 채권액이 일정 액수 이상

일 것을 요하는 반면 파산절차에서는 채권액에 대한 제한이 없다. 채권

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채권의 존재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의 존

재에 대한 소명이 요구된다(제294조 제2항). 채권자에 의한 파산절차의 

남용을 막고자 하는 취지이다.380) 채권의 존재에 대한 소명자료로는 판

결, 공정증서 등 집행권원이 대표적일 것이나 이외에도 어음 또는 수표, 

계약서, 외상매출금장부 등도 제출될 수 있다.381) 따라서 반드시 채권자

378)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이사가, 합명회사나 합자회사인 경우에는 무한책임사원이, 주
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 이사가, 청산중인 법인에 대하여는 청산인이 각각 파산
신청을 할 수 있다(제295조).

379) 개인파산 ․ 회생실무, 3면. 

380) 전병서, 앞의 책, 51면. 
381)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실무연구회, 법인파산실무 제3판, 박영사, 2011, 4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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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집행권원을 보유한 자일 필요는 없으나,382) 실무상 신청채권의 존부

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경우 집행권원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383) 파산선

고시 파산채권으로 분류될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채권자의 파산신청권에 

대하여는 별다른 의문이 없으나 재단채권으로 분류될 채권을 보유한 채

권자의 파산신청에 대하여는 재단채권은 대체로 파산선고 후에 발생할뿐

더러 파산선고 전의 것이라도 수시로 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파

산신청권이 없다고 보는 해석이 일반적이다.384) 다만 임금채권자의 파산

신청권은 실무상 인정된다.385)

압류채권자는 이미 집행권원을 보유하고 있는 채권자이므로 다른 채

권자들에 비해 파산신청이 비교적 용이할 것이다. 다만 파산선고로 인해 

자신이 신청한 강제집행절차가 실효되는 불이익이 있으므로 파산신청으

로 나아가는 경우가 많지는 않을 것이다. 기존 강제집행절차가 이미 다

수의 채권자들의 참가로 인해 포화상태에 이르러 현실적으로 배당받을 

수 있는 액수가 크지 않다면, 채무자의 기타 재산으로부터도 채권의 만

족을 얻기 위하여 파산신청을 할 유인이 있을 것이다.

 나. 파산선고 전의 보전처분

  1) 의의

파산신청을 한 것만으로는 채무자가 업무 및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

을 상실하지 않고 채권자들의 권리행사가 금지되지도 않는다. 이러한 상

태가 계속된다면 파산선고가 되기도 전에 채무자의 재산이 빠져나가고 

채권자들 중 일부만이 채권의 만족을 얻어 이후 진행되는 파산절차에 심

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한 것이 파산선고 전의 보전처

분 제도이다. 법원은 파산선고 전이라도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382) 전병서, 앞의 책, 47면.
383) 법인파산실무, 49면.

384) 법인파산실무, 36면; 전병서, 앞의 책, 48면. 
385) 법인파산실무, 3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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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관하여 가압류, 가처분 기타 필요한 보전처분

을 명할 수 있으며 이는 채권자, 채무자의 신청에 의해 개시되는 파산절

차뿐만 아니라 법원이 직권 파산선고를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제323

조 제1항). 재판의 형식은 결정이다(제323조 제3항).

실무상 파산선고 전 보전처분의 활용도는 낮은 편이다. 서울중앙지방

법원에서는 파산신청 후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파산선고를 하고 보전

처분을 잘 활용하지 않는다.386) 그 이유는 채무자 신청 사건에서는 신청 

후 2주, 기록이 배당되어 재판부에 전달된 후 10일 이내에 파산선고 여

부를 결정하는 것이 원칙387)이므로 파산신청에서 파산선고까지의 기간이 

짧아 보전처분의 필요성이 크지 않고, 채권자 신청 사건에서는 상대적으

로 심사기간은 길지만 보전처분의 신청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직권 

보전처분은 파산선고에 대한 재판부의 예단으로 비춰질 염려가 있기 때

문이다.388)389)

이러한 실무관행만 놓고 본다면 파산선고 전 보전처분에 대하여 검토

할 실익이 크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보전처분 제도가 

형해화되는 것은 아니므로390) 이하에서 보전처분의 구체적인 내용을 검

토한다.

  2) 종류

   가) 개설

파산선고 전 보전처분은 크게 인적 보전처분인 채무자 또는 그의 법

386) 법인파산실무, 51면; 김정만 ․ 정문경 ․ 문성호 ․ 남준우, 법인파산실무의 주요 논점, 
저스티스 통권 제124호(2011. 6.), 한국법학원, 444면.

387) 법령상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다.
388) 김정만 외 3명, 앞의 글, 444면.

389) 이에 반하여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파산재단을 보전한다는 보전처분 제도의 목적상 
법원이 적극적으로 직권 보전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로는 이진만, 파산선고 전
의 보전처분, 파산법의 제문제(상)-재판자료 제82집, 법원도서관, 1999, 142면.

390) 김정만 외 3명, 앞의 글, 444면에서도 이러한 실무의 태도가 보전처분의 필요성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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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리인 등에 대한 구인(제322조 제1항, 제320조), 물적 보전처분인 채

무자의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제323조 제1항), 상법 해상편의 책임제한절

차에 대한 정지명령(제324조 제1항)의 3가지가 있다. 이 가운데 물적 보

전처분에 대해서만 검토한다.

   나) 물적 보전처분의 종류

    (1) 통상의 가압류 및 가처분

제323조 제1항에 보전처분의 예로 가압류, 가처분이 규정되어 있다. 

이는 민사집행법 제4편의 보전처분과 그 내용에 있어서 동일하다.391) 채

무자가 가지는 재산 전반에 대한 가압류나 특정 재산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등이 파산선고 전 보전처분으로서 이루어

질 수 있다. 민사집행법상 보전처분과 비교하였을 때, 특정한 피보전채

권이 없고 모든 채권자들을 위한 보전의 필요성을 검토하므로 금전채권

의 보전을 위한 가처분도 가능해지는 등 보다 유연하게 활용된다.392)

    (2) 변제금지 보전처분

채무자에게 채권자들에 대한 변제를 해서는 안 된다는 부작위를 명하

는 변제금지 보전처분도 가능하다.393) 회생절차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보

전처분은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 대한 효력은 없으므로 채권자가 채무자

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거나 강제집행절차를 신청하는 등 권리를 행사하

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394)

    (3) 강제집행중지, 금지 보전처분

391) 그러므로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민사집행법 제4편의 조항들이 유추적용될 수 있
다. 이진만, 파산선고 전의 보전처분, 150면.

392) 이진만, 파산선고 전의 보전처분, 140면.

393) 전병서, 앞의 책, 59면.
394) 이진만, 파산선고 전의 보전처분, 15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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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서는 아래 4)에서 상론한다. 

    (4) 기타 

그 밖에도 채무자와 거래관계를 가지고 있는 은행에게 채무자에 대한 

예금인출을 금지하는 예금지급정지 보전처분, 채무자가 영업자인 경우 

보유하고 있는 상업장부를 집행관이 보관하도록 하는 보전처분, 채무자

의 재산상태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재를 금지하는 차재금

지 보전처분 등이 있다.395) 한편 담보권자는 파산절차에서 별제권자가 

되어 파산절차에 구속됨이 없이 자유로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담

보권의 실행을 금지하거나 중지하는 보전처분은 허용될 수 없다.396)

  3) 절차

물적 보전처분은 이해관계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개시되는데, 이해

관계인은 파산신청을 한 자는 물론 채무자, 다른 채권자 등을 포함한다. 

보전처분 신청시 신청인은 파산재단의 보전을 위해 보전처분이 필요하다

는 점을 소명하여야 하며, 채권자가 신청한 경우 자신의 채권의 존재도 

소명하여야 한다.397) 파산법원은 직권으로 보전처분을 발령할 수도 있으

므로, 신청이 있더라도 그 내용에 구애받지 않고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보전처분을 할 수 있다.398) 이미 발령한 보전처분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기존의 보전처분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지만

(제323조 제2항), 이해관계인에게 변경, 취소를 구할 수 있는 권리는 없

다. 보전처분의 재판과 위 변경, 취소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제기

하여 불복할 수 있으며 이때의 즉시항고에는 집행정지효가 없다(제323조 

395) 이진만, 파산선고 전의 보전처분, 159-161면. 
396) 법인파산실무, 55면.

397) 이진만, 파산선고 전의 보전처분, 142면.
398) 이진만, 파산선고 전의 보전처분, 14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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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 5항).

  4) 강제집행절차에 대한 보전처분

파산절차에는 중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 제도가 없다.399) 따라서 파

산선고 전 단계에서 강제집행절차의 처리에 대해서는 제323조 제1항의 

그 밖에 필요한 보전처분을 근거로 검토하여야 한다.400)

   가) 강제집행중지 보전처분

파산선고 전 보전처분의 일종으로 강제집행절차의 중지를 명하는 보

전처분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일본에서는 긍정설과 부정설의 대립이 

있었다.401) 부정설은 파산선고 전 보전처분은 채무자의 작위, 부작위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채무자 이외에 제3자의 행위에는 적용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한다. 반면 긍정설은 규정상 제3자에 대한 보전처분을 제외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파산재단의 보전 및 확보를 위한 것이라면 제3자

의 작위, 부작위에 대해 보전처분을 내리는 것도 가능하다고 본다. 일본

에서는 긍정설이 통설이었다고 하는데, 국내에서도 통설로 보인다.402) 제

399) 파산절차에서 포괄적 금지명령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이유는 파산절차는 청산을 목
적으로 하므로 채무자의 재산보전을 목표로 하는 포괄적 금지명령의 필요성이 상대적
으로 적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오수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해설, 98면.

400) 법인파산실무, 54면에서는 파산절차에서 강제집행 등 중지명령 제도에 관한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물적 보전처분에 강제집행 등 중지명령도 포함하는 해석이 통설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전병서, 앞의 책, 57-58면에서도 강제집행의 중지, 금지명령이라고 표
현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해석이나 용어사용은 마치 파산절차에서도 회생절차나 
개인회생절차에서의 중지명령이나 포괄적 금지명령이 인정되고 있는듯한 인상을 주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결과에 있어서는 양자가 같을 수 있겠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극적 요건의 존부에 대한 판단이나 적용배제의 유무에 있어서는 분명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강제집행중지, 금지 보전처분이라고 한
다.

401) 齊藤秀夫 ․ 麻上正信 ․ 林屋札二 編, 注解 破産法 第3版 下卷, 靑林書院, 1998, 264
면. 다만 현재 일본 파산법에는 민사재생법, 회사갱생법과 마찬가지로 중지명령과 포
괄적 금지명령을 도입하였으므로 논의는 과거의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 법의 해석과 
관련하여서는 여전히 의미가 있을 것이다.

402) 법인파산실무, 54면; 도산절차와 소송 및 집행절차, 178면; 전병서, 앞의 책, 57-58
면; 이진만, 파산선고 전의 보전처분, 153-15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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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조에서 상법상 책임제한절차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한 것도 긍정

설을 뒷받침한다.403)

강제집행중지 보전처분이 발령되면 회생절차에서의 중지명령과 마찬

가지로 채무자는 보전처분 결정문을 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의 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하는 취지를 적은 재판의 정본으로 집행기관에 제출하여 

강제집행절차의 진행을 막을 수 있다. 한편 아래 3. 나. 3)에서 자세히 

보겠지만 파산절차에서는 재단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절차도 파산채권에 

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파산선고에 의해 실효 및 금지되므로 강제집행중

지 보전처분의 대상에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404)

반면 동시폐지결정이 예상되는 사건에서는 파산선고가 있더라도 강제

집행절차가 실효되지 않기 때문에 강제집행중지 보전처분 역시 해서는 

안 될 것이다.405) 설령 면책절차를 예상하고 신청하였더라도 파산절차와 

면책절차는 엄연히 구분되는 것이므로 마찬가지이다.406)

   나) 강제집행금지 보전처분

장래에 이루어질 수 있는 강제집행절차를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강제

집행금지 보전처분도 환가 및 추심절차를 금지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

다는 견해가 국내의 통설로 보인다(제한적 긍정설).407) 구체적으로 보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처분을 하는 것만으로는 채무자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고 오히려 파산재단의 산일을 막아 파산절차에 기

여하는 바도 있으므로 이를 금지하는 보전처분은 허용되지 않지만, 나아

가 환가 및 추심절차를 통해 특정 채권자가 만족을 얻는 것은 보전처분

을 통해 막아야 하므로 이를 금지하는 보전처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예컨대 채권집행의 경우 압류명령의 신청을 금지할 수는 없

403) 注解 破産法(下), 264면.

404) 도산절차와 소송 및 집행절차, 178면.
405) 이진만, 파산선고 전의 보전처분, 156면.

406) 注解 破産法(下), 264면. 

407) 법인파산실무, 55면; 도산절차와 소송 및 집행절차, 179-180면; 전병서, 앞의 책, 58
면; 이진만, 파산선고 전의 보전처분, 154-15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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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전부 또는 추심명령의 신청은 금지할 수 있다.408)409)

그런데 이와 같이 강제집행금지 보전처분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 실

제로 얼마나 의미가 있을지는 의문이다. 우선 통설이 예로 드는 채권집

행의 경우 압류명령만 신청되는 사례는 없고 언제나 추심명령이나 전부

명령이 함께 신청되는데, 그렇다면 채권집행신청은 언제나 강제집행금지 

보전처분의 대상이 된다.410) 한편 압류와 환가 또는 추심절차가 개념상 

다른 두 개의 재판으로 구분되는 채권집행에서와 달리, 부동산이나 동산 

강제집행에서는 환가 및 추심이 일련의 집행절차에서의 개별적 단계에 

불과하다. 강제집행의 신청은 언제나 압류뿐만 아니라 환가 및 추심까지 

의욕하여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러하다면 역시 범위의 제한이 없이 강제

집행금지 보전처분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411) 결국 제한적 긍

정설의 실제 적용에 있어 전면적으로 긍정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이

상 강제집행금지 보전처분의 범위를 일부러 제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

된다. 파산재단의 산일 방지는 강제집행금지 보전처분이 아니라 처분금

지 보전처분 등에 의하여도 충분히 도모할 수 있으므로 압류만을 특별히 

허용할 이유도 없다.

   다) 보전처분 방식의 문제점과 중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 제도의 도

입 필요성

위와 같이 파산신청 후 파산선고 전 강제집행절차의 중지, 금지를 보

전처분을 통해 하는 것은 중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 제도와 비교하였을 

때 압류채권자의 보호에 문제가 있다. 앞서 보았듯 회생절차에서의 중지

408) 도산절차와 소송 및 집행절차, 180면; 이진만, 파산선고 전의 보전처분, 154-155면.
409) 반면 일본에서는 채무자의 재산처분을 막기 위해 압류 자체는 허용되어도 그 이후

의 환가, 추심 등의 단계에 대해서는 정지를 명하면 충분하기 때문에 사전에 강제집
행을 금지하는 보전처분은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보전처분결정을 취소하고 신청을 
각하한 항고심 결정례가 있다고 한다. 仙台高等裁判所 秋田支部 昭和 58. 5. 18. 決定
[注解 破産法(下), 264면에서 재인용].

410) 이론적으로는 압류명령의 신청만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있겠으나 이는 기교
적이고 실익도 크지 않다.

411) 도산절차와 소송 및 집행절차, 180면에서도 강제집행금지 가처분이 발령된 경우 이
에 위반한 ‘경매신청’은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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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이나 포괄적 금지명령에서는 발령 혹은 적용배제를 결정함에 있어 

압류채권자에게 부당한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지를 검토하도록 되어

있다. 요건이 추상적이기는 하지만 이로 인해 압류채권자의 입장이 반영

될 수 있다. 반면 강제집행정지 또는 금지의 보전처분에 관하여는 이러

한 요건이 없다. 채권자가 법원에 부당한 손해발생이 염려된다며 자신의 

입장을 전달하거나 법원이 직권으로 채권자의 사정을 고려한 뒤 보전처

분을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는 있겠지만 법률적으로 보장된 것이 

아니므로 한계가 있다. 채권자가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입는다는 점이 

소명되면 강제집행중지 보전처분의 발령이 제한될 수 있다고 보는 해석

도 있지만,412) 그 근거를 일본 파산법의 중지명령에 관한 제24조 제1항

에서 찾는 점에서 역시 문제가 있다.

파산절차는 기본적으로 청산을 위한 절차라는 점에서 다른 절차에 비

해 중지명령이나 포괄적 금지명령 제도의 필요성이 적다고 볼 여지도 있

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파산절차에서는 파산선고만으로 진행 중이던 

강제집행절차가 실효되므로 압류채권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 그

럼에도 보전처분 단계에서 압류채권자가 자신에게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 

부당한 손해에 대해 주장할 정식의 기회를 갖지 못하는 것은 균형이 맞

지 않는다. 도산절차개시 전에 강제집행을 처리하는 방식을 절차마다 다

르게 규정하는 것은 도산절차 통합의 관점에서도 타당하지 않다. 더구나 

현재로서도 파산선고 전의 면제재산신청에 관하여는 이미 강제집행의 중

지, 금지명령 제도가 마련되어 있고(제383조 제8항), 면책절차에서는 면

책신청에 관한 재판 확정시까지 강제집행절차를 중지, 금지하는 것으로 

처리하고 있어(제557조 제1항) 같은 파산절차 내에서도 강제집행절차에 

대한 처리의 일관성이 없다. 따라서 파산절차에도 중지명령과 포괄적 금

지명령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413)414) 일본에서는 파산법 개정 전에 

412) 도산절차와 소송 및 집행절차, 179면.

413) 同旨 : 전병서, 앞의 책, 58면; 김재형, 도산절차에서 담보권자의 지위, 261면.
414) 만일 도입이 된다면 회생절차에서와 같이 중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으로부터 배제

될 수 있는 절차도 규정하여야 하고, 나아가 파산선고 후에도 그와 같이 배제된 효과
의 계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특히
나 파산절차에서는 파산선고로 강제집행절차가 일괄 실효되기 때문에 중지명령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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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제, 개정된 민사재생법과 회사갱생법을 따라 중지명령, 포괄적 금

지명령을 도입하였는데415) 시사하는 바가 크다.

3. 파산선고 단계

 가. 파산선고의 효과

채무자에 대한 파산신청이 있고, 채무자가 파산능력이 있는 자로서 

그에게 지급불능416) 또는 채무초과417)라는 파산원인이 존재하면 법원은 

채무자에 대한 파산을 선고하고 이로써 파산절차가 개시된다.418) 파산선

고는 선고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하며(제311조) 재판의 형식은 결정이다

(제305조 제1항). 파산선고의 효과는 채무자의 재산관계에 대한 효과, 채

무자의 신분에 대한 효과 그리고 채권자에 대한 효과로 나누어 볼 수 있

다.

  1) 채무자의 재산관계에 대한 효과 

파산이 선고되면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 보유하고 있던 모든 재산이 

파산재단을 구성한다(제382조 제1항). 그리고 이와 같이 성립한 파산재단

에 대한 채무자의 관리처분권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선임되는 파산관재인

포괄적 금지명령이 가지는 의미가 퇴색될 것이다. Ⅱ. 2. 마. 4) 참조.

415) 伊藤眞 ․ 岡正晶 ․ 田原睦夫 ․ 林道晴 ․ 松下淳一 ․ 森宏司, 條解 破産法 第2版, 弘文
堂, 2014, 179면.

416) 지급불능이란 채무자의 현재자산, 신용도, 노동력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였을 때 일
반적, 계속적으로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법인파산실
무, 45면; 전병서, 앞의 책, 41면; 대법원 1999. 8. 16.자 99마2084 결정. 한편 지급정지 
사실이 있으면 지급불능이 추정된다(제305조 제2항).

417) 채무초과 여부에 대한 판단의 기준이 되는 부채와 자산은 회계상의 개념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실제 부담하는 채무와 실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가치를 평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법인파산실무, 45-46면; 대법원 2007. 11. 
15.자 2007마887 결정.

418) 법상의 용어는 파산선고이나 파산절차개시라는 표현이 더 적합하다는 견해로 김재
형, 도산절차에서 담보권자의 지위, 231면, 주 79). 추후 입법과정에서 반영될 필요가 
있다. 



149

에게 이전된다(제384조). 파산관재인은 이러한 관리처분권에 기초하여 취

임 즉시 파산재단을 점유하고 관리하여야 한다(제479조). 관리처분권의 

이전은 소송상 당사자적격의 이전으로 이어지므로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

에서는 채무자 대신 파산관재인이 당사자가 된다(제359조).

  2) 채무자의 신분에 대한 효과

파산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채무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이사 등에 대한 구인을 명할 수 있다(제319, 320조). 또한 파산관재인, 감

사위원, 채권자집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채무자나 그의 대리인, 이사 등

은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할 의무가 있다(제321조). 그 밖에 채무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파산은 해산사유가 되고, 개인인 채무자는 복권되

지 않는 한 공무원이나 변호사 등 전문직이 될 자격을 잃는다.419)

  3) 채권자에 대한 효과

파산선고로 인해 파산채권자는 개별적인 권리행사가 금지되고 오직 

파산절차를 통해서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신고기간 내에 

채권을 신고하여 조사 및 확정절차를 거쳐 확정된 채권액을 기준으로 배

당을 받는 방법으로만 만족을 얻을 수 있다. 반면 재단채권은 파산절차

에 구속됨이 없이 수시로, 파산채권에 비해 우선변제가 이루어지고(제

475, 476조), 담보권자 역시 별제권자로 인정되어 파산절차 밖에서 권리

를 행사할 수 있다(제412조). 

파산채권의 개별적 권리행사가 금지되므로 그것을 집행채권으로 한 

강제집행절차의 신청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420) 또한 파산선고 당시 이

미 진행 중이던 강제집행절차는 실효되는데 이에 대하여는 항을 바꾸어 

419) 상세한 내용은 법인파산실무, 82면 참조.

420) 그 근거는 제348조가 아니라 제424조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齊藤秀夫 ․ 麻上正信 ․ 
林屋札二 編, 注解 破産法 第3版 上卷, 靑林書院, 1998, 374면. 한편 일본은 파산법 제
42조 제1항에서 금지규정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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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론한다.

 나. 강제집행절차에 대한 효과

  1) 강제집행절차의 실효

   가) 실효의 범위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강제

집행절차는 파산선고로 인해 파산재단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제348

조 제1항 본문). 이는 파산채권의 개별행사 금지를 구체화한 규정이

다.421) 파산채권에 기한 절차라는 것은 절차를 신청한 압류채권자가 보

유한 집행채권이 파산채권이라는 의미이다.422) 집행대상물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이어야 한다. 한편 파산선고 당시 진행 중인 절차만이 실효

의 대상이 되고 파산선고 이전에 이미 종료한 강제집행절차는 실효되지 

않고 부인권 행사의 문제만 남는다.423) 파산채권 이외에 재단채권, 별제

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절차,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 재산인 자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가 있을 수 있는데 이들에 대해서는 아래 3) 및 다. 

라.항에서 각각 살펴본다.

   나) 실효의 구체적 의미

파산선고로 인해 기존 강제집행절차는 당연히 실효되고, 압류채권자

는 절차에 관한 모든 지위를 잃는다.424) 강제집행절차가 중지되는 경우

에는 기왕에 진행된 집행처분 및 절차 내 행위 등의 효력은 여전히 존속

하고 다만 이후의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것임에 반하여, 절차가 실효되

421) 도산절차와 소송 및 집행절차, 219면.
422) 달리 말하면 강제집행의 기초가 된 집행권원에 기재된 청구권이 파산채권에 해당하

여야 한다. 注解 破産法(上), 374면.

423) 법인파산실무, 78면; 도산절차와 소송 및 집행절차, 223면.
424) 條解 破産法, 34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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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종전의 처분이나 행위가 모두 소급적으로 무효로 된다. 

제348조 제1항에서는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효력을 잃는다”는 문구

를 사용하여 상대적 실효를 규정한 것으로 해석되지만 그 구체적 의미에 

대하여 일본에서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425) 파산선고가 취소되는 경우에 

초점을 맞추어 파산선고 취소시 파산재단이 부존재하게 되므로 파산선고

로 인해 실효되었던 강제집행절차가 부활한다는 점을 규정한 것이라고 

보는 견해, 파산재단에 불이익한 처분은 무효라는 의미의 상대적 실효를 

규정한 것으로 파산관재인으로서는 집행의 효력이 파산재단에 유리하면 

이를 파산재단을 위해 긍정할 수 있고, 반대로 불리하면 이를 무시하고 

관리 또는 환가할 수 있다고 이해하는 견해가 있다. 한편 양자를 종합하

여 파산취소시 강제집행절차가 부활하는 것은 시간적인 측면에서의 상대

적 실효로, 파산재단에 대하여만 실효될 뿐 다른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는 

해당 강제집행절차가 여전히 효력을 가지는 것은 관계적인 상대적 실효

로 각각 설명하는 견해도 있다.426) 생각건대 파산선고 취소시 강제집행

절차가 부활하는 것은 파산선고취소의 효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 

제348조 제1항 단서가 파산관재인에 의한 속행을 허용하고 있는 것은 후

설에 의할 때 자연스러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후설이 타당하다고 보인

다.427)

   다) 실효에 따른 후속조치

    (1) 집행취소신청의 가부

파산관재인은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등과 같은 기존 강제집행처분을 

무시하고 해당 재산을 법원의 허가를 얻어 처분하거나 채권의 경우 추심

함으로써 배당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428) 한편 이미 환가가 되었고 다만 

425) 注解 破産法(上), 385-386면.
426) 전병서, 앞의 책, 156면.

427) 同旨 : 大コメンメタール破産法, 171면.
428) 법인파산실무, 77면; 정준영, 파산절차가 계속중인 민사소송에 미치는 영향, 18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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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라면 파산관재인은 집행기관에 대하여 환가대

금의 교부를 요구할 수도 있다.429) 그렇지만 기존 강제집행처분의 존재

로 인해 매수인이 매수를 꺼릴 수 있으므로 환가에 어려움이 생긴다.430) 

따라서 집행의 외관을 제거하기 위해 집행취소신청을 할 필요가 있는데 

일본에서는 이러한 신청의 가능성 내지 이익 유무를 둘러싸고 견해의 대

립이 있다.431) 

소극설은 과거 일본 실무에서 주로 채택된 견해이다. 예컨대 동경고

등재판소 昭和 30. 12. 26. 결정은 파산선고로 인해 강제집행절차는 파산

재단에 대한 관계에서 당연무효가 되므로 재판소는 취소결정을 할 필요

가 없음은 물론 할 수도 없고, 경매등기의 말소촉탁도 할 필요가 없으

며, 파산관재인이 강제집행 취소신청을 하더라도 재판소는 경매개시결정

을 취소할 필요가 없다고 판시하였다. 동경고등재판소 昭和 56. 5. 6. 결
정에서도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에 속한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 

전부명령의 취소를 구하며 항고를 제기하였지만, 관재인은 명령의 취소

유무와 관계없이 피압류채권을 파산재단에 속한 것으로 취급할 수 있어 

그의 직무집행에 장애가 없다는 이유로 항고의 이익이 없다고 판시하였

다. 그런데 일본 실무가 소극설을 택한 까닭은 관재인에 의한 강제집행

의 속행이나 파산취소, 폐지 등의 경우를 고려하였을 때 집행의 외관을 

제거하지 않고 절차를 중지하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

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432)

반면 적극설은 집행처분의 외관이 외형적으로 파산절차의 진행에 장

429) 전병서, 앞의 책, 155면; 정준영, 파산절차가 계속중인 민사소송에 미치는 영향, 
184-185면.

430) 정준영, 파산절차가 계속중인 민사소송에 미치는 영향, 186면. 예컨대 대상 재산이 
부동산일 경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가 기재되어 있으면 매수
인은 매수하기로 결정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대상 재산이 동산이더라도 해당 재산
에 압류표시가 되어 있을 것이므로 마찬가지이다. 

431) 아래의 학설 및 판례는 注解 破産法(上), 384-385면 참조.

432) 園尾隆司 ․ 深澤茂之 編, 東京地裁破産再生實務硏究會 著, 破産 ․ 民事再生の實務
(上), 社團法人 金融財政事情硏究會, 2001, 91면. 이 문헌에서 드러나는 동경지재의 실
무례는 채권집행에 대하여는 관재인의 집행취소신청이 있으면 파산선고의 확정을 기
다리지 않고 곧바로 집행처분을 취소하지만, 부동산집행에 대하여는 여전히 집행처분
을 취소하지 않고 절차를 중지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條解 破産法, 347면에서도 관재
인의 속행에 대비하여 집행처분의 외관을 남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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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 파산관재인이 집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

우에는 그 스스로가 집행취소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것이므로 속행

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없는 점,433) 집행기관의 입장에서도 절차를 명확

히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집행취소신청이 가능하고 그 이

익도 있다고 말한다.

생각건대 강제집행절차의 부당한 실효를 막기 위하여 소극설을 선택

하는 것은 그 목적에 있어서는 타당한 면이 있으나, 그 방편으로 집행취

소신청을 부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적극설이 타당하다. 우리나라 

실무상으로도 과거에는 집행취소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인 것처럼 보이

기도 했지만, 현재는 파산관재인이 집행기관에 파산선고결정의 등본을 

취소원인 서면으로 제출하면서 집행취소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집행처분

의 외관을 제거하고 있다.434) 

또 다른 문제는 이러한 집행취소신청의 근거를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는가이다. 이에 대한 통일된 실무례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다만 부동

산가압류등기 말소등기촉탁에 대하여는 집행법원이 이를 민사집행법 제

283조의 이의신청 혹은 제287, 288조 소정의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취소

신청으로 보고 처리하는 예가 있다고 한다.435) 그렇지만 이와 같은 처리

는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는 위 각 신청의 사유가 아니어서 문제이고, 

더욱이 강제집행절차와 관련하여서는 위와 같은 법률상 근거조차 없다. 

생각건대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은 경우 집행취소의 원인은 파

산선고라는 법정장애사실의 발생이라고 보고436) 파산선고결정의 등본을 

그에 대한 소명자료로 제출하여 집행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구성하면 무

433) 條解 破産法, 347면.
434) 법인파산실무, 77면; 과거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편에서는 파산선고를 강제집행개시

의 소극적 요건으로 설명하면서 파산선고가 있더라도 별도로 집행취소결정을 하지 않
는 것이 실무례라고 설명하고 있었다.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Ⅰ), 2003, 
231면. 하지만 이후 2014년판에서는 강제집행의 외관제거에 필요하여 파산관재인이 
집행취소신청을 하면 집행법원은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의 말소 촉탁 등 집행취소절차
를 취하고 있다는 설명으로 바뀌었다.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Ⅰ), 2014, 
249면.

435) 정영식, 개인파산절차와 강제집행절차, 민사집행법연구 제6권(2010), 한국민사집행법
학회, 433-434면.

436) 주석 민사집행법(Ⅱ), 308면(이승영 집필부분); 사법연수원, 앞의 책, 6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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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하리라 보인다.437) 다만 파산선고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제기되어 

다투어지는 경우, 장래에 파산선고가 취소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파산관

재인으로서는 긴급을 요하는 업무를 중심으로 처리하여야 하는데438) 그 

일환으로 파산선고가 확정될 때까지는 가능하면 집행취소신청을 자제함

이 바람직할 것이다.439)

    (2) 집행처분 외관제거의 구체적 검토440)

집행처분의 외관을 제거하는 구체적인 태양을 보면 ① 부동산강제집

행에서는 파산관재인이 집행법원에 집행취소의 필요성을 소명하면서 경

매개시결정기입등기의 말소촉탁을 신청하여 등기를 말소하거나, 경매개

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민집 제121조 제1

호),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민집 제129, 130조)를 통해 경매개시

결정을 취소하는 방법으로,441) ② 유체동산강제집행에서는 집행관이 압

류를 풀고 해당 재산을 파산관재인에게 넘기는 방법으로, ③ 채권집행에

서는 제3채무자에게 강제집행이 실효되었으므로 채권자에게 변제하여서

는 안 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고, 만일 압류의 경합으로 제3채무자가 

공탁을 하였다면 파산관재인이 파산선고로 인해 압류가 실효된 사실을 

소명하면서 공탁공무원으로부터 공탁금을 받아오는 방법으로 하게 될 것

이다.442)

437) 同旨 : 注解 破産法(上), 385면.
438) 법인파산실무, 86면; 박기동, 파산절차 개시의 요건과 파산선고의 효과, 파산법의 제

문제(상)-재판자료 제82집, 법원도서관, 1999, 119면.

439) 同旨 : 정준영, 파산절차가 계속중인 민사소송에 미치는 영향, 186-187면에서는 집
행채권자의 이익과 파산절차의 원활한 진행이라는 이익 간의 균형을 위해 ① 파산선
고결정이 확정되고, ② 대상재산의 환가를 위해 집행취소를 할 필요성이 있으며, ③ 
별제권, 환취권, 재단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절차가 아닐 것을 요건으로 하여 집행취소
신청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제한적 긍정설의 입장을 취한다.

440) 정준영, 파산절차가 계속중인 민사소송에 미치는 영향, 190-192면.
441) 매수인의 매각대금 납부 이후에는 매수인의 소유권취득효과를 되돌릴 수 없으므로 

집행법원은 매각대금을 파산관재인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注解 破産法(上), 
387면.

442) 한편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에 관하여는 아래 다. 4) 부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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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예외적 속행

   가) 규정의 취지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을 위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제

348조 제1항 단서). 파산관재인으로 하여금 기존에 진행 중이던 강제집

행의 형식을 빌려 환가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관리처분권 행사의 일

환이다.443) 통상 환가를 함에 있어서는 임의매각을 하는 것이 비교적 고

가로 매각할 수 있어 유리하지만, 진행 중이던 강제집행절차를 통한 매

각이 보다 신속하다거나 고가매각이 가능하다는 등 파산재단에 유리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해당 절차를 통하는 것이 나을 수 있기 때문에 속

행을 허용하고 있다.444) 속행을 위해 법원의 재판을 요하지 않고 법원의 

직권 또는 다른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한 속행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회생절차에서의 속행명령과는 구별된다. 다만 실무상으로 파산관재인이 

속행을 선택하는 예는 거의 없다고 한다.445)

   나) 속행의 절차

속행을 선택한 파산관재인은 집행기관에 파산선고결정 등본을 제출하

여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된 사실, 자신이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사실, 제348조 제1항 단서에 기초하여 해당 강제집행절차를 속행한다는 

사실을 소명하는 방법으로 집행의 속행을 신청하게 된다.446) 

이 때 파산관재인이 별도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하는지가 문제

된다. 파산관재인의 강제집행절차 승계는 법률의 규정에 따른 당연승계

이므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가 없다고 해석하는 견해가 있는 반

면,447) 파산관재인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한다고 보는 견해도 있

443) 注解 破産法(上), 391면.

444) 정준영, 파산절차가 계속중인 민사소송에 미치는 영향, 195면.
445) 정영식, 앞의 글, 436면.

446) 정준영, 파산절차가 계속중인 민사소송에 미치는 영향, 196면.
447) 정준영, 파산절차가 계속중인 민사소송에 미치는 영향, 19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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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448) 생각건대 강제집행절차에서 집행개시 후 채무자가 사망하더라도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관하여는 승계집행문이 없이도 집행을 할 수 있도

록 되어있고(민집 제52조), 합병으로 인해 채무자 회사가 소멸한 경우에

도 사망의 경우에 준하여 승계집행문 없이 소멸한 회사의 합병 당시 재

산에 대하여 집행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파산선고가 그 자체로 포괄승

계사유는 아니지만449) 재산상의 법률관계와 관련하여 채무자로부터 파산

관재인에게 관리처분권이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면에서는 사망, 합병 등

과 유사한 점이 있다. 따라서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포괄승계에 준하여 

절차의 속행을 위해 새로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것이 절차경제에도 바람직할 것이다.

   다) 속행 후의 배당

절차를 속행하는 것이 재단소속 재산의 환가를 목적으로 하는 이상 

속행된 절차에서의 배당에 대하여도 특별한 취급이 필요하다. 제34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속행된 강제집행절차에서 별제권자가 아닌 채권자의 

배당요구는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보고 이미 배당요구가 된 경우에도 그것

이 실효되는 것으로 처리한 다음 배당에서 제외해야 한다.450) 이후 별제

권자에 대하여만 배당을 실시한 다음 집행비용을 포함한 나머지 환가대

금은 파산관재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법원에 따라 집행비용을 압류채

권자에게 교부하기도 하는데,451) 속행된 강제집행절차의 집행비용은 압

류채권자에게 재단채권으로서 변제되어야 하는 점(제348조 제2항), 재단

채권의 변제는 원래 파산관재인의 업무이고 특히 재단이 부족하면 파산

관재인이 제477조 제1, 2항에 따른 변제 순위 및 비율을 고려한 다음 변

제하여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집행비용을 파산관재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타당하다.452)

448) 注解 破産法(上), 391면.

449) 김재형, 민법판례분석, 박영사, 2015, 67면.
450) 注解 破産法(上), 391면.

451)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실무가 그러하다. 도산절차와 소송 및 집행절차, 235면, 주 77).
452) 배당시에 압류채권자에게 집행비용을 바로 지급할 경우 추후 재단부족시 압류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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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활용의 한계

앞서 회생절차와 관련하여 검토한 바와 마찬가지로453) 파산절차에서

도 절차가 개시된 이후에 채권자의 이해관계, 구체적으로 부당한 손해발

생의 염려를 반영하여 강제집행절차가 속행될 가능성이 열려있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 연방파산법에서 자동중지 및 중지로부터의 

구제제도가 회생절차(제11장)뿐만 아니라 파산절차(제7장)에서도 활용된

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물론 파산절차는 기본적으로 

파산재단을 처분하여 채권자들에게 평등한 배당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에 채권자의 손해를 이유로 한 속행은 회생절차와 비교하여 

활용도가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다. 그렇지만 활용도가 적다는 이유만으

로 경로를 완전히 차단해버리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현재로서 파산절차 개시 후 강제집행절차가 예외적으로 속행될 수 있

는 경우는 방금 살펴본 파산관재인에 의한 속행이 유일하다. 그렇지만 

여기서의 속행이란 파산관재인의 관리처분권 행사의 일환으로 인정되는 

것이고 채권자에 대한 배당도 불가능하여 채권자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활용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결국 파산절차에 있어서

도 새로운 절차의 도입이 입법론적으로 요청된다.

  3) 재단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절차의 처리

재단채권은 파산채권에 우선하여,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

제를 받는 점에서 파산채권과는 달리 취급된다. 이러한 차이점이 파산선

고로 인한 강제집행절차의 실효 및 금지와 관련하여서도 일관되게 적용

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가) 파산선고 후 새로운 강제집행 신청의 문제

자가 초과변제를 받은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同旨 : 注解 破産法(上), 391면.
453) Ⅱ. 3. 가. 2) 바) (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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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 후 재단채권자가 새로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지에 관

하여 일본에서는 파산법 개정 전에 적극설과 소극설이 대립하였다.454) 

소극설은 재단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허용하는 것은 파산관재인의 공

적인 집행기관으로서의 성질에 반하는 점, 강제집행절차가 진행되어 특

정 재단채권자가 만족을 얻게 되면 우선순위에 따른 변제나 동순위 재단

채권 간의 평등변제를 방해하는 점, 파산관재인이 재단채권을 변제하지 

않으면 파산법원의 파산관재인에 대한 감독권행사나 파산관재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해결하여야 한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드는데 종래 일

본의 통설이자 실무의 대세적인 입장이었다. 반면 적극설은 재단채권의 

우월적 지위를 파산관재인의 임의변제로만 보장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

는 일이고, 한편 소극설이 재단채권자의 보호수단으로 제시하는 파산법

원의 관리감독권 행사나 파산관재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추궁만으로는 

재단채권을 실효성 있게 보장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는데 개정 전 시

점까지는 다수설의 입장이었다. 이러한 학설의 대립은 일본 파산법 개정

시 제24조 제1항 제1호, 제25조에서 재단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절차를 

중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의 대상으로 삼는 한편 제42조에서 파산선고

로 인해 실효되는 대상에 재단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절차를 포함시킴으

로써 입법적으로 해결되었다.455) 

우리나라에서는 이 문제에 관하여 소극설이 통설인 것으로 보인다.456) 

대법원 역시 “파산절차는 파산자에 대한 포괄적인 강제집행절차로서 이

와 별도의 강제집행절차는 원칙적으로 필요하지 않는 것인바, 구 파산법

454) 최승록, 앞의 글, 352면; 정준영, 파산절차가 계속중인 민사소송에 미치는 영향, 
211-212면; 注解 破産法(上), 377면.

455) 전현정, 임금채권 등 재단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이 파산선고로 그 효력을 잃는지 여
부(2008. 6. 27.자 2006마260 결정：공2008하, 1072), 대법원판례해설 77호(2009. 7.), 법
원도서관, 608-609면.

456) 전병서, 앞의 책, 217면; 최승록, 앞의 글, 353면; 정준영, 파산절차가 계속중인 민사
소송에 미치는 영향, 214면; 임치용, 재단채권에 기한 이행소송과 강제집행은 가능한
가, 법조 제54권 제12호(2005), 법조협회, 80면; 전현정, 앞의 글, 605-606면. 다만 전
현정, 앞의 글을 제외하면 아래 나)의 기존 절차의 실효문제와 새로운 절차의 개시 
문제를 구분하지 않고 재단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절차가 가능한가라는 포괄적인 관점
에서 접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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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

조로 폐지)에 강제집행을 허용하는 특별한 규정이 있다거나 구 파산법의 

해석상 강제집행을 허용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

하는 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별도의 강제집행은 허용되지 않

고, 이는 재단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서 재단채권

자의 정당한 변제요구에 대하여 파산관재인이 응하지 아니하면 재단채권

자는 법원에 대하여 구 파산법 제151조, 제157조에 기한 감독권 발동을 

촉구하든지,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등의 

별도의 조치를 취할 수는 있을 것이나, 그 채권 만족을 위해 파산재단에 

대해 개별적 강제집행에 나아가는 것은 구 파산법상 허용되지 않는다”

고 판시하여 파산절차 진행 중에 재단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을 새로이 신

청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였다.457)

   나) 파산선고로 인한 기존 강제집행절차의 실효 문제

한편 파산선고 이전에 파산재단 소속 재산에 대하여 재단채권을 기초

로 진행 중이던 강제집행절차가 파산선고로 인해 실효되는지의 여부는 

또 다른 문제이다. 일본에서는 대체로 위 가)에서 본 학설대립의 연장선

상에서 적극설을 취하면 파산선고에도 불구하고 기존 절차가 실효되지 

않는다고 보고(속행설) 소극설을 취하면 실효된다고 보았다(효력상실설). 

하지만 소극설 중에서도 새로운 절차의 개시는 반대하는 반면 기존에 진

행 중이던 절차는 파산재단의 증가와 재단채권자의 권리보호라는 두 가

지 이익의 조정점으로서 속행을 허용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있었다.458) 

우리나라에서도 속행설459)과 효력상실설460)이 나뉘어 있고, 대법원은 

457) 대법원 2007. 7. 12.자 2006마1277 결정.
458) 注解 破産法(上), 377면.

459) 양형우, 파산절차개시의 일반적 효과, 법조 제55권 제7호(2006), 법조협회, 161면; 정
준영, 파산절차가 계속중인 민사소송에 미치는 영향, 214면. 전자는 새로운 강제집행
절차의 가부에 대하여는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고 파산선고에도 불구하고 재단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절차는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속행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반면 후자는 
새로운 강제집행절차의 가부에 대하여는 소극설을 취하면서도 기존 절차의 속행은 인
정하는 견해이다.



160

“파산관재인의 파산재단에 관한 관리처분권이 개별집행에 의해 제약을 

받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파산절차의 원만한 진행을 확보함과 동시에, 재

단채권 간의 우선순위에 따른 변제 및 동순위 재단채권 간의 평등한 변

제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는 점, 파산선고 후 재단채권에 기하여 파산재

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별도의 강제집행은 허용되지 않는 점, 강제집

행의 속행을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재단채권에 대한 배당액에 관하여는 

재단채권자가 직접 수령하지 못하고 파산관재인이 수령하여 이를 재단채

권자들에 대한 변제자원 등으로 사용하게 되므로(대법원 2003. 8. 22. 선

고 2003다3768 판결 참조), 재단채권자로서는 단지 강제집행의 대상이 

된 파산재산의 신속한 처분을 도모한다는 측면 외에는 강제집행을 유지

할 실익이 없을 뿐 아니라, 파산관재인이 강제경매절차에 의한 파산재산

의 처분을 선택하지 아니하는 한 강제집행절차에 의한 파산재산의 처분

은 매매 등의 통상적인 환가 방법에 비하여 그 환가액의 측면에서 일반

적으로 파산재단이나 재단채권자에게 모두 불리한 결과를 낳게 되므로, 

강제집행을 불허하고 다른 파산재산과 마찬가지로 파산관재인이 환가하

도록 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임금채권 등 재단채

권에 기하여 파산선고 전에 강제집행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그 강제집행

은 파산선고로 인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461)라고 

판시하며 파산관재인의 집행취소신청에 따라 집행대상 재산인 콘도회원

권에 대하여 한 집행법원의 집행취소결정이 정당하다고 봄으로써 효력상

실설의 입장을 취하였다.

   다) 소결

생각건대 위 가)에 관하여는 소극설, 나)에 관하여는 효력상실설이 각

각 타당하다. 우선 법조문상 환취권이나 별제권에 대하여는 각각 파산절

차에도 불구하고 권리에 영향이 없다거나(제407조) 권리를 행사할 수 있

다(제412조)는 표현을 사용하여 권리자의 입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반면, 

460) 임치용, 재단채권에 기한 이행소송과 강제집행은 가능한가, 81면.
461) 대법원 2008. 6. 27.자 2006마260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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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채권에 대하여는 변제의 방법(제475조)이나 변제의 순위(제476, 477

조)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의 입장에서 “변제한다”라는 표현을 사용한 

점에 비추어 재단채권자에게 강제집행절차를 통해 채권의 만족을 구할 

수 있는 무슨 권리가 보장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462) 

한편 재단채권 중 조세채권에 관하여는 파산선고 전에 파산재단 소속 

재산에 대하여 이루어진 체납처분은 파산선고에도 불구하고 속행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49조 제1항). 위 규정의 반대해석상 파산선고 후 체납

처분은 불가한데, 법이 조세채권을 특별히 다른 재단채권에 비하여 열등

하게 취급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다른 재단채권에 기초하여서도 

파산선고 후 강제집행신청이 불가하다고 보아야 한다.463) 한편 위 나)에

서의 속행설은 위 제349조 제1항을 파산선고 전 재단채권에 기한 강제집

행절차의 처리에도 준용하여야 하고 따라서 기존 강제집행절차는 속행되

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464) 우선 준용의 근거가 없고 체납처분과 강제

집행은 근거 및 성질이 전혀 다른 것이어서 유추적용 또한 쉽지 않아 위 

규정을 근거로 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오히려 효력상실설을 취하면서 그 

근거로 제348조 제1항 본문을 유추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재단채권에 기초한 기존의 또는 새로운 강제집행절차가 진행되더라도 

실무상 재단채권자들에게 배당될 금원은 파산관재인에게 교부되어 파산

관재인이 이를 재단채권자들에 대한 변제에 활용하므로465) 실제로 특정 

재단채권자에 대한 불평등 변제가 이루어질 위험성은 크지 않을지 모른

다. 그러나 파산관재인이 파산절차의 진행상황에 맞추어 적절한 시기에, 

처분하기에 적당한 재산을 선택하여 재단채권에 대한 변제재원을 마련할 

기회를 상실할 염려가 있다는 측면에서 재단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절차의 

진행은 파산관재인의 관재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은 분명하다. 

강제집행절차를 통하여 변제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더 신속하고 유리

한 방법일 수 있어 일률적으로 실효시키는 것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462) 정준영, 파산절차가 계속중인 민사소송에 미치는 영향, 212-213면.
463) 정준영, 파산절차가 계속중인 민사소송에 미치는 영향, 213-214면.

464) 정준영, 파산절차가 계속중인 민사소송에 미치는 영향, 214면.

465) 문유석, 통합도산법상 도산절차가 집행절차에 미치는 영향, 전문분야 법관연수 자료
집(중)-재판자료 제112집, 법원도서관, 450면(전현정, 앞의 글, 614면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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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도 있으나,466) 파산채권에 기초한 절차와 마찬가지로 제348조 제1항 

단서를 유추적용하여 파산관재인이 재단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절차의 

속행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면 구체적 타당성을 기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파산선고 후에는 재단채권에 기초한 새로운 또는 기존의 강제

집행절차는 진행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467) 이와 같은 논리에 따를 

때 재단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절차도 앞선 강제집행중지, 금지 보전처

분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하고, 이하에서 전개되는 강제집행절차에 관

한 설명들 또한 대체로 재단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절차에 관하여도 동

일하게 적용된다. 나아가 아래 7.에서 설명하는 중지방식의 입법론 역시 

재단채권에 기초한 절차도 그 대상으로 하는 것임을 밝혀둔다. 결국 파

산절차에서는 압류채권자가 보유한 채권이 파산채권이든 재단채권이든 

그 지위에 있어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말할 수 있다.

 다. 파산선고의 취소와 강제집행절차

  1) 파산선고결정에 대한 불복

파산선고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이해관계인은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제316조 제1항). 즉시항고권자의 범위는 여타의 즉시항고와 마찬

가지로 파산선고결정의 효력을 받음으로써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

에 한한다(제13조 제1항). 채무자 신청사건에서는 채권자 그리고 채무자

가 법인인 경우에는 신청인 이외의 이사, 청산인 등이, 채권자 신청사건

에서는 채무자와 신청인이 아닌 다른 채권자들이 각각 즉시항고권을 가

진다.468) 압류채권자 역시 개별적 권리행사 금지의 제약을 받음은 물론 

자신이 신청한 강제집행절차가 파산선고에 의해 실효되는 점에서 불리한 

지위에 놓이므로 즉시항고를 제기하여 지위의 보전을 꾀할 수 있다. 

466) 전현정, 앞의 글, 616면.

467) 일본은 파산법 제42조 제1, 2항에서 금지, 실효의 대상이 되는 절차에 재단채권에 
기한 것도 포함된다고 명문으로 규정하였다. 

468) 법인파산실무, 85면; 박기동, 앞의 글, 1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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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항고기간은 파산선고가 공고되므로(제313조 제1항) 그 공고일로부

터 14일이다(제13조 제2항). 파산선고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집행정지

의 효력이 없다(제316조 제3항). 파산선고결정은 선고시부터 효력을 발생

하고 선고와 동시에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을 점유, 환가하면서 파산절

차를 진행하여야 하므로 절차진행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즉시항고의 사유는 파산선고의 위법, 즉 각하사유나 기각사유가 존재

함에도 불구하고 파산선고가 있었다는 것이다. 항고법원은 즉시항고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파산선고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원심법원

에 환송하여야 한다(제316조 제5항).

  2) 파산선고 취소의 효과 일반

파산선고결정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즉시항고가 제기되고 위법사유가 

있을 경우 항고법원이 이를 취소하거나 혹은 원심법원이 재도의 고안(민

소 제446조)을 통해 취소할 수 있다. 파산선고가 취소되면 그 효력은 소

급적으로 소멸된다.469) 따라서 파산재단은 소멸하고, 파산관재인도 그 지

위를 상실하여 관리처분권은 다시 채무자에게 이전되며, 채무자에 대한 

일체의 신분상 제약은 소멸한다. 채권자들로서는 개별적 권리행사 금지

의 제약이 사라짐에 따라 각자 채무자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도 있다. 다만 파산관재인이 파산선고 후 파산선고 

취소시까지 관리처분권에 기하여 한 행위는 거래안전을 위하여 유효한 

것으로 본다.470)

  3) 실효된 강제집행절차에 대한 효과

 

파산선고 취소의 소급효는 파산선고로 인해 실효된 강제집행절차에 

469) 우리나라는 물론 일본에서도 소급효를 인정하는 것이 통설이지만, 일본에는 이에 
대하여 소급효를 부정하는 반대견해도 있고 같은 취지의 판례도 있다고 한다. 注解 
破産法(下), 270면.

470) 법인파산실무, 406면; 정준영, 파산절차가 계속중인 민사소송에 미치는 영향, 19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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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도 미치므로 원칙적으로 실효된 강제집행절차는 파산선고시의 상

태로 부활한다.471) 다만 파산선고 취소시까지 형식적으로라도 집행처분

이 취소되지 않고,472) 집행대상재산이 여전히 채무자에게 귀속되어 있을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473) 구체적으로 보면 부동산 강제집행에서는 경매

개시결정기입등기가 말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서

는 명령이 취소되지 않고 파산관재인에 의한 추심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

태에서, 파산선고가 취소된 경우 종전의 강제집행절차가 부활한다.474) 같

은 논리에 따르면 동산 강제집행에서는 파산선고 취소 당시 집행관에 의

한 압류가 유지된 상태이어야 종전 절차가 부활할 것인데, 이미 파산관

재인이 집행관으로부터 동산을 넘겨받은 경우라도 파산선고 취소로 인해 

동산 강제집행절차가 부활한다고 보아 파산관재인이 집행관에게 동산을 

그대로 인도하여 파산선고 당시의 상태로 복귀시켜야 한다는 견해가 있

다.475) 한편 파산관재인에 의해 예외적으로 속행된 절차는 취소 당시의 

상태 그대로 압류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절차로 부활한다.476) 강제집행

절차가 부활되면 압류채권자도 그 지위를 회복하게 될 것이다.

  4) 채권전부명령에 대한 파산선고 취소의 효과

반면 채권전부명령에 대하여는 명령이 확정되기 이전에 파산선고가 

있었다가 이후 취소된 경우 전부명령이 부활하는지에 대해 의문이 있으

므로 다시 전부명령을 신청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477) 그렇지만 이

는 채권압류 및 전부채권자가 종전에 취득한 지위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이고 부활이 인정되는 다른 강제집행절차와 비교하더라도 형평에 반한

471) 注解 破産法(上), 388면.
472) 이는 앞서 본대로 파산관재인의 관리처분행위는 유효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注

解 破産法(上), 388-389면.

473) 법인파산실무, 407면; 注解 破産法(下), 274면.
474) 정준영, 파산절차가 계속중인 민사소송에 미치는 영향, 193면.

475) 注解 破産法(上), 388면. 만일 파산관재인이 점유하게 된 경위가 집행관이 대상물에 
대한 압류를 풀고 파산관재인에게 인도한 것이라면 이미 집행관이 한 집행처분이 취
소되었으므로 이 경우는 논리적으로 종전 절차가 부활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476) 注解 破産法(下), 274면.
477) 注解 破産法(上), 38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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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음과 같이 전부명령절차 역시 파산선고의 취소에 의해 부활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전부명령은 제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송달되고(민집 제229조 제4항, 제

227조 제2항), 즉시항고기간이 도과하거나 채무자가 제기한 즉시항고가 

기각되어 전부명령이 확정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며 그 시점은 제3채무

자 송달시에 소급한다(민집 제229조 제7항). 전부명령의 절차는 채권자의 

신청→전부명령의 발령→제3채무자 및 채무자에 대한 송달→즉시항고기

간의 도과 또는 즉시항고 기각→확정의 순서로 나눌 수 있는데 각 단계

별로 채무자에 대한 파산이 선고되는 경우를 상정하여 보면 다음과 같

다. ① 먼저 채권자의 신청이 있기 전에 파산이 선고된 경우 앞서 본 바

와 같이 개별집행은 금지되므로 위 신청은 부적법하여 각하될 것이다. 

② 채권자가 전부명령을 신청하였으나 집행법원이 신청의 당부를 심리하

는 중에 파산이 선고된 경우에는 집행장애사유가 있으므로 신청이 기각

될 것이다.478) ③ 전부명령이 발령되었으나 제3채무자 및 채무자에게 송

달을 실시하기 이전에 파산선고가 된 경우, 집행법원이 직권으로 전부명

령을 취소하면 부활의 여지가 없다. 반면 전부명령이 취소되지 않은 경

우라면 전부명령 송달절차를 중지하는 것만으로 충분할텐데 이 상태에서 

파산선고가 취소되면 집행법원으로서는 송달을 한 다음 이후의 절차를 

진행하면 될 것이다. ④ 제3채무자 및 채무자에 대하여 전부명령이 송달

되고 즉시항고기간이 진행 중에 파산이 선고된 경우에는 위 ③에서와 같

은 이유로 전부명령이 취소되지 않는다면 민사집행법 제23조 제1항에 의

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239조, 제247조 제2항에 따라479) 즉시항고기

간의 진행이 정지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480)481) 이 상태에서 파산선고

478) 그런데 현실적으로 집행법원이 파산선고가 있었던 사실을 일일이 확인할 수 없는 
이상 전부명령이 발령될 수도 있다. 이 경우에는 해당 전부명령에 대한 송달을 채무
자를 대신하여 파산관재인이 받게 될 것이고 관재인은 송달일로부터 1주일 내에 해당 
전부명령이 집행장애사유를 간과하여 무효임을 들어 즉시항고를 제기하면 될 것이다.

479) 주석 민사집행법(Ⅰ), 384면(황병하 집필부분).

480)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다70012 판결은 독촉절차에서는 민사소송법 제464조
에 따라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따라
서 지급명령이 송달된 후 이의신청 기간 내에 회생절차개시결정 등과 같은 소송중단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247조 제2항이 준용되어 이의신청 기간의 진행이 
정지된다고 판시하였는바, 민사집행법상의 즉시항고기간에 대하여도 다르게 볼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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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취소되면 정지되었던 즉시항고기간이 다시 진행한다고 보고 잔여기간

이 경과하면 당해 전부명령은 확정되어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보면 된

다. ⑤ 전부명령이 확정된 이후에 파산선고가 된 경우에는 이미 강제집

행절차가 종료된 이후이므로 실효의 문제는 발생할 여지가 없다. 결국 

위 ① 내지 ⑤의 내용을 종합하면 전부명령절차에서도 파산선고 취소에 

의한 부활을 입론할 수 있다.

 라. 별제권자가 압류채권자인 강제집행절차의 처리

별제권에 대한 일반론 및 별제권자도 압류채권자가 될 수 있음은 앞

서 Ⅰ. 3. 나. 2)에서 살펴보았다. 여기에서는 별제권자가 신청한 강제집

행절차의 처리에 관하여 검토한다. 

  1) 별제권자가 별제권의 목적물이 아닌 재산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을 

신청한 경우

담보설정 후 담보목적물의 시가가 하락하거나 애초에 피담보채권에 

비해 가치가 적은 담보목적물을 확보하는 등의 이유로 채권자가 별제권

의 행사만으로는 충분한 만족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별제권자로서는 담보목적물 이외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도 있다. 이러한 강제집행은 일반적인 파산채권 또는 재단채권에 기한 

가 없다고 생각한다. 위 판결에서는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소송중단 사유였으나 파산선
고 역시 민사소송법 제239조에 의해 명시적으로 소송중단 사유로 규정되어 있다. 

481) 파산선고로 인해 전부명령은 실효되는데 그럼에도 즉시항고기간의 진행이 정지된다
고 볼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하여 의문이 제기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전부명령에 대
한 즉시항고는 전부명령에 고유한 무효 혹은 취소사유를 들어 제기할 수 있다(사법연
수원, 앞의 책, 322면). 파산선고의 존재는 집행장애사유로 명백히 위와 같은 즉시항
고의 사유에 해당되므로 채무자로서는 파산선고를 이유로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
고 볼 것이다. 그런데 관리처분권의 이전으로 파산관재인에게 당사자적격이 이전되는 
이상 집행절차 내의 즉시항고 역시 파산관재인만이 제기할 수 있다. 이러한 파산관재
인의 즉시항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수계를 위한 절차의 중단은 물론 즉시항고의 
기간도 함께 정지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단계에서는 
파산관재인으로서는 집행취소신청이 아니라 즉시항고를 통해서만 집행처분(여기서는 
전부명령)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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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과 다를 것이 없으므로 당연히 실효 내지 금지된다.

  2) 별제권자가 별제권의 목적물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을 신청한 경우 

별제권자는 자신이 별제권을 가지고 있는 목적물에 대하여 담보권 실

행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면 되므로 강제집행절차를 신청할 필요가 없는 

것이 보통이다. 하지만 별제권자가 강제집행절차를 신청할 필요가 있을 

수 있고 때에 따라서는 그것이 담보권의 실행방법일 수도 있다. 예컨대 

별제권의 목적물 가액이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초과하는 상황에서 저

당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실제 채권액도 피담보채권액을 넘어선

다면, 저당권자로서는 저당권으로 담보되지 않는 채권액 범위 내에서 남

아있는 담보목적물의 교환가치를 확보하기 위해 저당권에 기한 담보권실

행경매가 아닌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법률의 무지 혹은 판단

의 착오로 인하여 별제권자가 담보권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피담보채권

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신청하는 경우도 있다.482)

한편 담보권의 실행방법이 법정되어 있지 않은 비전형담보의 경우에

는 담보설정자가 담보권자에게 설정 당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면서 

채무불이행시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한 강제집행절차를 신청하는 것

을 담보권 실행방법으로 정할 수도 있다. 특히 동산 양도담보에 있어서 

482) 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다카24816 판결은 토지에 대한 저당권자가 해당 토지
에 대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의 환지처분에 따른 청산금채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가지게 되었음에도 그 채권에 대해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며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한 것이 아니라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채
권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고 한편 그 전에 이미 과세관청이 청산금채권 중 일
부를 압류하여 압류가 경합된 사안에서, 물상대위권을 갖는 채권자가 동시에 채무명
의를 가지고 있으면서 채무명의에 의한 강제집행의 방법을 선택하여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을 얻은 경우에는 비록 그가 물상대위권을 갖는 실체법상의 우선권자라 하더
라도 원래 일반채무명의에 의한 강제집행절차와 담보권의 실행절차는 그 개시요건이 
다를 뿐만 아니라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관여하는 집행절차의 안정과 평등배당을 기대
한 다른 일반채권자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점에 비추어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
서 발부된 위 전부명령은 무효로 볼 수밖에 없다고 판시하였다. 위 사안에서 토지의 
저당권자가 어떠한 이유로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지 않았는지 명확하진 않지만 전문적
인 법률지식이 없다면 위와 같이 담보권을 행사하여야 할 경우임에도 일반적인 강제
집행절차를 신청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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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의 확립된 태도는 위와 같은 방식의 양도담보권 실행을 인정하는 한

편, 양도담보권자가 신청한 강제집행절차는 그 형식은 강제집행절차이나 

실질은 동산 양도담보권 실행을 위한 환가절차이므로 그 절차에서 압류

를 경합하거나 배당을 요구한 다른 채권자들은 양도담보권자에 대한 관

계에서 압류경합권자나 배당요구권자로 인정될 수 없고 환가대금의 배당

에 있어서도 양도담보권자가 우선 변제를 받는다는 것이다.483) 다만 강

제집행의 신청이 담보권 실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담보권자가 강제집행 

신청시 제출한 서류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 그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484)

위와 같이 별제권자가 별제권의 목적물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

는 상황이 나뉘는 이상 그에 대한 처리방법도 다음과 같이 경우를 나누

어 검토해야 한다. 먼저 강제집행절차가 별제권의 원칙적 실행방법이라

면, 이러한 강제집행절차는 제411조에 따른 별제권의 실행방법으로 인정

되어 실효되어서는 안 되고 파산관재인에 의해 속행되어야 한다. 파산관

재인으로서는 별제권자의 별제권 실행에 대항할 수 없으므로 집행취소신

청을 해서는 안 되며, 제348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집행의 속행을 선택하

여야 할 의무까지도 있다 할 것이다. 물론 이에 따라 강제집행절차가 진

행되어 배당이 이루어지더라도 별제권자만이 배당금을 현실로 수령할 수 

있고 다른 일반채권자들에게 배당될 금원은 파산관재인에게 교부되어야 

한다. 한편 위와 같은 경우에는 파산절차 진행 중에 새로이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것도 당연히 가능하게 된다. 

반면 강제집행절차가 별제권자의 임의선택에 기한 경우에는 절차진행

에 대한 별제권자의 기대를 보호할 필요가 없고 파산관재인으로서는 최

적의 환가방법을 선택하면 족하다. 즉, 이러한 경우의 강제집행절차는 

별제권의 실행이 아니므로 파산관재인은 여기에 구속되지 않으며 집행취

483) 대법원 1979. 3. 27. 선고 78다2141 판결; 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다21910 판결; 
대법원 1999. 9. 7. 선고 98다47283 판결.

484) 앞서 본 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다카24816 판결에서는 청산금채권에 대한 물
상대위권의 행사방법으로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그것
이 물상대위권의 행사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요건으로서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가 제출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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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신청을 할지 속행을 할지 선택을 하면 되는 것이다. 별제권의 목적물

을 임의매각하면 보다 고가에 매각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기존 집행처분

을 취소하고 환가로 나아가면 되겠고, 임의매각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강

제집행절차를 속행하여 환가를 하면 될 것이다. 임의매각을 선택한 경우 

파산관재인은 별제권의 목적물을 환수한 다음(제492조 제14호) 임의매각

을 하거나, 처음부터 임의매각의 방법으로 목적물을 환가할 수 있다(제

497조).485) 파산선고 후에는 별제권자의 임의선택에 기한 강제집행신청이 

금지되는 것은 물론이다.

  3) 관련문제 - 선순위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의 처리

이미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에 대하여 담보권자 아닌 채권자가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신청한 경우, 별제권자가 압류채권

자인 사안은 아니지만 강제집행절차의 처리에 대하여 생각할 점이 있으

므로 관련문제로서 검토한다.

저당권과 같이 선순위 담보권의 법정된 실행방법이 담보권실행경매인 

경우 다른 채권자가 신청한 강제집행절차에 의하는 것이나 나중에 담보

권자가 신청할 담보권실행경매절차에 의하는 것이나 별다른 차이가 없

다. 파산선고 당시 강제집행절차가 진행 중일 경우 이것이 파산채권 또

는 재단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절차라는 이유만으로 집행처분을 취소하면 

나중에 담보권자가 담보권실행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무익한 절차반복이 

초래된다. 따라서 파산관재인으로서는 파산선고 당시 진행 중인 강제집

행절차 가운데 담보권실행경매의 방식으로 행사될 선순위 담보권이 존재

하는 경우에는 집행취소신청을 하기에 앞서 해당 담보권자의 의향을 물

은 뒤 담보권자가 강제집행절차의 속행에 대하여 특별히 거부의 의사를 

485) 제497조 제1항에는 파산관재인이 민사집행법에 의하여서만 별제권의 목적물을 환가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임의매각도 환가방법으로서 허용된다고 보는 견
해가 유력하고 오히려 실무적으로는 파산관재인이 별제권자와의 협의를 통해 그의 승
인을 얻어 임의매각하는 것이 원칙화 되어있다고 한다. 임준호, 앞의 글, 1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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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하지 않는다면 강제집행절차의 속행을 선택함으로써 대상 재산의 환가

를 효율적으로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486) 물론 이러한 선택은 강제집행

절차가 별제권의 실행방법인 경우와는 달리 파산관재인의 의무는 아니

다. 속행이 아니라 임의매각 등 다른 환가방법을 선택한다면 기존 강제

집행절차를 속행할 필요는 없고 집행취소신청을 하면 된다. 한편 담보권

자가 스스로 임의매각을 원할 수도 있으므로 이때에도 기존 강제집행절

차의 외관을 제거한 다음 임의매각으로 나아가면 될 것이다.

 마. 파산재단의 범위와 강제집행

  1) 파산재단과 자유재산

   가) 파산재단의 의의와 분류

파산선고 당시에 채무자가 가지는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한다(제

382조 제1항). 이와 같이 성립된 파산재단은 파산관재인의 관리 하에서 

환가되어 그 대금이 채권자들에 대한 배당에 활용된다. 일반적으로 재산

이라 하면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모두 포함하지만, 파산재단에 있어서

는 적극재산만을 의미한다.487) 채권의 경우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인

한 채권이기만 하면 장래에 행사할 것이라도 파산재단에 포함된다(제382

조 제2항).

파산재단은 절차 진행의 순서에 따라 법정재단, 현유재단 그리고 배

당재단으로 나뉜다.488) 먼저 법정재단은 법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범위가 

정하여져 있는 파산재단을 말하는데, 이는 관념적이고 당위적인 것이므

486) 반면 담보권실행방법이 간이변제충당, 채권의 직접청구, 귀속청산형 비전형담보에서
의 소유권이전, 처분청산형 비전형담보에서의 사적 청산이라면 강제집행절차를 실효
시키고 별제권의 행사를 기다려야 할 것이다.

487) 注解 破産法(上), 72면.

488) 이하의 내용은 전병서, 앞의 책, 220-221면; 김경욱, 파산재단의 범위에 관한 연구 : 
파산법 제6조를 중심으로, 비교사법 제8권 제1호(상)(2001), 한국비교사법학회, 
488-489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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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실제로 파산선고 시점의 파산재단 내에는 재단에 속하여서는 안 될 

재산이 포함되어 있기도 하고 반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재산이 일탈되어 

있을 수도 있다. 이와 같이 그 귀속의 당부를 떠나 파산선고 이후 실제

로 파산관재인이 점유 및 관리하고 있는 재산으로 구성되는 파산재단을 

현유재단이라고 한다. 따라서 현유재단은 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그 범위

가 계속 변동하는데 파산관재인의 파산재단 점유 및 관리업무의 목적 가

운데 하나는 이러한 현유재단의 범위를 법정재단에 일치시키는 것이다. 

파산관재인이 점유, 관리업무를 수행한 결과 배당의 단계에서 실제 파산

채권자 등에 대한 배당의 재원으로 사용될 수 있는 재산이 마련되는데 

이를 배당재단이라고 한다. 제505조의 “배당하기에 적당한 금전”이 배

당재단을 지칭하는 것이다.

   나) 자유재산의 의의와 종류

위와 같이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의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것이지만 예외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 채무자의 재산도 있다. 이

를 자유재산이라 한다. 자유재산으로는 ① 압류금지재산 또는 채권, ② 

채무자의 신청에 의한 면제재산, ③ 채무자가 파산선고 후 취득한 신득

재산(新得財産), ④ 파산절차 종료시까지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으로부터 

포기한 재산이 있다.489) 자유재산은 파산선고 후에도 채무자가 자유로이 

관리처분할 수 있어490) 그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의 처리가 특별히 문제된

다. 이하에서는 파산선고 이후의 시점에 자유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거나 종전의 강제집행이 속행될 수 있는지를 자유재산의 종류별로 

나누어 검토한다.

   다) 법인채무자의 자유재산

489) 통합도산법 제정 이전에는 파산법이 속지주의를 취하고 있었으므로(파산법 제3조 
제1항) 국외재산도 자유재산으로 분류되었다. 김경욱, 파산재단의 범위에 관한 연구 : 
파산법 제6조를 중심으로, 496면. 하지만 현재는 그와 같은 제한이 없으므로 국외재
산도 원칙적으로 파산재단에 포함된다.

490) 注解 破産法(上), 7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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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그에 앞서 법인인 채무자에 대해서 자유재산의 존재를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으므로 이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491) 먼저 

부정설은 파산한 법인은 독자적 경제생활을 할 수 없으므로 신득재산이 

있을 수 없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압류금지재산 

및 채권 역시 법인에 대하여는 인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492) 상법 

제531조 제1항에서 청산인의 선임사유로 파산을 제외하고 있는 것은 파

산절차를 청산절차의 특칙으로 보고 파산관재인으로 하여금 파산한 회사

가 가지는 총재산에 대한 청산을 하도록 한 취지인 점, 파산선고에 의해 

종전의 이사가 당연 해임되는 이상 자유재산을 관리처분할 자가 존재하

지 않는 점도 근거로 든다. 한편 자유재산으로 인정되는 재산은 원래 채

권자들에 대한 배당재원이 되어야 함에도 자유재산으로 분류됨으로써 주

주 등의 잔여재산분배청구권의 대상이 되는데 이 역시 부당하다고도 한

다.493) 반면 긍정설은 동시폐지가 있은 후에 발견한 채무자의 재산은 자

유재산으로 볼 수밖에 없고,494) 파산관재인이 포기한 재산은 채권자가 

신청하여 선임된 청산인이나 긴급사무처리권을 행사할 수 있는 퇴임이사

가 관리할 수 있으므로 관리처분할 자가 없지 않다고 주장한다. 일본에

서는 과거에는 긍정설이 유력하였으나, 최근에는 부정설이 유력설로 등

장하였다고 한다.495)

생각건대 긍정설도 거의 전적으로 포기된 재단재산을 전제로 하여 논

리를 전개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파산관재인이 관리처분권에 기하여 포

기한 재산에 대하여 그가 관리처분권을 가진다고 보기는 어렵고 동시폐

지 후 발견된 재산을 취급할 방법이 달리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긍정

설이 타당하다.496) 부정설의 논리를 일관하면 법인파산시 파산관재인이 

491) 이하의 학설 내용은 법인파산실무, 289-290면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492) 이는 면제재산에 관하여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493) 大コンメンタール破産法, 140면.

494) 그런데 동시폐지가 되면 파산재단이 애초에 성립하지 않는데 그럼에도 파산재단에 
대립하는 개념인 자유재산을 상정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495) 條解 破産法, 311면.

496) 김경욱, 파산재단의 범위에 관한 연구 : 파산법 제6조를 중심으로, 506-507면; 일본 
실무도 마찬가지 입장이다. 破産 ․ 民事再生の實務(上), 27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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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재산을 포기할 방법이 없게 되어 부당하다. 실무 역시 법인채무자에 

대해서도 자유재산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를 전제로 포기한 재단재산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파산관재인에게 부과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하급심 

판결도 있다.497) 다만 구체적으로 압류금지재산이나 채권, 면제재산, 신

득재산은 성질상 법인채무자의 자유재산이 될 수 없는 것들이므로 포기

된 재단재산 정도만을 상정할 수 있을 것이다.

  2) 자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가) 압류금지재산 또는 채권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재산(민집 제195조) 또는 압류금지채권(민집 제

246조 제1항)을 규정하는 것은 채무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직업을 

유지하며, 품위를 보전함으로써 채무자 및 그 가족에 대한 개별적인 보

호뿐만 아니라 공공복리의 보장이라는 사회국가적 원리의 구현을 그 목

적으로 한다.498) 이러한 목적은 채무자에 대한 일반, 총괄적 집행절차인 

파산절차에서도 그대로 타당하므로 제383조 제1항에서는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을 파산재단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종래 파산법 제6조 

제3항 단서499)에서는 민사집행법 제195조의 제4 내지 6호의 압류금지재

산과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의 압류금지채권 전반을 파산재단에 포함

시키고 있었으나, 통합도산법에서는 이를 삭제하였다. 한편 민사집행법 

이외에 다른 법률에서도 고유한 목적을 위해 압류금지재산을 정하고 있

는 경우가 있는데 그 목적을 구체적으로 따져 파산재단에 귀속되는지 여

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500) 

497) 법인파산실무, 290면. 본문의 판결은 서울행정법원 2005. 7. 7. 선고 2005구합6904 
판결로 위 문헌에서 재인용.

498) 집필대표 김능환 ․ 민일영, 주석 민사집행법(Ⅴ) 제3판, 한국사법행정학회, 2012, 241
면(서승렬 집필부분), 592면(손진홍 집필부분).

499) 제6조(법정재단) ③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한다. 단, 민사집
행법 제195조제4호 내지 제6호 및 제246조제1항의 각호에 열기한 물건 및 채권은 예
외로 한다.

500) 압류금지재산이나 압류금지채권이 반드시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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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금지는 채권 전반에 대한 것이므로 파산채권은 물론 재단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은 애초에 불가능하다. 이에 위반한 압류처분 또는 

압류명령의 효력에 관하여서는 무효설과 유효설의 대립이 있고, 그러한 

압류처분 내지 압류명령을 다투는 방법은 압류금지재산의 경우에는 집행

에 관한 이의신청을, 압류금지채권의 경우에는 압류명령에 대한 즉시항

고를 제기하면 된다.501) 따라서 일반의 강제집행절차에 대해서는 파산관

재인이 집행취소신청을 하여 집행의 외관을 제거하게 되겠지만, 압류금

지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 대하여는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이나 즉시

항고를 제기하여 집행의 실질까지 제거하게 될 것이다.

   나) 면제재산

    (1) 의의

면제재산이란 개인인 채무자가 법원의 면제재산결정에 의해 일정범위 

내에서 파산재단에 속하는 것을 면제받음으로써 자유재산이 되는 재산을 

말한다.502) 개인채무자 파산시 채무자의 경제적 갱생을 위해 민사집행법

상 압류금지재산 또는 채권 이외에도 자유재산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있었고,503) 통합도산법은 이를 받아들여 제383조 제2항을 

은 아니다. 예컨대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 공장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기계기구 등, 
공장재단이나 광업재단을 구성하는 물건 등도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는데[주석 민사
집행법(Ⅴ), 255면(서승렬 집필부분)을 참고] 이들은 사회정책적 목적과는 거리가 멀
다. 이러한 압류금지재산들은 그것이 환취권이나 별제권의 대상이 되는 것은 별론으
로 하고,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볼 이유가 없다. 따라서 제383조 제1항의 
압류금지재산이란 채무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재산에 한정
되는 것으로 축소해석함이 상당하다. 개인채무자 및 그 가족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
하기 위한 것임이 명백한 면제재산제도가 같은 조 제2항에 연달아 규정되어 있는 점
은 이러한 축소해석의 또 다른 근거이다. 일본 최고재판소 昭和 60. 11. 15. 판결도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압류금지재산으로 정한 해당 법률의 취지를 구체적으로 살
펴야 한다는 입장이다(條解 破産法, 311면에서 재인용); 반면 압류금지재산이기만 하
면 모두 자유재산이 된다는 견해로는 김경욱, 파산재단의 범위에 관한 연구 : 파산법 
제6조를 중심으로, 503-504면.

501) 주석 민사집행법(Ⅴ), 242-243면(서승렬 집필부분), 606-607면(손진홍 집필부분).

502) 개인파산 ․ 회생실무, 70면.
503) 예컨대 전병서, 앞의 책, 2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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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었다.504)

    (2) 대상 및 절차

면제재산으로 결정될 수 있는 재산은 채무자 또는 그 피부양자의 주

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에 관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 가운데 주택

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따라 소액임차보증금으로 보호되는 범위 내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부분(제1호)과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6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한 재산으로서 

역시 시행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부분(제2호)이다.505) 

면제재산의 결정은 파산법원이 직권으로 할 수는 없고 개인인 채무자

가 법원에 면제재산 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청기간은 파산신청일부터 파

산선고 후 14일까지이며 신청시 채무자는 면제재산목록과 소명자료를 첨

부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제383조 제3항). 신청을 받은 법원은 파산선

고 전 신청시에는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선고 후 신청시에는 신청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면제 여부 및 그 범위를 정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383조 제4항). 이 결정에 대하여 채권자 등은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으나 집행정지효는 없다(제383조 제6, 7항).

    (3) 효과

면제재산으로 결정이 된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 자유재산이 

되므로 채무자가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취지를 완전히 

살리기 위해서는 해당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이 되어서는 

504) 다만 제도를 도입하기 이전에도 실무상으로는 동시폐지결정을 통해 채무자의 가재
도구, 자동차, 임대차보증금 등을 환가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사실상 면제재산 결정
이 있는 경우와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었고, 현행 면제재산 제도는 주로 동시폐지결
정을 하지 않는 개인 파산관재인 사건에서 활용될 것이 기대된다고 한다. 개인파산 ․ 
회생실무, 70면.

505) 이에 따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에서는 제1호의 상한을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제10조 제1항에서 정한 금액 또는 주택가격의 1/2로(제1항), 
제2호의 상한은 900만원으로(제2항) 각각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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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되므로 제383조 제8 내지 10항에서는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의 중

지, 금지와 실효를 규정하였다.506) 구체적으로 제8항에서는 파산선고 전

에 면제신청이 있는 경우 파산법원은 채무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면제

재산에 대한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의 중지 또는 금

지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507) 제9항에서는 면제재산결정 확정시 위 

중지명령에 의해 중지된 절차가 실효되는 것으로 정하였으며, 제10항에

서는 파산법원의 별도 재판이 없더라도 면책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508)

까지는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이 금지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제10항의 규정취지는 동시폐지 등으로 인해 파산절차가 종

료된 이후 면책신청이 있을 때까지의 기간 동안 면제재산에 대한 강제집

행, 가압류, 가처분을 금지하여 면제재산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509) 이후 면책신청이 있으면 아래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557조 

제1, 2항에 따라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이 중지, 금지 및 실효되므로 

이로써 면제재산은 채무자가 면책을 받을 때까지 강제집행, 보전처분으

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한편 위 각 규정상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만 중

지, 금지 및 실효의 대상으로 되어있지만 재단채권에 기한 경우도 달리 

볼 이유가 없다. 이는 아래 신득재산과 포기된 재산에 대하여도 모두 같

다.510)

   다) 신득재산

    (1) 의의

506) 따라서 파산절차의 원활한 진행과 채권자간의 형평성 확보를 위한 파산선고에 의한 
강제집행 실효와는 그 취지를 달리하는 것이다. 

507) 파산선고 후 신청의 경우에는 파산선고의 효력에 의하여 강제집행이 금지, 실효되
므로 따로 규정을 두지 않아도 되었다.

508) 파산신청일로부터 기산하여 파산선고 확정 후 1월까지의 기간이다(제556조 제1항).

509) 개인파산 ․ 회생실무, 73면.

510) 앞의 가. 3) 다) 부분 참조. 條解 破産法, 342면도 재단채권에 기초한 자유재산에 대
한 강제집행을 파산채권에 기초한 것과 같게 취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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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득재산이란 파산선고가 있은 후에 채무자가 새로이 취득한 재산이

다. 파산재단은 파산선고 당시에 채무자에게 속한 재산으로 구성되므로 

신득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 자유재산이다.

신득재산이 자유재산이 되는지 여부는 파산재단의 범위를 정하는 입

법방식으로 고정주의와 팽창주의 중 어느 것을 선택하는가에 따라 달라

진다. 고정주의는 파산선고시를 기준으로 그 때의 재산만이 파산재단을 

구성한다고 보는 입장이고, 반면 팽창주의는 파산선고 이후에 취득한 재

산까지도 파산재단에 포함된다는 입장이다. 고정주의에 따를 때 신득재

산은 자유재산이 되지만, 팽창주의에 따르면 신득재산도 파산재단에 포

함된다.511) 통합도산법은 고정주의를 취하기 때문에 신득재산이 자유재

산으로 분류된다.512)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파산선고 이후에도 경제생활을 계속해나가

기 때문에 파산선고 후 취득하는 신득재산이 있을 수 있고 경제적 갱생

에 중요한 재원이 된다. 반면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파산선고로 인

해 해산될 예정인 법인 스스로가 적극재산을 새로이 취득할만한 경제활

동을 하는 것을 상정하기 어렵고 실제로 대부분 폐업하기 때문에 신득재

산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513)

511) 고정주의의 장점은 파산채권이 파산선고시를 기준으로 확정되는 것에 대응하여 파
산재단 역시 파산선고시를 기준으로 성립되도록 함으로써 채무와 책임의 형평을 도모
할 수 있고, 파산재단의 범위가 조기에 결정되어 절차의 간이, 신속을 꾀할 수 있으
며, 파산선고 후 신채권자의 신득재산에 대한 지위를 보장하여 신 ․ 구채권자를 공평
하게 취급할 수 있고, 채무자가 신득재산을 기초로 경제적 갱생을 꾀할 수 있으며 이
는 한편으로는 채무자의 조기 파산신청에 대한 유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들 수 있
다. 반면 팽창주의는 파산선고 후 절차진행 중 신득재산을 새로운 파산재단으로 하는 
제2파산이 될 위험성이 없고, 신득재산의 포함으로 파산재단이 늘어나 총채권자들에 
대한 변제율이 높아지며, 채무자가 신득재산을 낭비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김경욱, 파산재단의 범위에 관한 연구 : 파산법 제6조를 중심으로, 492-493
면.

512)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도 고정주의를 취하고 있는데 이는 1877년에 제정된 독일 
구파산법의 영향이다. 그렇지만 독일은 1999년 새로운 도산법을 제정하면서 고정주의
를 폐지하고 팽창주의로 입장을 바꾸었다고 한다. 독일이 고정주의를 폐지하게 된 이
유에 대한 설명은 우선 김경욱, 파산재단의 범위에 관한 연구 : 파산법 제6조를 중심
으로, 507-508면 참조.

513) 同旨 : 도산절차와 소송 및 집행절차, 228면; 破産 ․ 民事再生の實務(上), 276면; 예
외적으로 파산관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영업을 계속하는 한편(제486조) 그 후에 
영업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수익은 파산재단에 속하게 되는데, 그 취득시점이 파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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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신득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신득재산은 채무자가 파산선고 이후에 비로소 취득하는 것이므로 파

산선고에 따른 기존 강제집행절차의 처리가 논의될 일은 없다. 문제는 

신득재산에 대하여 새로운 강제집행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가) 학설의 대립

일본에서의 논의를 보면 먼저 부정설은 강제집행을 긍정하게 되면 채

무자에게 갱생의 기회를 부여하는 한편 그 부양가족의 생계까지도 보장

하려는 고정주의의 취지가 몰각될 수 있고, 다른 한편 채권자들에게 공

평한 배당을 한다는 파산법의 취지도 달성할 수 없으며, 신득재산은 파

산선고 후에 있을 채무자의 경제활동으로 발생한 채권의 책임재산이 된

다는 점 등을 근거로 한다.514) 이에 대해서 긍정설은 독일 구도산법과 

달리 명문으로 이를 금지하고 있지 않고 강제집행의 실효에 관한 조문에

서 대상을 파산재단에 속한 재산이라고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자

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허용하면 파산재단이 감소하지 않는 것은 물

론 강제집행을 통해 만족을 얻은 파산채권 일부가 감소됨에 따라 전체 

채권자들에 대한 배당액은 늘어난다는 점 등을 제시한다.515) 최고재판소

는 平成 2. 3. 20. 판결에서 동시폐지결정이 확정된 후 면책신청이 있어 

그 절차가 진행 중에 채무자가 취득한 그 처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

상청구권과 이행기가 파산선고 전후로 걸쳐있는 채무자 자신의 임금 및 

상여금채권에 대하여 파산채권자가 파산채권에 기하여 한 강제집행을 적

고 이후라는 의미에서 신득재산이라 부를 수 있겠고 이를 이유로 법인파산에서는 신
득재산도 자유재산이 아니라 파산재단에 속한다고 설명하기도 한다. 條解 破産法, 
303, 311면. 그렇지만 이는 파산관재인이 관리처분권을 행사한 결과 취득한 것으로 
이를 채무자가 새로이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엄밀하게 신득재산으로 분류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514) 注解 破産法(上), 378면; 破産 ․ 民事再生の實務(上), 92면; 大コンメンタール破産法, 
139면.

515) 注解 破産法(上), 378-37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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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하다고 보았는데, 이에 대해서는 긍정설을 취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

는지를 두고 다툼이 있다.516)

국내에서는 채무자의 경제적 갱생을 보장하고 파산선고 후 채무자에 

대한 신채권자를 보호하여야 한다거나, 현행법이 파산절차에서 고정주의

와 면책주의를 취하고 있음을 이유로 부정설이 지배적이다.517)

     (나) 검토

생각건대 현행법 하에서는 위와 같은 학설대립과 관계없이 제557조에 

따라 처리하면 족할 것이다.518) 이에 따르면 기본적으로는 부정설과 같

은 결론에 이르겠지만 언제나 그렇지는 않다. 제557조 제1항에서는 개인 

채무자가 파산신청과 함께 또는 그와 별개로 면책신청을 한 경우에는 면

책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다)에 대하여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신득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면책신청

이 있는 경우에만 위 조항에 근거하여 금지되고,519) 만일 채무자가 예외

적으로 파산신청시 면책신청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하고 별도의 

면책신청도 하지 않는다면520) 그러한 채무자의 경제적 갱생까지 고려할 

516) 판결의 내용은 注解 破産法(上), 379면에서 재인용. 注解 破産法(上), 379면은 이것이 
긍정설을 취한 것이라고 평가하지만, 破産 ․ 民事再生の實務(上), 92면은 이는 동시폐
지사안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볼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517) 도산절차와 소송 및 집행절차, 227-228면; 전병서, 앞의 책, 230면; 김경욱, 파산재단
의 범위에 관한 연구 : 파산법 제6조를 중심으로, 506면. 다만 뒤의 두 문헌에서는 신
득재산에 한정하지 않고 자유재산 전반에 대한 강제집행의 가부를 논하고 있다. 

518) 일본에서의 학설대립 역시 일본 파산법에서 면책절차에 고유한 강제집행절차의 처
리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던 때에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제557조 제1항(일본 파산법 
제249조)가 신설된 현재는 그 논의배경이 많이 다르므로 자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가능성은 신설된 조항을 토대로 하여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

519) 재단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은 위 조항을 유추하여 금지할 것이다.
520) 통합도산법이 개인채무자의 파산신청시 간주면책신청제도(제556조 제3항)를 도입함

에 따라 신청인이 최초 법원에 파산신청서를 접수하는 단계에서의 창구지도가 중요해
졌다고 한다. 만일 채무자가 파산신청서만 제출하는 경우 신청인의 의사를 확인하여 
면책신청을 할 의사가 확인되면 파산 및 면책의 동시신청을 하도록 하고, 신청인이 
면책신청을 하지 않을 의사일 경우에는 때에 따라 동시신청을 적극적으로 권유하는 
방향으로 창구지도를 하는 것이 요청된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면책허
가를 받는 것을 감정상 받아들일 수 없다거나 애초에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다고 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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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는 없으므로 신득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고 볼 것이다.521) 

파산절차 진행 중에 뒤늦게 면책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파산선고시점부터 

면책신청이 있을 때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제557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공백이 생길 수 있는데, 이는 면책신청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채무자가 뒤늦게 신청을 하였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불가피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라) 재단재산의 포기

    (1) 일반론522)

파산관재인은 관리처분권 행사의 일환으로 파산재단 소속 재산 가운

데 환가가 불가능하거나 환가비용을 공제하면 남는 것이 없어 파산재단

에 이익이 되지 않고, 오히려 제세공과금이나 관리비 등의 지출로 인해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재산은 파산재단으로부터 포기할 수 있다. 

이를 재단재산의 포기라 한다.523) 재단재산의 포기는 파산선고 후 파산

절차가 종료할 때까지 시기의 제한없이 할 수 있는데, 보통 파산절차 종

료 전까지 매각을 시도하다가 종료 직전에 포기한다. 재단재산을 포기하

는 방법은 파산관재인이 법원의 허가 또는 감사위원의 동의를 얻어 직접 

포기하거나(제492조 제12호), 파산을 종결하는 과정에서 채권자집회의 결

로 판단하여 파산신청만 할 의사임을 표명하는 채무자가 있을 수 있고 이런 경우에는 
파산절차만 진행하면 된다. 이상의 내용은 개인파산 ․ 회생실무, 31, 119, 124면 참조.

521) 일본에서는 일본 파산법 제249조가 파산절차 진행 중 자유재산에 대한 개별적인 강
제집행이 금지되는 것을 전제로 한 규정이라는 점을 부정설의 논거로 제시하기도 한
다. 條解 破産法, 342면; 大コンメンタール破産法, 170면. 하지만 강제집행이 금지되는 
재산의 범위를 파산절차에서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으로 한정하였다가 면책절차에 
이르러서 비로소 채무자의 재산 전반으로 확장한 것은 파산절차에서 자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금지되지는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522) 이하의 내용은 법인파산실무, 288-290면을 요약, 정리하였다. 

523) 일본에서는 재단재산의 포기를 실체법적 권리의 절대적 포기와 파산재단으로부터의 
상대적 포기로 세분하기도 한다. 전자의 예로는 재단소속 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
에서 파산관재인이 포기, 인낙, 화해를 하는 것을 들 수 있는데 흔한 것은 아니다. 본
문에서 설명하는 것은 후자로 이를 재단으로부터의 포기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이상
은 破産 ․ 民事再生の實務(上), 170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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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529조)로 포기할 수 있는데 실무상 후자의 방법은 거의 활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파산관재인에 의해 포기된 재단재산은 파산재단으로부터 

이탈하여 자유재산이 되고 그에 대한 채무자의 관리처분권이 회복된다.

    (2) 포기된 재단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가) 새로운 강제집행의 가부

먼저 포기된 재단재산에 대한 새로운 강제집행이 가능한가에 대하여 

본다.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앞선 다) (2)에서의 논리가 그대로 적용

되어 채무자의 면책신청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반면 채무자가 법인

인 경우에는 제557조 제1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고 채무자에 대한 경제적 

갱생도 고려할 필요가 없으므로 포기된 재단재산에 대한 새로운 강제집

행 신청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524) 대상이 되는 재산은 이미 환가가 

곤란하거나 잔여 가치가 별로 없다고 판단되어 포기된 것이므로 새로운 

강제집행의 실익이 크지 않은 경우가 많을 것이나, 포기 후 대상재산의 

시가가 앙등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의미가 있을 것이다.

     (나) 진행 중이던 기존 강제집행절차의 처리525)

다음으로 포기된 재단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 당시 진행 중이던 강제

집행절차의 처리 문제이다. 이러한 강제집행절차는 파산선고로 인해 실

효되겠지만, 파산절차 진행 중 대상재산이 파산재단으로부터 이탈하여 

파산관재인의 관리처분권을 벗어나기 때문에 파산종료의 경우와 마찬가

지로 실효된 절차의 부활을 검토하여야 한다. 재단재산의 포기에 파산취

소와 같은 소급효를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526) 이때의 부활 문제는 이시

524) 同旨 : 도산절차와 소송 및 집행절차, 228면. 
525) 압류금지재산과 신득재산에 대하여는 기존의 강제집행절차를 상정할 수 없고, 면제

재산에 대하여는 명문의 규정이 있으므로 자유재산 가운데 기존 강제집행절차의 처리
에 대한 이론적 검토가 필요한 것은 포기된 재단재산이 유일하다.

526) 재단재산의 포기에 소급효를 인정할 것인지, 장래효를 인정할 것인지가 특별히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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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로 인한 경우와 유사하다. 따라서 포기 전에 집행처분이 취소된 경

우에는527) 부활을 인정하기 어렵겠지만, 만일 포기될 때까지 집행처분이 

취소되지 않고 있었다면528) 포기 이후에 기존 강제집행절차의 속행을 인

정할 수 있을 것이다.529)530)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파산관재인으로서는 

특정 재단소속 재산이 차후 포기될 가능성이 있다면 집행취소신청을 하

는데 한층 더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자칫 불필요한 

실효가 될 수 있고 이로 인해 압류채권자를 비롯한 강제집행절차의 이해

관계인들의 지위가 결과적으로 부당하게 상실될 수 있다.

   마) 관련문제 - 동시파산폐지 후 발견된 재산

파산관재인의 파산재단 점유 및 관리가 완벽할 수만은 없으므로 동시

폐지가 된 이후에 비로소 발견된 재산이 있을 수 있다. 동시폐지가 있으

면 파산재단이 애초에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재산을 자유재산이

라고 할 수는 없지만 관련문제로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 당시 진행 중이던 강제집행절차는, 제348조 제1항 본문

에서의 파산재단은 법정재단이 아니라 현유재단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

의되지는 않는 것 같다. 재단재산의 포기는 파산절차를 진행한 결과 불가피하게 이루
어지는 것이지 파산선고 취소와 같이 원래부터 존재하였던 위법으로 인한 것이 아니
므로 파산폐지처럼 장래효만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527) 환가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보다 원활한 환가를 위하여 집행취소신청을 하여 집행처
분의 외관을 제거하였을 수 있다. 

528) 포기된 재산은 결과적으로 환가가 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파산관재인이 포기할 
때까지 집행취소신청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529) 條解 破産法, 342면은 파산절차개시 당시 파산채권에 기해 자유재산(포기된 재단재
산 이외에 다른 자유재산을 상정할 수는 없다)에 대하여 진행 중이던 강제집행절차는 
채권자가 속행할 수는 없지만, 그 효력을 잃는다는 명문 규정이 없고 제249조에서 파
산절차 종료시에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기왕에 진행 중인 강제집행절차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있음을 들면서 절차가 중지됨에 그친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제249조는 
강제집행절차가 실효되지 않는 동시파산폐지의 경우를 전제로 한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파산선고에도 불구하고 자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중지될 뿐
이라고 설명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본문과 같이 파악하는 것이 합당하다.

530) 미국에서도 관재인이 도산재단을 관리하는 중에 소속재산을 재단으로부터 포기하면 
해당 재산은 도산재단에 속하지 않게 되는 결과 자동중지가 종료되므로 자동중지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정준영, 도산절차와 민사집행, 591면; 이제정, 앞의 
글, 13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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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기 때문에531) 파산선고에도 불구하고 실효되지 않는다. 다만 개인채무

자에 대하여 면책절차가 진행되는 경우라면 제557조에 따라 처리될 것이

다. 한편 이에 대한 새로운 강제집행신청은 신득재산이나 포기된 재단재

산에서와 마찬가지로 처리할 것이다.

4. 파산절차 진행과정에서 압류채권자의 지위

 가. 채권신고 및 조사, 확정절차

파산채권자로서는 파산선고로 인해 개별적 권리행사가 금지되고 오직 

파산절차에 참가하는 방법으로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파산절차 참가

는 채권자가 파산법원에 파산채권을 신고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이어서 

신고된 채권에 대해 파산관재인이나 다른 채권자들의 이의 여부를 묻는 

조사절차가 진행되고, 조사절차에서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다툼을 해

결하는 채권조사확정절차까지 거쳐 채권의 존부, 액수 등을 확정하게 된

다.

이상의 채권신고, 조사, 확정절차의 내용은 회생절차에서의 그것과 대

체로 유사하다.532) 따라서 압류채권자는 회생절차에서와 마찬가지로 그

가 보유한 채권에 대해 제기될 수 있는 이의사유가 적고, 이의가 제기되

더라도 출소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므로(제466조) 다른 채권자들보다 유리

한 지위에 놓인다. 물론 이러한 지위를 누리기 위해서는 채권신고시 자

신이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을 보유한 사실을 신고하면서 집행권원의 사

본을 첨부하여야 한다(규칙 제73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호).533)

반면 채권자목록 제출제도가 없는 점, 채권조사의 방식이 기간방식이 

아니라 일반 또는 특별조사기일을 여는 기일방식인 점, 신고기간 경과 

후의 채권신고도 기본적으로는 유효한 것으로 취급되는 점 등에서는 회

531) 注解 破産法(上), 377면.

532) 상세한 내용은 Ⅱ. 3. 나. 및 다. 참조.

533) 회생절차에서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제447조 제1항에서 대법원규칙에 위임하는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일본 파산법 제111조 제1항 제5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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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절차와 차이가 있다.534) 도산절차의 통일성을 기하고, 채권자들의 파산

절차 참가의 기회를 보다 두텁게 보장하며, 절차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파산절차에도 채권자목록 제출제도, 기간방식에 의한 채권조사 

등의 도입을 입법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나. 배당절차

  1) 절차의 개관

파산절차는 채무자의 재산을 공평하게 환가, 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제1조)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환가하여 마련한 

자금으로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것은 파산절차의 최종 목표라 할 수 있

다. 배당절차는 그 진행시점에 따라 중간배당, 최후배당, 추가배당으로 

나뉘는데 대체로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우선 파산선고와 동시에 정하는 채권조사기일이 지난 후 파산재단의 

환가를 통해 적당한 배당재원이 발생하면 파산관재인은 수시로 배당을 

하도록 되어있다(제505조). 파산관재인이 배당을 하기로 결정하면 법원의 

허가 또는 감사위원의 동의를 얻어 배당절차를 시작하게 된다(제506조). 

이후 파산관재인은 배당에 참가시킬 채권자의 인적사항과 채권액, 배당

할 수 있는 금액 그리고 위 각 채권별 우선순위를 기재한 배당표를 작성

하여 이를 법원에 제출한 다음 배당에 참가시킬 채권 총액과 배당할 수 

있는 금액을 공고하여야 한다(제507 내지 509조). 이와 같이 공고를 한 

시점부터 14일의 배당제외기간535)이 진행하는데 배당제외기간동안 이의

가 제기된 파산채권자는 자신이 채권조사확정을 위한 조치536)를 한 사실

을 증명하고, 별제권자는 별제권 목적물에 대한 처분의 착수사실에 대한 

증명 및 예정부족액에 대한 소명을 하여야 배당에 참가할 수 있다(제512

534) 이는 오히려 종래 회사정리법의 내용과 일치하는 부분들이다.
535) 최후배당에서는 권리행사의 마지막 기회임을 고려하여 14일 이상 30일 이내의 범위

에서 법원이 정한다(제521조).

536) 채권조사확정재판의 신청,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기존 소송의 수계 
등의 조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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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위 14일의 배당제외기간이 경과하면 그 시점을 기준으로 다시 7일

의 배당표에 대한 이의기간이 진행한다(제514조 제1항). 배당표에 대한 

이의신청 없이 이의기간이 도과하거나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결정이 있은 후에537) 파산관재인은 법원의 허가 또는 감사위원의 동의를 

받아 배당률을 정하여(제515조 제2항) 이를 배당에 참가할 채권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538) 배당률의 통지가 있으면 각 채권자에게 파산재단에 

대한 배당금지급청구권이 발생하므로,539) 파산채권자들은 실제로 배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제517조 제1항). 다만 채권의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채권들에 대하여는 배당액을 임치하여야 한다(제519조).540)

  2) 배당절차에서의 압류채권자

537) 제515조 제1항은 “파산관재인은 제5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의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에 대한 결정이 있은 후 지체 없이 배당률을 정하여 배
당에 참가시킬 각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의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부분은 “기간이 경과한 후 또는 이의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이라고 문구를 수정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538) 반면 최후배당시에는 배당액을 정하여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나(제521조), 실무상으
로는 중간배당과 최후배당시 공히 배당률과 배당액을 모두 통지하고 있다. 법인파산
실무, 375-376면.

539) 법인파산실무, 367면; 전병서, 앞의 책, 379면; 한편 배당률의 통지로 인해 발생한 
배당금청구권의 법적 성질에 대하여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다22042 판결은 
“배당금청구권에는 다양한 종류의 파산채권 원본과 그에 대한 파산선고 전일까지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합산한 채권이 모두 반영되어 있어, 원래 채권의 성격이 반드
시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중략) 배당률을 정하여 통지함으로써 발생한 
구체적 배당금 지급채무의 이행은 파산재단을 대표한 파산관재인의 의무이지 파산자
의 의무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 배당금 지급채무는 파산채무의 원래 속성이나 파산자
가 상인인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민사채무로 봄이 상당하고, 그 지연으로 인한 지연손
해금에 적용될 법정이율도 원래 파산채무의 속성이나 약정이율 혹은 채무명의에서 정
한 지연이율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민사법정이율인 연 5%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
다.”라고 판시하여 민사채권이라는 점을 명시하였다. 이렇게 볼 때 파산관재인이 하
는 배당률의 통지에는 민사채권 아닌 파산채권 원본과 그에 대한 이자, 지연손해금 
채권을 배당금지급청구권으로 인정된 범위 내에서 민사채권으로 변경하는 경개 유사
의 형성적 효력이 인정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위 판결의 결론을 지지하는 평석
으로는 임치용, 배당금청구권의 성질, BFL 제15호(2006. 1.),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69면 이하; 최동렬, 파산관재인의 배당률지급통지에 의하여 발생한 배당금지급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의 적용이율(2005. 8. 19. 선고 2003다22042 판결：공2005
하, 1486), 대법원판례해설 통권 제57호(2006), 법원도서관, 205면 이하.

540) 최후배당시에는 파산절차를 종결하여야 하므로 공탁한다(제5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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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절차에서도 압류채권자는 집행권원을 보유한 채권자로서 다른 채

권자들에 비해 우월적 지위를 누린다. 집행권원이 없는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경우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거나 조사

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거나 계속 중인 소송을 수계하는 방

법으로 채권의 확정을 구하여야 하고(제462조 제1항, 제463조 제1항, 제

464조), 배당절차에서는 배당제외기간 내에 위 각 조치를 취한 것을 증

명하여야 배당에 참가할 수 있다(제512조 제1항). 반면 집행권원 있는 채

권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출소책임이 이의자에게 전환되어 이의

자는 채무자가 할 수 있는 소송절차에 의하여만 이의를 주장할 수 있으

므로(제466조 제1항) 채권자가 별도의 조치를 취할 필요는 없고 배당에 

참가함에 있어서도 이의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이의가 이유있다는 판결이 

확정되지 않는 한 아무런 장애가 없다.541)542)

다만 집행권원 유무와 관계없이 이의있는 채권에 대하여는 제519조 

제1호에 따라 배당액이 임치된다는 점, 일반 채권자들도 위 각 조치를 

취하였음을 증명하면 배당참가가 가능하고 설령 배당제외기간 내에 증명

하지 못하였더라도 다음 배당의 배당제외기간 내에 증명하면 배당에서 

제외되었던 부분은 다음 배당절차에서 동일 순위의 다른 채권자들에 비

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우위의 정도가 크지는 않다.

5. 파산절차 종료단계

 가. 종료의 사유

파산절차의 종료사유는 네 가지로 나뉜다. ① 파산선고결정이 위법하

여 파산선고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파산선고의 취소, ② 파산

재단 소속 재산들을 환가한 재원으로 최후배당까지 무사히 완료하여 파

산절차를 성공적으로 종료하는 파산절차의 종결, ③ 회생계획이나 개인

541) 법인파산실무, 360면; 전병서, 앞의 책, 377면.

542)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고 제512조 제1항의 반대해석 및 제519조 제1호에서 
제466조를 명시하고 있는 점을 종합한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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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계획에 대한 인가결정의 확정, ④ 그리고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는 

경우 또는 파산재단으로써 파산절차의 비용조차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에 

파산절차를 중도에 종료하는 파산절차의 폐지이다. 파산절차의 폐지는 

다시 동시폐지, 이시폐지 그리고 동의폐지로 나뉜다. 이 가운데 파산선

고 취소에 대하여는 앞서 Ⅲ. 3. 다.에서 보았고, 파산절차의 종결은 파

산절차가 성공적으로 수행된 경우이므로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다.543) 

회생계획이나 개인회생계획에 대한 인가결정에 대하여는 회생절차와 개

인회생절차에서의 내용이 그대로 적용된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파산절차

가 폐지되는 경우에 강제집행절차의 처리와 그에 따른 압류채권자의 지

위에 대하여만 본다.

 나. 파산폐지

  1) 동시폐지

   가) 의의

파산재단으로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는 사정이 파산

선고를 하기 전에 이미 밝혀진 경우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

의 결정을 하여야 하는데 이를 동시폐지라 한다(제317조 제1항). 파산재

단이 파산절차의 비용조차 내지 못할 정도로 가치가 없다면 파산절차를 

진행할 실익이 없기 때문이다. 파산재단이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

에 부족한지 여부는 우선 해당 재산이 별제권의 대상이라면 피담보채권

액을 공제한 잔액을 기준으로, 그 밖에도 부인권 행사나 부당이득반환청

구 등을 통해 재단으로 회복될 수 있는 재산이 있으면 그러한 것들을 포

함하여 판단하여야 한다.544)

543) 다만 제535조에 따라 파산절차 종결 후 채권자는 파산채권자표의 기재에 의해 강제
집행을 할 수 있고 이 때 압류채권자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집행권원과 파산채권자
표의 관계가 문제될 수 있는 바, 이는 회생절차에서의 논의와 다를 것이 없다. 

544) 注解 破産法(下), 2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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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상 동시폐지결정을 하기에 앞서 채권자들에게 동시폐지에 대한 

의견조회를 한다. 이는 법률이나 규칙에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파산선고 

전에 법원이 파악하지 못한 채무자의 재산이 있는지, 부인대상 행위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채권자들에게 의견제시 기회를 부

여하여 동시폐지에 대한 채권자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절차이다. 일

본에서는 오사카지방재판소가 1981년(昭和 56년) 무렵부터 활용하여 현

재는 일본 파산실무에서 광범위하게 채용되고 있는데,545) 우리의 실무도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546) 의견조회 결과 별다른 재산이 발견되

지 않으면 법원은 동시폐지결정을 한다.

   나) 기존 강제집행절차에 대한 효과

동시폐지가 되면 파산선고가 있더라도 이후의 파산절차를 진행할 필

요가 없으므로 파산재단이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파산재단의 성립을 

전제로 한 제348조가 적용되지 않아 기존에 진행 중이던 강제집행절차는 

파산선고에도 불구하고 실효되지 않는다.547) 법인채무자의 경우 파산선

고로 해산되어 법인격을 상실하므로 그것을 이유로 기존 강제집행절차가 

종료되겠으나, 잔여재산이 있다면 파산선고에도 불구하고 법인격이 소멸

하지 않으므로548) 실효되지 않은 강제집행절차는 법인채무자에 대하여 

유효하게 진행될 것이다. 개인채무자인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강제

집행절차는 실효되지 않으나 채무자가 면책신청을 하였거나 면책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된다면 제557조 제1항에 의하여 기존 강제집행절차가 중

지된다. 어떤 경우이건 간에 동시폐지로 인해 강제집행절차가 실효되지 

545) 注解 破産法(下), 230면; 오사카지재가 채권자 의견청취절차를 도입하게 된 것은 뒤
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경지방재판소에서 채용한 원칙적 동시폐지지양 방침에 대한 
대안으로 나오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의견청취 절차는 채권자가 제공할 수 
있는 정보에 한계가 있다는 점과 채권자들이 적극적으로 회신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인해 운영상 문제가 있다. 園尾隆司 ․ 深澤茂之 編, 東京地裁破産再生實務硏究會 著, 
破産 ․ 民事再生の實務(下), 社團法人 金融財政事情硏究會, 2001, 40면.

546) 법인파산실무, 394면.

547) 법인파산실무, 395면; 도산절차와 소송 및 집행절차, 220면.
548) 注解 破産法(下), 23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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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 결과 압류채권자는 그 지위를 유지한다.

종전 실무상으로는 개인파산사건에서 파산선고 이전에 담보권 실행경

매나 강제집행절차가 진행 중일 때 해당 절차가 종료되는 것을 기다렸다

가 동시폐지결정을 하는 경우가 있었다.549) 예컨대 담보권 실행경매에서 

피담보채권액을 상회하는 담보목적물의 잉여가액이 있고 이를 가압류채

권자들이 배당받는 경우 또는 강제집행절차에서 조세채권이나 선순위 담

보권 가액을 공제하고 남은 가액을 일반채권자들이 배당받는 경우이다. 

위 각 절차에서 가압류채권자들이나 일반채권자들이 배당받는 액수가 면

제재산으로 될 범위를 넘지 않으면 해당 절차의 종료를 기다렸다가 동시

폐지 결정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이는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파산절차

를 진행하더라도 어차피 면제재산 부분은 파산절차에서 다른 채권자들에

게 배당될 여지가 없으므로 절차의 실익이 크지 않고 오히려 채무자에게 

비용예납의 부담을 지우는 한편 절차를 복잡하게 만들 염려도 있어 바람

직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550)

   다) 동시폐지 사건의 감소와 압류채권자의 지위 변화

    (1) 동시폐지의 지양과 그 이유

실무상 개인사업자파산사건이나 법인파산사건에서는 동시폐지를 가급

적 지양하고 있다.551) 그 이유는 소비자파산의 경우와 달리 위와 같은 

549) 정영식, 앞의 글, 444-447면 참조. 종전 실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아래에서 보는 바
와 같이 법원의 사건처리방침이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550) 다만 면제재산제도가 채무자의 생활보장을 목적으로 적어도 그에 해당하는 재산은 
채무자에게 남겨주겠다는 취지인 점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실무의 태도는 지나치게 
논리에만 치우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진행 중인 담보권 실행경매절차나 강제집행절
차가 복수일 경우 채권자들이 배당받는 액수가 면제재산을 넘는지 여부를 어떻게 판
단할 것인지도 의문이다.

55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2008년 이후로 동시폐지 사건의 수가 크게 감소하여 2007. 
9.부터 2008. 8.까지는 24건, 2008. 9.부터 2009. 8.까지는 7건, 2009. 9.부터 2010. 8.까
지는 6건으로 꾸준히 감소하여 왔으며, 특히 2009년 이후의 사건들은 유동화전문 유
한회사에 대한 것이었는데 2010년부터는 그러한 회사에 대해서도 가급적 동시폐지를 
지양하고 있다고 한다. 법인파산실무, 85면, 주 20); 일본에서도 법인에 대한 동시파산
폐지사건을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재판소가 늘고 있다고 한다. 條解 破産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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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들에서는 부채액이 다액이고, 추심하여야 할 매출금채권 등이 있거

나 부인대상행위가 발견되어 재단의 가액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 그 조

사를 위해 파산관재인을 선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552) 

더욱이 법인채무자의 경우 동시폐지 후 잔여재산이 발견되면 그 처리를 

위해 청산인을 선임하여야 하기 때문에 번거로울뿐더러 청산인에게 지급

될 보수가 고액이라면 이해관계인들에게 큰 불이익이 될 수도 있다는 점

도 고려된다.553) 채권자의 입장에서도 동시폐지가 되면 절차에 참가하여 

배당을 받거나, 채무자의 은닉재산이나 면책불허가사유 등에 대한 정보

를 파산관재인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기회를 애초에 가지지 못하게 

됨에 따라 사건처리에 불만을 가질 가능성이 있다.554)

    (2) 개인소비자파산사건에서의 활용과 그 변화 

반면 개인소비자파산 사건에서는 채무자에게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할만한 자산이 거의 또는 완전히 없는 것이 보통이어서 종전에는 대

부분 동시폐지결정으로 종료되었다.555)

그러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2011년부터 파산관재인 선임사건을 

점차 확대하여 오다가 2012년 2월부터는 파산관재인 선임을 원칙으로 하

여 관재인사건을 전면 실시하는 것으로 사건처리방침을 변경하였다.556) 

변경된 방침에 따르면 법원은 개인파산 ․ 면책신청이 있으면 파산의 원

인인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한 다음 최단시간 내에 

파산선고를 하며, 파산선고시 선임된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 부인대상 

행위의 유무, 면책불허가사유 등에 대한 조사를 수행한다. 법원은 이러

한 파산관재인의 업무를 감독하면서 조사결과에 따라 이시폐지 혹은 배

1431면.
552) 법인파산실무, 84-85면.

553) 법인파산실무, 393면.
554) 전병서, 앞의 책, 76면; 注解 破産法(下), 230면; 破産 ․ 民事再生の實務(下), 39-40면.

555) 개인파산 ․ 회생실무, 4, 17-18, 74면; 전병서, 앞의 책, 76면.

556) 이하의 내용은 박근정, 2012년 새로운 개인파산 ․ 면책절차의 운용방안, 도산법실무
연구-재판자료 제127집, 법원도서관, 2013, 247-256면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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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후 종결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통합도산법이 예

정하고 있는 파산면책절차의 원칙적 모습557)을 구현할 수 있고, 환가 및 

배당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늘어나 채권자들에게 일부라도 만족을 가져

다줌으로써 제도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으며, 파산 ․ 면책절차가 동

시에 진행됨으로써 신속한 면책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한다. 새로운 

방침에 따를 때 동시폐지결정은 채무자가 통상 30만원 이내인 파산관재

인 보수비용조차 납부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다.

    (3) 동시폐지 사건의 감소에 따른 압류채권자의 지위변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사건처리방침을 위와 같이 변경하였다면 다른 법

원들의 사건처리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고 결과적으로 파산사건에

서 동시폐지사건의 비율이 상당히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본대로 

방침을 변화시킴으로써 기대되는 효과가 크고 또한 그 내용이 타당하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는 분명 바람직하다. 채권자들 역시 약간이라도 배당

을 기대할 수 있어 대체로 이를 환영할 것이다.

반면 동시폐지결정에 관한 압류채권자들의 이해관계는 다른 채권자들

의 그것과 다소 다르다. 동시폐지가 되면 기존 강제집행절차가 소멸하지 

않으므로 기존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개인채무자 파

산사건에서는 대체로 면책절차가 이어지므로 제557조 제1항에 의해 기존 

강제집행절차가 중지되고 종국적으로는 실효되어 단지 실효 시점에 차이

가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하지만 개인채무자가 면책신청을 하

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 기존 지위를 유지할 가능성이 남아

있고, 애초에 면책제도가 없는 법인채무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더

욱이 앞서 나)에서 본 바와 같이 종전 실무상으로는 면제재산의 범위 내

라면 기존의 절차를 통해 배당을 받을 여지가 있었으나 새로운 방침에 

의하면 이러한 가능성도 사라져 압류채권자에게 더욱 불리하다.

557) 제312조 제1항에 따르면 파산관재인을 선임하는 것이 파산사건 처리의 원칙적인 모
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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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파산선고 당시 동시폐지 사유가 있었지만 법원이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파산절차를 진행하였는데 이후 이시폐지가 된다면558) 압류채권

자의 입장에서는 결과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없는 파산절차로 인해 강제

집행절차가 실효됨으로써 종전의 지위를 상실하는 것이 되므로 불만을 

가질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이유만으로 위와 같은 새로운 방침이 잘못되

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 하지만 동시폐지를 지양한다는 방침을 만연히 

고수한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압류채권자의 지위가 불필요하게 침해될 가

능성이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만일 이시폐지의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이 된다면 파산관재인으로서는 집행취소신청을 함에 있어 신

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과거 일본 동경지방재판소도 같은 방침을 채택하였으

나 소비자파산사건의 폭증으로 운영상 어려움을 겪었고559) 현재까지도 

압도적으로 다수의 사건이 동시폐지되는 실정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560) 

장차 사건수의 증가에 따라 사건처리의 방침이 다시 변경될 가능성도 배

제할 수 없을 것이다.

  2) 이시폐지

   가) 의의

558) 실무상 파산법원이 처음부터 이시폐지에 의한 종료를 예상하고 파산절차를 개시하
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한다. 법인파산실무, 395면, 주 11).

559) 동경지재 파산부는 동시폐시결정이 가진 본문의 (1)과 같은 문제들을 방지하기 위해 
1972년부터 1981년(昭和 47~56년)에는 원칙적으로 동시폐지를 하지 않는 것을 방침으
로 채택하였고, 실제로 위 10년의 기간 중 동경지재에서의 평균 동시폐지사건 비율은 
약 2.5%에 불과하였으며 심지어 1975년부터 1979년의 5년간에는 동시폐지사건이 단 
1건에 그쳤다. 그런데 1982, 83년 무렵부터 이른바 사라킨(サラ金) 금융(급여생활자나 
주부를 상대로 무담보 소액대출을 하면서 초고율의 이자를 부과하는 악덕 사채업의 
일종)으로 인한 소비자파산사건이 폭증함에 따라 모든 사건에 대해 파산관재인을 선
임한다는 위 방침은 도저히 그대로 관철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1997년(平成 9
년)을 기준으로는 동시폐지가 되는 사건의 비율이 전체 파산선고 사건 가운데 84.5%
에 달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현재까지 일본 각지의 재판소에서 채택된 것이 
앞서 본 채권자의 의견청취 절차이다. 이상의 내용은 注解 破産法(下), 230, 234면 참
조.

560) 條解 破産法, 14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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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 후 파산재단으로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때는 파산관재인의 신청이나 법원의 직권으로 파산폐지결정을 

하여야 하는데 이를 이시폐지라 한다(제545조 제1항). 동시폐지와 사유는 

같으나 그 시점이 파산선고 후라는 점에서 다르다. 파산절차비용이 예납

되어 있을 때는 파산폐지를 하지 않아도 된다(제545조 제2항). 이시폐지

결정이 확정되어 효력이 발생하면 채무자의 관리처분권이 부활하고 파산

관재인의 임무는 종료된다. 개별적 권리행사금지의 제약도 사라지므로 

채권자들은 채무자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나) 실효된 강제집행절차에 대한 효과 

 

이시폐지결정이 내려졌다면 일단 파산선고가 있었으므로 그로 인해 

기존에 진행 중이던 파산채권 또는 재단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절차는 

모두 실효된 상태이다. 이와 같이 실효된 강제집행절차가 파산폐지에 의

해 부활하는지에 대하여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 적극설은 파산폐지로 인

해 파산재단이 더 이상 존립하지 못하게 된 이상 파산선고에 의해 실효

되었던 강제집행은 부활하되, 다만 파산관재인이 파산선고 후 파산폐지 

전에 한 관리처분행위의 효력은 유효하므로 부활되는 강제집행절차는 집

행처분이 취소되지 않고 남아있는 것에 한정된다고 한다.561) 소극설은 

파산선고 취소와는 달리 파산폐지결정은 유효한 파산선고가 있었으나 절

차경제상의 이유로 장래를 향하여 파산선고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인 

점, 실효된 절차의 부활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는 점, 파산관재인의 

신청에 의해 집행처분의 외관이 제거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절차의 부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지나치게 현실적인 필요성만 앞세운 것인 점 등을 

이유로 들어 부활하지 않는다고 본다.562) 실무는 소극설의 입장이다

.563)564)

561) 정준영, 파산절차가 계속중인 민사소송에 미치는 영향, 193면. 이 문헌에서는 실효
된 절차의 부활 문제에 관하여 파산선고 취소와 파산폐지를 다르게 보지 않는다. 

562) 도산절차와 소송 및 집행절차, 234면; 注解 破産法(下), 756-75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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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건대 파산선고의 취소와 구별되는 파산폐지의 장래효만을 고려하

면 일응 소극설이 타당할 것이다. 그렇지만 실제로 폐지 후 강제집행절

차의 부활 여부는 전적으로 파산관재인의 집행취소신청과 그에 따른 절

차 외관의 제거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학설의 대립에 실익이 있는지

는 의문이다. 우선 적극설에 의할 때 실효된 절차의 부활은 절차의 외관

이 현존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한편 소극설은 절차 외관의 현존과 무관

하게 실효된 절차가 부활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폐지결정이 있을 때

까지 외관이 유지되어 있던 절차에 대해서까지도 부활과 그에 따른 압류

채권자 지위의 회복을 인정하지 않을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다. 파산폐

지로 인해 파산절차가 장래를 향하여 완전히 소멸한 이상 형식상 남아있

던 강제집행절차의 속행을 제한할 타당한 근거를 찾기 어렵고, 이러한 

절차는 관리처분권을 회복한 채무자에게 다시 승계되어 진행된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이상의 논의를 위 3. 다. 3)에서 본 파산선고 취소시 절차 부활의 문

제와 종합하여 정리하면 결론은 다음과 같다. 실효된 강제집행절차의 부

활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는 파산취소의 소급효 또는 파산폐지의 장래효

에 따른 형식논리에 구애될 것은 아니다. 두 경우 모두 집행처분이 취소

되어565) 절차의 외관조차 없다면 절차가 부활하지 않고, 반대로 절차의 

외관이 남아있다면 부활한다고 정리하는 것이 간명하고 바람직하겠다. 

이것이 압류채권자의 부당한 지위 상실을 최소화하는 해석이기도 하다. 

다만 이와 같이 오직 절차의 외관 유무만을 기준으로 부활여부를 따지는 

논리는 해석상 불가피한 것으로 입법론적으로는 재고를 요한다. 이에 대

해서는 아래 7.에서 상론한다.

563) 법인파산실무, 399면; 도산절차와 소송 및 집행절차, 234면.

564) 이 밖에도 부동산 강제집행에 대하여는 절차의 중지에 그치는 반면 채권집행에 대
하여는 집행처분을 취소하는 동경지재의 실무적 방침에 따라, 부동산 강제집행은 부
활되지만 채권집행은 부활의 여지가 없다고 설명하는 견해도 있다. 條解 破産法, 
1445-1446면. 

565) 파산관재인의 집행취소신청이 있었던 경우뿐만 아니라 집행법원이 직권으로 취소를 
한 경우에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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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동의폐지

역시 파산선고가 있은 후, 채무자가 신고한 파산채권자 전원으로부터 

파산절차 폐지에 대한 동의를 얻거나(제1호) 동의를 얻지 못한 파산채권

자에 대하여 동의한 다른 채권자들의 동의하에 파산재단으로부터 담보를 

제공한다면(제2호)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은 파산폐지결정을 할 수 

있다(제538조 제1항). 동시폐지나 이시폐지와는 달리 법원은 폐지결정을 

할지 여부를 임의로 정할 수 있다. 동의폐지는 채무자가 융자나 채무면

제 등을 통해 지급불능 상태를 해소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갱생의 

한 방법으로 시도해볼 수 있으며,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파산절차 내에

서 유일하게 법인격을 회복하는 절차이다.566) 동의폐지는 파산선고 후의 

폐지이므로 그 효과가 이시폐지의 효과와 다르지 않다. 따라서 집행처분

이 취소되지 않은 강제집행절차는 동의폐지 이후에는 다시 진행된다고 

할 것이다.

6. 면책절차에서 압류채권자의 지위

 가. 면책제도의 의의

파산채무자가 개인이라면 채무자는 파산신청일로부터 파산선고확정일 

후 1월 이내의 기간 동안 법원에 면책신청을 할 수 있다(제556조 제1항). 

또한 채무자가 명시적으로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파산신청과 동

시에 면책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된다(제556조 제3항). 이에 따라 법원이 

면책결정을 내리게 되면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 전부에 관하여 책임이 면제되는 것이 원칙이다

(제566조). 개인파산은 법인파산과는 달리 청산을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파산선고 후 잔존채무에 대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면책을 받아 경제적 

갱생을 하는 것을 주된 목표로 한다.567)

566) 법인파산실무, 400면.
567) 개인파산 ․ 회생실무, 4면. 이는 채무자의 입장에서 그러하다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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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제도의 이론적 근거 내지 이념에 대해서는 두 가지의 입장이 대

립한다. 하나는 개인파산절차의 목적 가운데 채권자들의 권리실현을 중

시하여 면책제도는 채권자의 권리를 만족시키는데 협조한 채무자에게 부

여되는 특전이라는 견해이고, 다른 하나는 개인파산절차가 채무자에게 

경제적 갱생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보다 중요한 목적으로 한다는 전제

하에 면책을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에서 채무자의 경제적 갱생의 수단으로 

보는 견해이다.568)

 나. 면책절차에서 강제집행절차의 처리

  1) 규정의 취지 

종전 파산법에서는 파산선고에 의한 강제집행절차의 실효 이외에는 

면책절차와 관련하여 강제집행절차의 처리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두지 않

았다. 이로 인해 채권자들의 개별적인 강제집행을 막을 길이 없어 채무

자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한다는 면책제도의 취지가 퇴색될 우려가 있었

고, 통합도산법에서는 강제집행의 중지, 금지 및 실효에 관한 규정을 두

어 이를 해결하였다. 규정의 취지가 이와 같기 때문에 파산절차의 원활

한 진행과 채권자들의 형평을 보장하기 위한 파산절차에서의 강제집행절

차 실효와는 그 목적을 달리한다고 볼 수 있다. 이로써 압류채권자는 개

인파산절차가 동시폐지되어 강제집행절차의 실효를 피하게 되더라도, 채

무자가 예외적으로 면책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면 면책절차에서 

강제집행절차가 중지, 실효되므로 그 지위를 향유할 수 없다.

  2) 내용

   가) 적용범위

568) 개인파산 ․ 회생실무, 10면; 전병서, 앞의 책, 40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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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일반론

면책신청이 있고, 파산폐지결정의 확정 또는 파산종결결정이 있을 것

을 조건으로 면책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및 가압류, 가처분이 금지되고, 파산

선고 전에 이미 행하여지고 있던 위 절차들은 중지된다(제557조 제1항). 

그리고 위와 같이 중지된 절차는 면책결정 확정시에 실효된다(제557조 

제2항).569) 재산의 범위에 관하여 채무자의 재산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

로 파산재단 소속 재산은 물론 자유재산도 동일하게 보호된다. 한편 집

행채권이나 피보전채권은 파산채권에 한하므로 환취권이나 별제권에 기

한 절차는 대상이 아니다.570) 

면책신청이 각하 또는 기각되거나 면책불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다시 

강제집행 등이 가능하고 중지되었던 절차는 속행된다.571) 한편 일단 면

책결정이 확정되었으나 채무자가 사기파산죄로 유죄확정판결을 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았다면 면책결정이 취소될 수 있는데(제569조 

제1항) 면책취소 결정 확정시 기존의 면책결정으로 인한 효력은 소급적

으로 소멸하므로 여기서도 실효된 강제집행절차의 부활이 문제된다. 파

산취소나 폐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외관이 제거되지 않은 절차에 한하

여 부활을 인정할 것이다.

    (2) 재단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절차의 처리

569) 일본에서는 구 파산법에서 면책절차에서 강제집행절차의 처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파산종결 후 면책절차 진행 중에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
한지, 가능하다면 강제집행을 통하여 채권자가 얻은 만족이 면책결정확정 후에 부당
이득을 구성하는지에 대하여 학설상 대립이 있었다. 이에 대해 최고재판소 平成 2. 3. 
20. 판결은 동시파산폐지결정이 확정되고 면책절차 진행 중에 파산채권자가 강제집행
을 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배당을 받은 것이 면책결정확정 후에 부당이득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판결에 대하여는 채무자의 경제적 갱생을 방해하고, 면
책제도의 이념에 반하며, 채권자간 불평등이 발생한다는 등의 이유로 강한 비판이 제
기되었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의 제249조(우리의 제557조에 해당)가 신설된 것
이다. 이상의 내용은 條解 破産法, 1608-1609면. 

570) 개인파산 ․ 회생실무, 179면.
571) 도산절차와 소송 및 집행절차, 25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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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7조 제1항에서는 중지, 금지 및 실효되는 강제집행절차를 파산채

권에 기한 것에 한정하고 있어 파산선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재단채권

에 기초한 강제집행절차의 처리가 문제된다. 이를 검토하기에 앞서 선결

적으로 다루어야 할 쟁점은 재단채권도 면책의 효력을 받는지 여부이다. 

이에 대해서는 면책의 효력은 파산채권에 국한되므로 재단채권은 면책되

지 않는다는 견해572)와 재단채권도 면책될 여지가 있다는 견해573)가 대

립한다. 생각건대 제473조 제2, 10, 11호에서 재단채권으로 정하고 있는 

조세채권, 임금 등 채권, 임치금 등 채권을 제566조 제1, 5, 6호에서 각

각 비면책채권으로 정하고 있는데, 재단채권이 면책되지 않는다고 본다

면 굳이 이와 같이 비면책채권으로 분류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통합도산법의 태도는 원칙적으로 재단채권도 면책됨을 전제로 하

는 것으로 보인다.574) 

위와 같이 해석할 때 파산채권과 재단채권은 면책절차에서의 취급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다. 그렇다면 그에 기초한 강제집행절차에 대한 처리

도 다르게 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파산선고의 경우에 제348조 제1항 본

문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재단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절차도 실효되는 것으

로 해석하듯이, 면책절차에서도 제557조 제1항을 유추적용하여 재단채권

에 기한 강제집행절차가 원칙적으로 중지, 금지 및 실효되는 것으로 해

석함이 상당하다.575)

    (3) 비면책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절차의 처리

572) 전병서, 앞의 책, 424면; 백창훈, 면책과 복권, 파산법의 제문제(하)-재판자료 제83
집, 법원도서관, 1999, 423면; 破産 ․ 民事再生の實務(下), 104면; 破産法 ․ 民事再生法, 
727면.

573) 注解 破産法(下), 823면.
574) 同旨 : 면책의 대상이 되는 채권을 정하는 것은 입법 정책의 문제이지 채권의 성질

만으로 면책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비면책채권으로 규정된 것 이외의 재단채
권은 전부 면책된다는 견해로 임치용, 재단채권에 기한 이행소송과 강제집행은 가능
한가, 85면. 

575) 반면 재단채권이 면책되지 않는다는 견해에 의하면 면책절차에서 재단채권에 기초
한 강제집행절차를 금지할 이유가 없으므로 제557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게 된다. 
條解 破産法, 16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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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6조에서는 비면책채권의 종류를 열거하고 있다. 비면책채권은 파

산채권576)일 수도 있고 재단채권577)일 수도 있다. 비면책채권은 면책결정

이 확정된 이후에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아 원래의 채권 전부에 관하여 

소를 제기하거나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비면책채권인지 여부

를 면책절차에서 정하는 것은 아니고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하거나 집행

권원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였을 때 수소법원이나 집행법원이 판

단하게 된다.578)

제557조 제1항에서는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절차가 중지, 금지 및 

실효된다고 정하면서 비면책채권인지 여부를 묻지 않고 있다. 그런데 채

무자가 근본적으로 책임을 면할 수 없는 채권임에도 그에 기초한 강제집

행절차가 반드시 중지, 금지되고 종국적으로 실효까지 되어야 하는 것인

지에 대하여 재고해볼 필요가 있다. 어차피 채무자는 면책결정이 확정된 

이후에도 어떤 방법에 의하던지 비면책채권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할뿐더

러 경우에 따라서는 면책절차가 진행될 당시가 채권을 행사할 적기일 수

도 있다.579) 그럼에도 채권의 면책 여부를 따지지 않고 강제집행절차를 

일괄하여 처리하게 되면 비면책채권을 보유한 압류채권자의 지위가 불필

요하게 침해될 염려가 있다. 따라서 입법론적으로 비면책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절차에 대하여는 비면책채권임이 소명될 것을 전제로, 비면책채

권자의 신청 또는 법원의 직권에 의한 절차 속행, 면책결정에 의한 실효

로부터의 배제를 허용하는 것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나) 동시파산폐지사건에서의 활용

제557조는 주로 동시파산폐지 결정이 있는 경우에 그 의미가 있다. 

576) 예컨대 제3, 4호.

577) 예컨대 제5, 6호
578) 개인파산 ․ 회생실무, 183면; 전병서, 앞의 책, 424면; 정영식, 앞의 글, 460면.

579) 예컨대 제566조 제3, 4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그것이 생명 또는 
신체침해로 인한 것일 경우 채권의 조속한 만족 여부가 채권자들의 생계에 지대한 영
향을 미칠 수 있고, 제5호의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채권도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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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폐지가 되면 파산재단이 구성되지 않으므로 강제집행절차가 실효되

지 않지만 면책신청이 있다면 위 규정에 근거하여 기존 절차는 중지 및 

실효되고 새로운 강제집행의 신청은 금지된다. 그렇지만 동시폐지가 되

는 경우에도 채무자가 파산신청시 면책신청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시하였

다가 폐지 후 새로이 면책신청을 하거나, 또는 채권자 신청 사건에서 폐

지 후에 채무자의 면책신청이 있다면 폐지결정 확정 후 면책신청시까지

의 기간 동안 기존의 강제집행절차 및 새로운 강제집행신청에 대한 처리

가 문제될 수 있다.580) 

생각건대 조문에서 “면책신청이 있고, 파산폐지결정의 확정 또는 파

산종결결정이 있는 때”라고 규정한 것은 면책신청이 폐지 혹은 종결 이

전에 있었던 경우뿐만 아니라 폐지 혹은 종결 후에 면책신청이 된 경우

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조문의 문구상 면책신청과 폐

지 혹은 종결 간에 선후관계가 있음을 규정하였다고 보기 어렵고,581) 면

책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여 채무자의 경제적 갱생을 용이하게 하

고자 하는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더라도 위와 같이 해석하여야 할 것이

다. 일본에서도 파산절차의 종결 또는 폐지결정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로

부터 일본 파산법 제249조 제1항에 따른 강제집행절차에 대한 금지효가 

발생한다고 일률적으로 해석하고 있다.582) 입법론적으로는 제556조 제1

항의 면책신청 기간 중에도 제557조의 효력이 미칠 수 있도록 규정을 명

확히 할 필요가 있다.583)

   다) 파산관재인선임사건에서의 활용

앞서 본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사건처리방침이 변화함에 따라 앞으

로 개인파산사건에서도 파산관재인선임사건의 비율이 상당히 늘어날 것

580) 개인파산 ․ 회생실무, 121면. 

581) 일본 파산법 제249조 제1항에서는 면책허가신청이 있을 것이라는 요건과 파산폐지
결정의 확정 또는 파산종결결정이 있을 것이라는 요건 사이에 “かつ(동시에, 또한, 
한편)”가 삽입되어 있어 양자가 선후관계에 있지 않음이 명백하다.

582) 條解 破産法, 1628면.
583) 同旨 : 개인파산 ․ 회생실무, 1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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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예상된다. 관재인선임사건에서는 파산선고로 인해 이미 진행 중이

던 강제집행절차가 실효되고 새로운 강제집행의 신청도 불가능하기 때문

에 제557조 제1항의 의미가 크지 않다. 폐지결정 확정 또는 종결결정 후 

면책신청에 관한 재판 확정시까지의 강제집행절차 신청이 위 조항에 의

해 금지될 수 있으므로 활용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나, 새로운 사건처

리방침에 따르면 파산선고 후 파산절차와 면책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므

로584) 위와 같은 시간적 간격이 생길 여지도 크지 않다. 결국 새로운 사

건처리방침 하에서는 제557조 제1항의 의의가 상당히 감소할 것으로 예

상된다.

7. 현행 강제집행절차 실효방식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지금까지 파산절차 전반에서 강제집행절차의 처리와 그에 따른 압류

채권자의 지위 변화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상의 내용들을 종합하여 볼 

때 현재와 같이 파산선고가 있으면 파산재단 소속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를 일괄하여 실효시키는 방식585)에는 문제가 있다. 파산절차에서도 

회생절차나 개인회생절차에서와 같이 기존 절차를 중지시키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을 입법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586)

 가. 실효방식의 문제점

  1) 파산선고 후 파산절차 종료시 강제집행절차의 부활 문제

파산선고가 있은 후 파산선고가 취소되거나 파산절차가 폐지되는 등

584) 박근정, 앞의 글, 252면.
585) 파산절차에서 실효방식을 채택한 이유에 대하여, 파산절차는 청산형 도산절차이기 

때문에 파산폐지결정의 확정으로 절차가 종료되어도 절차의 목적을 일응 달성한 것으
로 볼 수 있으므로, 재건형 도산절차에서와 같이 계획인가 전에 절차가 좌절되었을 
때 압류채권자 등 절차신청인의 이익을 배려하기 위하여 강제집행절차가 중지되었다
가 실효되는 이단계 구성을 취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 있다. 大コンメンタール破産
法, 171면.

586) 同旨 : 정준영, 도산절차와 민사집행, 5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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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파산절차가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종료되는 경우, 파산선고로 

인하여 실효된 절차의 부활 문제는 앞서 5. 나. 2) 나)에서 본대로 집행

처분이 취소되어 강제집행절차의 외관이 소멸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해결

하여야 한다. 외관이 이미 소멸하였다면 파산절차가 종료되더라도 절차

가 부활할 수 없고, 반대로 외관이 존재하고 있다면 부활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규정상으로는 파산선고로 인해 강제집행절차가 일괄 실효되

는 것으로 정하였음에도 실제로는 집행절차의 외관 유무라는 우연한 사

정에 의하여 절차의 부활여부가 결정되는 이와 같은 현상은 바람직한 것

이라고 할 수 없다.

  2) 실효되는 절차에 대한 실제 조치와의 괴리

통합도산법상 파산선고로 인해 기존 강제집행절차가 실효된다고 규정

되어 있지만 실제로 집행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된 경우 집행기관

은 어떠한 조치를 취함이 없이 기존 절차를 중지시켜 놓기만 한다.587) 

강제집행이 개시된 뒤에 집행장애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미 한 집행절차

를 취소하거나 또는 집행의 속행을 정지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원칙이

다.588) 회생절차개시결정이나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은 원래부터 강제집

행절차의 중지사유이므로 집행의 속행을 정지하는 조치로 족하겠지만, 

파산선고는 법상 실효사유이므로 이미 한 집행절차를 취소함이 논리적으

로 맞다. 그럼에도 단지 절차를 중지시키기만 한다면 법에서 절차의 실

효를 규정한 것의 의미를 찾기 어렵다. 위와 같은 실무상 처리는 파산관

재인에 의해 절차가 속행될 가능성과 파산절차가 취소, 폐지 등으로 중

도에 종료될 가능성이 있음을 전제하고 이에 대비한 것으로 보이는

데,589) 그렇다면 차라리 실효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낫다.

587) 주석 민사집행법(Ⅱ), 211-212면(이승영 집필부분); 사법연수원, 앞의 책, 53면.

588) 사법연수원, 앞의 책, 53면.
589) 注解 破産法(上), 387면; 破産 ․ 民事再生の實務(上), 91면. 한편 일본 동경지재 실무

상으로는 이러한 조치가 부동산집행에 한정되고 채권집행은 집행처분을 취소하는 것
이 원칙으로 보이지만(동산집행에 관하여는 특별한 설명이 없다), 우리 실무는 이와 
같이 세분화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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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의 실효 문제

제348조 제1항 본문에서의 파산재단은 법정재단이 아니라 현유재단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강제집행의 대상재산이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나중에 판명되더라도 파산선고 당시 현유재단에 포

함되어 있었다면 강제집행절차는 실효된다고 볼 수밖에 없다.590) 법은 

파산관재인에게 파산선고 후 파산재단을 점유, 관리토록 하면서(제479조) 

회복하여야 할 재산은 재단으로 편입시키고, 있어서는 안 될 재산은 재

단에서 제외할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그럼에도 특정 재산이 현

유재단에 포함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무차별적으로 그에 대한 강제집행절

차를 실효시키는 것은 압류채권자에게 가혹하고 파산관재인에게 부여된 

위와 같은 권한, 책임과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른 한편 재단재산의 포기 역시 사후적이기는 하지만 해당 재산이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게 되는 사유인데, 포기된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

차의 실효도 결과적으로는 불필요한 것이다. 

  4) 강제집행절차 속행과의 관계

제34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파산관재인에게 강제집행절차의 속행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도 동항 본문과의 관계에서 어색한 면이 있다. 

실효된 절차를 속행한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이다. 논리적으로 파산선고

와 동시에 파산관재인이 속행을 하는 것을 상정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실효되기 전에 절차가 속행된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실제로 대부분의 

사건에서 파산관재인은 선임된 이후 절차를 속행할지 여부에 대하여 검

토할 시간이 필요할 것이므로 파산선고와 속행 사이에 간격이 발생할 수

590)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일본의 통설, 판례라고도 한다. 注解 破産法(上), 377-378
면; 條解 破産法, 340면; 한편 위 條解 破産法, 340면은 현유재단에 한정하여 해석하
는 것을 반대하면서, 파산관재인이 아직 점유관리를 하고 있지 않은 재산이라도 법정
재단에 속한 것이라면 그러한 재산에 대하여도 강제집행이 실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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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에 없다. 이에 대해서는 파산선고로 인한 실효를 상대적 무효로 이해

하여 논리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다소 기교적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절차의 속행은 절차의 실효가 아니라 절차의 중지를 전제

로 할 때 보다 자연스러운 개념이다.

  5) 파산절차 내에서 강제집행절차 처리방식의 비일관성

같은 파산절차 내임에도 불구하고 면제재산 제도와 면책절차에 있어

서는 기존 강제집행절차에 대하여 이미 중지방식으로 처리하고 있다(제

383조 제8항, 제557조 제1항). 이러한 점에서 통일성이 결여되었다는 비

판이 가능하다. 나아가 조문의 실제 활용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다. 예컨

대 개인파산사건에서 이시폐지가 되었을 때 이미 파산선고로 인해 기존

의 강제집행절차는 실효되므로 제557조 제1항 후단에서 파산선고 전에 

진행 중이던 강제집행절차의 중지를 정한 것은 의미가 없다. 물론 이 규

정은 주로 동시폐지가 되는 경우를 상정한 규정이라고 해석되기는 한다. 

하지만 전술한대로 앞으로 동시폐지사건의 상당한 감소가 예상되는 이상 

제557조 제1항은 그 의미가 더욱 줄어들 것이다.

파산선고 전 면제재산 신청이 있은 때로부터 파산선고를 거쳐 면책신

청에 대한 결정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과정에서 강제집행절차를 중지하는 

방식으로 일관한다면 절차운영에 있어 간결함과 통일성을 모두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6) 별제권에 선행하는 가압류가 있는 경우의 처리 문제

별제권의 목적물 상에 별제권에 선행하는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는 경

우 선행가압류가 실효되는 것으로 보아야하는지가 문제된다. 제348조 제

1항을 엄격하게 적용한다면 선행가압류 역시 파산선고에 의해 실효된다

고 보아야 한다. 그렇지만 그 경우에는 가압류채권자에 비해 후순위였던 

별제권자가 담보권 설정 당시 예상했던 것을 넘어서 선행가압류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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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온전한 담보가치를 확보함으로써 뜻밖의 이익을 향유하게 되는 문

제가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348조 제1항 본문의 실효는 파

산재단에 대하여 불리한 것에 한정된다는 상대적 무효설이 활용된다.591) 

이에 따르면 선행가압류가 실효되어 별제권자가 예상 밖의 이익을 얻는 

것은 법이 예정하고 있는 바가 아니고 파산재단에도 유리한 것이 아니어

서 선행가압류는 존속될 수 있으며, 다만 배당절차에서 선행가압류채권

자에게 배당될 부분은 파산관재인에게 귀속된다.

그런데 과연 선행가압류의 실효 여부에 따라 별제권자의 배당액이 달

라짐으로 인하여 파산재단에 있어 실제로 유불리의 차이가 발생하는지에 

대하여는 검토가 필요하다. 파산재단의 입장에서는 별제권자의 채권이건 

일반 파산채권자의 채권이건 원칙적으로는 모두 변제를 해야 할 대상이

다. 다만 채무자의 경제사정으로 인해 채권 전액을 변제할 수 없으므로 

현실적으로 배당절차를 통해 일부 변제가 이루어질 뿐이다. 만일 별제권

자가 선행가압류의 실효로 인해 기대했던 것에 비해 좀 더 많은 액수의 

배당을 받는다면 이는 다른 채권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평등하게 활용되

어야 할 배당재원 중 전부 또는 일부가 특정 채권자에게 귀속되어 불공

평한 결과가 된다. 그렇지만 이로 인해 변제를 요하는 전체 채권자들의 

채권총액에는 변화가 없다. 즉, 위와 같은 현상으로 인해 파산재단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유불리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채권자들 

사이의 형평의 문제만이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상대적 무효설에 따라 

선행가압류가 실효되지 않는다고 보는 논리구성에는 한계가 있다.592)

그렇지만 파산재단에 대한 유불리를 떠나 별제권자가 예상 밖의 이익

을 누리는 것은 분명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므로 어떠한 식으로든 해결되

어야 한다.593) 만일 중지방식에 따른다면 선행가압류는 파산선고 이후에

591) 정준영, 파산절차가 계속중인 민사소송에 미치는 영향, 203-204면; 도산절차와 소송 
및 집행절차, 240-241면. 

592) 아직 사건화가 된 바는 없어 보이지만 별제권자로서는 이를 근거로 선행가압류채권
자에 대한 배당액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593) 담보권자가 담보를 설정한 이후에 외부의 우연한 사정으로 인해 설정 당시 예상했
던 것보다 담보가치가 증가 혹은 감소하여 불측의 이득이나 손해를 보는 것은 일반적
으로 부당하다고 여겨진다. 예컨대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09다62059 판결은 토
지와 그 지상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한 상태에서 토지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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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그대로 존속하므로 그에 대한 배당액이 별제권자에게 귀속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7) 파산선고 후 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가 진행되는 상황에서의 문제

점

파산선고 후 회생절차나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면 파산절차는 중지되

고 회생절차나 개인회생절차가 우선적으로 진행된다. 회생절차나 개인회

생절차에서는 파산절차에서와는 달리 절차가 개시되면 일단 기존 강제집

행절차가 중지되는 것에 그친다. 따라서 이로 인해 파산선고로 인하여 

실효된 강제집행절차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가 문제될 수 있다. 이미 

집행처분이 취소되어 절차의 외관조차 없어진 상태라면 절차가 없는 것

으로 보고 진행하여도 무방하겠으나, 외관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회생절

차, 개인회생절차로 넘어간 경우에는 그 해결이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 

다른 한편 파산선고가 있었음에도 다시 회생,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된 

것은 해당 채무자가 원래는 재건형 도산절차를 통해 경제적 갱생을 도모

할 수 있는 상황에 있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채무자에 대한 기존의 파

산선고는 적절한 것이 아니었고 그에 대해서는 회생절차나 개인회생절차

뒤 이후 토지에 대하여 강제경매가 진행되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됨에 따라 지
상 건물에 대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이 문제된 사안에서, 설령 소유권 변동의 
원인이 강제경매라 하더라도 소유자 동일성을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선행저당권 설정
시점이라고 판단하면서 다음과 같은 판시를 하고 있다. “나아가 강제경매의 목적이 
된 토지 또는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위한 압류나 그 압류에 선행한 가압
류가 있기 이전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그 후 강제경매로 인해 그 저당권이 소
멸하는 경우에는, 그 저당권 설정 이후의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토지와 그 지상 건물
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를 판단
하게 되면, 저당권자로서는 저당권 설정 당시를 기준으로 그 토지나 지상 건물의 담
보가치를 평가하였음에도 저당권 설정 이후에 토지나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가 변경
되었다는 외부의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자신이 당초에 파악하고 있던 것보다 부당
하게 높아지거나 떨어진 가치를 가진 담보를 취득하게 되는 예상하지 못한 이익을 얻
거나 손해를 입게 되므로, 그 저당권 설정 당시를 기준으로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그와 같은 불측의 이득 혹은 손해가 왜 부당한 것인지 근거가 분명히 
제시되고 있지는 않다. 위 판결에 대한 평석으로는 우선 김재형, 민법판례분석, 
125-126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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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진행함이 합당하였다. 회생절차에서는 회생절차 개시 후에도 예외적

으로나마 속행명령을 통해 강제집행의 속행을 기대할 여지가 있었다. 개

인회생절차에서도 변제계획 또는 변제계획 인가결정에서 강제집행절차를 

속행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 역시 강제집행절차의 진행을 기대할 

수 있었다. 그런데 만일 파산선고가 있었고 집행처분이 취소되었다면 압

류채권자로서는 처음부터 회생절차나 개인회생절차로 진행되었더라면 누

릴 수 있었던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불이익을 입게 된다. 만일 

파산절차에서도 파산선고로 인해 강제집행절차가 중지되는 것에 그친다

면 위와 같은 문제는 처음부터 발생할 여지가 없을 것이다.

 나. 개선방안으로서 중지방식의 도입

위와 같이 현행 실효방식을 관철하는 것에는 여러 문제점들이 따른

다. 앞서 부분적으로 언급하였지만 이러한 문제들은 파산선고로 인해 기

존 강제집행절차가 중지되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다. 중지

방식으로 규정하였을 때, 파산선고로 인해 중지된 절차들에 대해서는 파

산관재인이 속행을 선택할 수도 있고(제348조 제1항 단서) 만일 임의매

각 등을 통한 환가가 적당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으로부터 중지된 절차에 

대한 취소명령을 받아594) 절차를 실효시킨 다음 환가로 나아가면 된다. 

어차피 재단소속 재산을 처분할 때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제

492조 제1, 7, 8호 등)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을 때 취소명령을 함께 신

청하면 번거롭지도 않을 것이다.595) 취소명령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압류

채권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한편, 취소명령으로 인해 압류채권

자에게 손해발생이 염려되는 경우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도록 규

정함으로써 부당한 취소에 대비할 수도 있다. 

한편 중지방식에 의할 경우 파산절차에서는 그 본질상 회생계획인가

594) 중지방식으로 규율할 경우 제58조 제5항에서와 같이 취소명령도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595) 注解 破産法(上), 384면에서는 중지방식이 아닌 실효방식으로 규정한 것은 중지방식
에 따르면 파산관재인의 관재업무에 큰 장애가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는데, 위와 같
은 점을 감안하면 반드시 그렇게 보아야만 하는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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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이나 변제계획인가결정과 같이 기존 강제집행절차를 일괄하여 실효

시키는 단계가 없게 되는데, 이는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다. 회생절차나 

개인회생절차에서 특정 시점에 기존 절차를 일괄 실효시키는 이유는 채

무자의 경제적 갱생을 위해 그러한 절차의 존속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

인데, 개인파산사건에서는 면책절차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면책결정에 의

한 실효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면책절차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간주면책신청이 도입된 현행법 하에서 그러한 채무자의 

갱생까지 고려할 필요는 없으므로596) 파산절차 종료시 중지되었던 절차

가 다시 진행되는 것으로 처리하면 족하다. 한편 법인채무자라면 파산 

후 경제적 갱생은 문제되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없

다.

결국 파산절차에 있어서도 다른 절차에서와 마찬가지로 절차개시 후 

기존 강제집행 절차가 중지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합당하다.597)598) 그

것이 앞서 살펴본 여러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있고, 압류채권

자의 지위를 보다 잘 보장할 수 있으며, 넓게는 도산절차의 통일성 확보

라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 비교법적으로도 미국 연방파산법은 제7장 

파산절차와 제11장 회생절차에서 강제집행절차의 처리를 달리 하고 있지 

않으며, 일본에서는 과거 파산법 초안 제71조 제1항에서 중지방식의 도

입이 검토되었던 바 있다.599)

Ⅳ. 개인회생절차에서 압류채권자의 지위 

1. 도입 

596) 3. 마. 2) 다) (2) 참고.
597) 한편, 중지방식을 채택할 경우 다른 절차에서와 마찬가지로 압류채권자가 중지로부

터의 배제를 구하는 방안까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598) 이는 분명히 상정가능한 입법론 가운데 하나이다. 注解 破産法(上), 374면.

599) 注解 破産法(上), 385면. 당시 위 초안이 채택되지 않았던 것은 파산선고 후에는 그
와 같은 규정이 타당하지 않다는 이유에서였다고 한다. 그런데 본문의 내용을 본다면 
반드시 그러한 것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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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개인회생절차에서 압류채권자의 지위를 살펴본다. 통합도

산법상 개인회생절차는 많은 부분에서 파산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한편, 절차개시결정 후 변제계획 인가를 거쳐 채무자를 면책시키는 

구조는 회생절차의 그것과 유사하다. 이하에서는 회생절차나 파산절차와 

구별되는 특징들을 중심으로 하여 내용을 서술한다.

2. 개시신청부터 개시결정 전까지의 단계

 가. 신청 및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제출

다른 절차와 달리 개인회생절차는 채무자만이 신청할 수 있다(제588

조). 개인회생절차는 채무자의 장래수입을 변제재원으로 하므로 채무자

의 자발적 의사가 있는 경우에만 절차의 진행을 고려할 수 있기 때문이

다.600) 따라서 채권자가 적극적으로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권리의 실현을 

꾀할 수는 없다. 

신청단계에서 또 다른 특징적인 점은 개시신청을 하면서 채무자가 채

권자들의 성명 및 주소와 채권의 원인 및 금액이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자

목록을 제출하여야 하는 부분이다(제589조 제2항 제1호).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를 통해서만 권리의 만족을 얻을 수 있고 

이후 변제계획이 인가되었을 때 면책의 효력을 받지만, 반면에 목록에서 

누락된 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의 제약을 받지 않은 채 자유로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 목록기재의 의미가 있다. 예컨대 제600조 

제1항 제2 내지 4호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중지 및 금지되는 

강제집행 등 절차, 변제관련행위, 체납처분 등은 그 기초가 되는 채권이 

채무자가 제출한 목록에 기재된 것에 한정된다. 따라서 만일 압류채권자

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경우 그가 신청하여 진행 중이

던 강제집행절차는 개인회생절차의 진행과는 무관하게 별도로 진행되어 

압류채권자는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601) 반면 채무자의 입

600) 개인파산 ․ 회생실무, 221면.
601) 이에 대하여 강제집행의 속행을 허용하면 변제계획의 수행가능성을 저해할 우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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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서는 위와 같이 개인회생절차로부터 이탈하는 채권자가 발생할 경우 

절차의 진행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될 수 있고, 미기재가 악의에 기한 것

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책이 허가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제624조 

제3항 제1호) 목록에서 누락되는 채권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나. 보전처분

제592조는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에 관하

여 가압류, 가처분 그 밖의 필요한 보전처분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규정의 내용은 회생절차나 파산절차에서의 그것과 동일하다. 파산

절차와 달리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중지, 금지명령이나 포괄적 금지명령

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강제집행의 중지나 금지를 보전처분의 

방식으로 할 수는 없다.

 다. 중지, 금지명령과 포괄적 금지명령

  1) 중지 및 금지명령

   가) 일반론

    (1) 의의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을 때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이

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시까지 회생절차, 파산절차, 개인회생채권에 기초하여 채무자의 업

무 및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의 설정 또는 

있으므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누락된 개인회생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허용하기
보다는 채무자에게 목록에서 누락된 채권자를 개인회생절차로 끌어들일 수 있는 기회
를 마련하는 것이 상당하다는 입장으로는 김용철, 개인회생절차의 현황과 문제점, 민
사소송 제11권 제1호(2007), 한국민사소송법학회, 4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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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소송행위를 제외한 변제관련행위, 체납처

분이나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을 중지 또는 금지할 

수 있다(제593조 제1항). 대체로 회생절차에서의 중지명령 제도와 같은 

내용이지만, 담보권의 설정, 변제관련행위가 중지 및 금지의 대상으로 

되는 점, 소송행위가 중지 및 금지의 대상이 되지 않는 점, 중지 또는 

금지된 절차에 대한 취소명령 제도가 없는 점 그리고 특정 재산에 대한 

금지명령이 가능한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 가운데 금지명령은 개인회생

절차가 채무자의 급여소득이나 영업소득에 기초하여 진행되므로 채무자

의 급여채권이나 영업의 기초가 되는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활용될 여지

가 클 것이다. 실무적으로 개인회생절차에서 중지, 금지명령의 신청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602)

    (2) 적용범위

규정상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중지, 금지명령의 대상이 되는 강제

집행 등 절차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기초한 것

에 한정된다고 해석해야 한다. 중지, 금지명령의 의의는 개인회생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확보하고 채권자간 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개인회생절차개

시결정의 효과를 미리 앞당기는 것에 있으므로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에 

의해 제약을 받지 않는 절차는 당연히 중지, 금지명령에 의해서도 제한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한편 개인회생절차에서는 담보권의 설정, 담보권실행경매를 중지, 금

지명령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 밖에 경매 이외의 방법에 의한 담보

권의 실행도 중지, 금지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함은 회생절차에

서와 같다. 강제집행절차가 담보권의 실행 방법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

다.

    (3) 위반된 절차의 효력

602) 개인파산 ․ 회생실무, 27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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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지, 금지명령에 반하여 진행된 절차는 무효로 채무자는 집행에 관

한 이의신청이나 즉시항고 등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다.603) 한편 중지, 

금지명령의 대상에는 절차뿐만 아니라 담보권의 설정이나 변제와 같은 

법률행위 혹은 준법률행위도 포함되는데 중지, 금지명령에 반하여 행하

여진 이들 행위의 효력도 무효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중지, 금지명령에

도 불구하고 담보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채무자는 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는 등기말소를, 별도의 공시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담보권에 대한 부존재

의 확인을 각각 소로써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변제가 되었다

면 변제요구행위를 불법행위로 보고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할 수 있고,604) 

이미 변제가 이루어졌다면 변제가 효력없다고 주장하며 변제금원 상당액

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중지, 금지명령의 실효

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러한 채무자의 청구를 신의칙에 반하는 것으로 

보아서도 안 된다.

   나) 압류채권자의 지위

제44조 제1항에서는 중지명령의 소극적 요건으로서 채권자의 부당한 

손해발생이 염려되지 않을 것을 명시하고 있어 중지명령 발령시 압류채

권자의 입장이 반영될 기회가 있다. 반면 개인회생절차에서의 중지, 금

지명령에는 별도로 소극적 요건이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다른 경로로 압

류채권자의 이해관계가 고려될 수 있다. 회생절차에서는 중지명령의 변

경 및 취소에 관하여 규정하면서도 이해관계인 가운데 누구에게도 그에 

대한 신청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으나(제44조 제3항),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중지 및 금지명령의 변경이나 취소를 이해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

였다(제593조 제4항). 또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을 변경 및 취소의 요

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매우 포괄적인 개념이므로 개인회생절차의 

이해관계인이라면 어느 쪽의 사정이든 여기에 포섭될 수 있을 것이다. 

603) 개인파산 ․ 회생실무, 275면.
604) 개인파산 ․ 회생실무, 27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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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채권자로서는 중지 및 금지명령으로 인해 자신이 부당한 손해를 입

을 염려가 있다는 점 등의 사정을 위 상당한 이유 가운데 하나로 소명하

면서 변경이나 취소를 신청함으로써 사후적으로 다툴 수 있다. 회생절차

에서와 마찬가지로 중지 및 금지명령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는 없지

만 위와 같이 변경, 취소에 대한 신청권이 부여됨으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불복수단이 마련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2) 포괄적 금지명령

제593조 제5항에서 제45 내지 47조를 준용함에 따라 개인회생절차에

서도 포괄적 금지명령이 활용될 수 있다. 회생절차에서의 규정을 그대로 

준용하므로 내용이 다를 것은 없다. 다만 그 적용범위는 앞서 중지, 금

지명령에서와 같은 이유로 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기초한 절차에 

한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부터 변제계획인가결정 이전까지의 단계

 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1) 일반론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한 개인채무자가 파산의 원인인 사실, 즉 

지급불능 상태에 있거나 지급불능에 빠질 염려가 있고 그 밖에 제595조

에서 정하는 기각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

정을 하게 된다. 회생절차나 파산절차에서 법원의 결정으로 절차가 개시

되면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이 관리인이나 파산관재

인에게 이전되고 채무자는 그 권한을 상실함에 반하여, 개인회생절차에

서는 개인회생재단에 대한 관리처분권이 이전되지 않고 채무자가 계속 

보유한다(제580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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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결정의 효과로서 채권자에 대하여는, 제582조에서 원칙으로서 개

별적 권리행사가 금지됨을 정하고 있고 제600조 제1항 제2 내지 4호에서 

강제집행 등 절차, 변제관련행위, 체납처분 등이 중지, 금지되는 것으로 

되어있다. 다른 한편 개인회생절차는 다른 도산절차들보다 우선하므로 

회생절차나 파산절차 역시 중지 및 금지된다(제600조 제1항 제1호). 개인

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담보권 설정 또는 담보권 실행 역시 일

정 기간 중지, 금지된다(제600조 제2항).

  2) 강제집행 등 절차의 중지, 금지

제60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등 절

차 가운데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에 진행 중인 절차는 중지되고 새

로운 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 전반적으로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인한 

효과(제5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2호)와 같지만 중지, 금지되는 절차의 

범위가 제한적이다. 전술한대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기

초한 절차이어야 하고 어떠한 이유로든 목록에서 누락된 채권에 기초한 

절차는 중지, 금지되지 않는다.

  3) 담보권 행사의 중지, 금지

한편 담보권의 설정이나 담보권 실행605)도 중지 및 금지대상에 포함

된다(제600조 제2항). 개인회생절차에서는 회생절차와는 다르고 파산절차

와 동일하게 담보권자를 별제권자로 분류하여 절차 외에서의 권리행사를 

인정하고 있다(제586조). 하지만 그러면서도 채무자의 생활 기반이 되는 

자산이나 영업소득의 기초가 되는 자산이 담보권의 실행으로 환가되어 

개인회생절차의 진행에 장애가 발생하고 채무자의 경제적 갱생이 곤란해

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606) 별제권의 행사를 제한하고 있다.607)608) 다만 

605) 앞서 중지, 금지명령에서 본대로 경매 이외의 담보권 실행도 개시결정에 의해 중지, 
금지된다고 볼 것이다.

606) 개인파산 ․ 회생실무, 27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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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지 및 금지되는 기간은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이나 폐지결정의 확정일

까지로 한정되므로 다른 절차 및 행위들에 비해 제한의 정도는 작은 편

이다. 같은 강제집행절차라도 동산 양도담보에서와 같이 담보권 실행방

법으로 인정되는 절차는 인가 혹은 폐지시점에 속행되고 인가결정에 의

한 실효의 대상(제615조 제3항)에서도 제외된다고 보아야 한다.

  4) 대상으로서 개인회생재단에 속한 재산

개시결정에 의해 중지 및 금지되는 강제집행 등 절차, 담보권의 행사

는 모두 그 대상이 개인회생재단에 속한 재산일 것을 요한다. 이는 파산

절차에서도 마찬가지인데 파산절차에서는 이와 같은 제약으로 인해 파산

재단에 속하지 않는 재산, 즉 자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의 처리가 

문제되었다.609) 

그렇지만 개인회생절차에서는 개인회생재단에 속하지 않는 재산에 대

하여 개인회생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절차를 속행 또는 새로이 진행할 

수 없음이 분명하다. 우선 개인회생절차에서는 개인회생절차 진행 중에 

채무자가 취득한 재산까지도 개인회생재단에 포함시키고 있어(제580조 

제1항 제2호), 고정주의를 취하는 파산절차에서와 같이 신득재산이 있을 

수 없다. 압류금지재산이나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에 따라 

강제집행이 애초에 불가능한 것은 파산절차에서와 같다. 한편 파산절차

에서 파산관재인은 관리처분권에 기초하여 재단소속 재산을 포기할 수 

있는 반면 개인회생절차에서는 그와 같은 포기를 상정하고 있지 않다. 

607) 각 도산절차별 담보권자에 대한 지위 보장의 정도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파산
절차에서는 부분적인 제약을 제외하면 자유롭게 담보권 행사가 보장되므로 담보권자
의 지위가 가장 확실하게 보장된다. 반면 회생절차에서는 회생계획의 조건에 있어서 
일반채권자들에 비해 우대받는 것을 제외하면 다를 바 없어 담보권자의 지위가 가장 
크게 제약받는다. 개인회생절차는 그 중간 단계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608) 이에 대하여 규정상 변제계획 인가 후에는 아무런 제한없이 담보권의 행사가 가능
하므로 중요자산이 상실되는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으며, 오히려 담보권의 조
기실행을 허용한다면 변제계획 인가여부를 결정할 당시에 변제계획의 수행가능성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므로 입법론적으로 재고를 요한다는 유력
한 비판이 있다. 개인파산 ․ 회생실무, 299면.

609) Ⅲ. 3. 마.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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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면제재산에 대하여는 제580조 제4항에서 폐지결정 또는 면책

결정의 확정시까지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을 금

지하고 있다.610) 위 조항에서는 개인회생채권의 범위를 개인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된 것에 한정하지 않고 있어 원래대로라면 자유로운 권리행

사가 보장된 채권자들의 지위를 부당하게 제약하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비판이 있으나,611) 면제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 절차의 중지, 금지는 채

무자의 생활보장을 위한 사회정책적 취지가 강하기 때문에 반드시 부당

하다고 볼 것은 아니라 생각된다.

  5) 불복

   가) 개시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개시결정으로 인해 기존 강제집행절차가 중지되는 불이익을 입게 되

는 압류채권자는 개시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하여 불복할 수 있

다(제598조 제1항). 이 즉시항고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제598조 제

3항).

   나) 속행명령의 신청

개인회생절차에서는 회생절차에서와 달리 개시결정 후 중지되었던 절

차에 대한 속행명령을 이해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600조 

제3항). 따라서 압류채권자는 즉시항고 이외에도 속행명령의 신청이라는 

또 하나의 불복수단을 갖게 된다.

속행명령은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법원이 명할 수 있다. 역시 

추상적 개념이므로 그 해석이 문제될 것인데, 압류채권자가 속행명령을 

610) 반면 개인회생재단채권에 기초하여 면제재산에 대해 강제집행 등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특별히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 그렇지만 면제재산 제도의 의의를 생각하였을 때 
입법론적으로는 검토가 필요하다.

611) 개인파산 ․ 회생실무, 3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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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는 경우에는 절차중단으로 인한 압류채권자의 부당한 손해발생 염

려가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다.

회생절차에서는 속행명령이 있은 후 예외적으로 법원의 변제허가가 

있다면 배당까지 받을 여지가 있었다.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예외적 변제

허가제도가 없지만 제600조 제3항은 속행명령의 대상에 강제집행절차 이

외에도 변제 및 변제요구행위(제600조 제1항 제3호)까지 포함되는 것으

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변제에 대한 속행명령이 회생절차에서의 변제

허가제도와 유사한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다.612) 회생절차에서의 변제

허가와 달리 속행명령에 대해서는 상당한 이유 이외에 구체적인 요건이 

규정된 바가 없으므로 활용범위가 넓을 것이다. 한편 담보권의 행사 역

시 속행명령의 대상이 되는데, 담보권자가 별제권자로 보호받는 점을 고

려하면 속행된 이상 실제적인 권리만족까지도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6) 취소명령의 활용

제600조 제3항에서는 속행명령뿐만 아니라 취소명령도 할 수 있는 것

으로 규정하고 있다. 취소명령이 활용되는 경우는 개인회생절차의 수행

을 위하여 강제집행이나 가압류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때이다. 예컨대 

채무자가 영업소득자인데 영업의 기초가 되는 부동산이나 집기류 등 동

산에 강제집행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가압류가 되어있어 정상적인 영업을 

통한 소득의 창출이 불가능한 상황, 급여소득자인 채무자가 가지는 급여

채권에 가압류가 되어있어 급여를 실제로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을 상정

해볼 수 있다.

기존 절차가 취소명령에 따라 취소되었는데 개인회생절차가 개시결정 

취소, 변제계획 불인가, 인가 전 폐지 등의 사유로 종료된다면 절차의 

취소와 그에 따른 압류채권자의 지위 상실은 부당한 것이 된다. 이로 인

한 손해발생에 대비하여 법원이 처분613) 취소 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612) 반면 개인파산 ․ 회생실무, 348면은 변제허가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개인
회생절차개시결정 후 변제계획인가결정 전에 개인회생채권에 대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제하는 것은 그 채권이 소액일지라도 불가능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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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하였으나(제600조 제3항 단서), 채무자가 경제적 파탄상태에 있으

므로 제대로 된 담보를 제공하기 쉽지 않을 것이어서 한계가 있다. 따라

서 회생절차에서와 마찬가지로 취소명령으로 나아감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나. 채권조사확정절차

  1) 특징과 문제점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채무자가 개시신청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제출

하게끔 되어있고 채권자가 신고 등을 통해 자신의 채권을 주장할 수 있

는 방법이 없다. 이러한 구조로 인해 채권에 대한 시 ․ 부인을 하는 채권

조사절차는 없고 곧바로 채권조사확정절차가 진행된다. 개인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된 채권을 보유한 자로서는 목록 기재내용을 다투고자 할 경

우 법원이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과 동시에 정한 이의기간 내에 이의를 

신청하면 된다(제604조 제1항). 만일 절차개시 당시 해당 채권에 관하여 

소송이 계속 중이라면 기존 소송의 청구취지를 개인회생채권의 확정을 

구하는 것으로 변경하면 된다(제604조 제2항).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

에 이의가 있다면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다툴 수 있다(제605조 제1항).

이상의 내용들은 회생절차나 파산절차의 규정과 큰 틀에서 다르지 않

지만,614)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나 종국판결 있는 채권에 관하여는 검

토가 필요하다.615) 집행권원이나 종국판결이 있는 채권에 대하여는 회생

절차와 파산절차에서 공통적으로 이의자가 채무자가 할 수 있는 소송절

613) 조문상 처분의 취소라고만 되어 있고 절차의 취소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달리 볼 
이유가 없다.

614) 개인회생절차가 절차를 간이,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회생절차와 별
개로 마련된 것임을 감안할 때 채권조사확정절차를 두는 것은 그것이 비록 결정절차
라 하더라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비판으로는 전원열, 앞의 글, 1014면.

615) 아래에서의 논의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채권액 중 일부만을 기재하였을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채무자가 채권전액을 기재하였다면 애초에 다툼이 없는 
것이고, 아예 기재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채권자가 개인회생절차의 제약을 받지 않아 
별다른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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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 의하여서만 이의를 주장하도록 정하고 있다(제174, 466조). 반면 개

인회생절차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없다. 이는 애초에 채권신고 등 절차의 

부존재로 인해 채권자가 집행권원이나 종국판결의 존재를 법원에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점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규칙 제80

조 제4항에서 전부명령에 대한 사항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제616조에 따른 전부명령의 실효대상을 확정하기 위

한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616)

집행권원이나 종국판결에 의해 그 존재 및 내용이 고도로 추정되는 

채권은 개인회생절차에서도 그에 상응하는 취급을 받을 필요가 있다. 따

라서 입법론적으로 제174조나 제466조와 같은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617) 또한 그에 선행

하여 집행권원이나 종국판결이 법원에 현출되는 절차 역시 마련될 필요

가 있다. 다만 현재의 해석론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어서 

논한다.

  2) 집행권원, 종국판결 있는 채권자의 지위보장 방안

   가) 기존의 견해들

회생절차나 파산절차의 규정을 유추적용함으로써 집행권원, 종국판결 

있는 채권에 대하여는 채무자가 할 수 있는 소송절차, 즉 청구이의의 소 

등에 의하여서만 다투도록 할 수 있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618) 그렇게 

보는 것이 민사소송절차와의 체계에 비추어 합리적이기 때문이라고 한

616) 오수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해설, 163면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제
출할 때 집행권원이나 종국판결 있는 채권이라면 집행권원이나 종국판결을 별도의 부
속서류로 제출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그 근거가 되는 법률, 규칙, 예규가 없
다. 설령 실무상 위와 같은 서류의 제출이 요구하더라도 집행권원이나 종국판결을 적
극적으로 제출할 유인은 채권자들에게 있고 채무자들은 오히려 제출을 꺼릴 수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후술하는 바와 같이 채권자가 직접 법원에 집
행권원이나 종국판결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617) 개인파산 ․ 회생실무, 364면.
618) 개인파산 ․ 회생실무, 36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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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편 조문의 규정형식이나 실무상 필요하다는 점을 근거로 집행권원, 

종국판결을 보유한 채권자라도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619) 개인채무자회생법 제62조 제1항 단서에서 집

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을 경우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없도록 명

시하였는데 이 부분이 통합도산법에서 삭제된 점, 개인회생절차에는 채

권신고제도가 없으므로 채무자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집행권원이나 종

국판결의 내용과 달리 채권의 일부금액만 기재하더라도 채권자로서 이를 

다툴 방법이 없으며, 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이유로 채무자에게 일단은 

집행권원이나 종국판결 기재대로 채권 전액을 목록에 기재하도록 한다면 

나중에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게 되어 문제라는 점 등을 근

거로 한다.

   나) 검토

생각건대 후설의 경우 민사소송의 체계에 어긋날뿐더러 이미 집행권

원 등을 확보한 채권자에게 절차상 부담을 지우는 것이어서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인다. 채권자의 지위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청구이의

의 소 등으로만 다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전설의 결론은 타당하다. 

하지만 단순히 회생, 파산절차의 규정을 유추적용하는 것만으로는 온전

한 해결방법이 될 수 없다. 회생절차나 파산절차에서는 회생채권자 등 

목록제출시나 채권신고시에 집행권원이나 종국판결의 존재가 법원에 현

출되지만(규칙 제52, 55, 73조),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이러한 과정이 없기 

때문이다. 집행권원이나 종국판결의 존재가 개인회생절차상 드러나 있지

도 않은 상황에서는 채무자에게 청구이의의 소 등을 제기하도록 강제하

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다음과 같은 해석론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제604조 제1항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의”라는 표현은 일반적으로는 채

619) 개인파산 ․ 회생실무, 363면, 주 10); 김용철, 앞의 글, 4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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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조사확정재판신청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나,620) 이를 단어의 뜻 그 

자체로 받아들여 폭넓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즉,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이나 종국판결 있는 채권자의 경우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는 것이 아니

라 단지 채무자가 제출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기재 내용에 대하여 집

행권원이나 종국판결을 근거자료로 제출하면서 이의를 할 수 있는 것으

로 보고, 그 밖의 다른 채권자들은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도록 하는 

것이다. 제604조 제1항에서 이의의 신청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이상 반드

시 그것을 채권조사확정재판의 신청으로 한정하여 해석할 필요는 없다. 

과거 개인채무자회생법 제64조 제1항에서의 채권조사확정재판신청이라는 

문구가 통합도산법에서는 이의신청으로 바뀐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집행권원이나 종국판결 있는 채권

자들에 대한 관계에서도 이의신청을 채권조사확정재판의 신청으로 일률

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이다.

채권자로부터 위와 같은 방식의 이의신청이 있다면 그것을 근거로 채

무자에게 청구이의의 소 등을 제기하도록 하면 된다. 회생채권이나 파산

채권에 관하여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나 종국판결이 있는 경우 채권조

사확정의 방법을 채무자가 할 수 있는 소송절차에 한정한 것은 통합도산

법에서 특별히 새로운 절차를 마련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상의 일반법리를 주의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제174조나 제466조와 같은 규정이 없다고 해도 채무자에게 위와 

같은 방법을 강제하는 것은 가능하다.

채권자가 목록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면서 집행권원이나 종국판결을 

그 근거로 제출한 경우에 채무자가 이를 인정한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변경하면 된다(제604조 제1항). 반면 채무자가 제

출된 집행권원이나 종국판결의 기재내용을 인정하지도 않고 그러면서 청

구이의의 소 등도 제기하지 않는 경우의 처리가 문제될 수 있는데, 그와 

같이 제출된 집행권원이나 종국판결은 개인회생절차 이전에 성립된 것이

기는 하나 이미 그 자체로 제606조 제3호의 개인회생채권의 확정에 관한 

620) 개인파산 ․ 회생실무, 36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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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결과에 해당하거나 그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개인회생채

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이 특별한 소송을 말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원이 법원사무관 등으로 하여금 채권자가 제출한 위와 같은 자

료를 토대로 제606조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자표를 기재하도록 한다면 그

것을 통해 개인회생절차 내에서 집행권원이나 종국판결을 보유한 채권자

의 지위가 보장될 수 있을 것이다.

 다. 변제계획

  1) 변제계획과 변제계획안

개인회생절차의 목표는 변제계획의 수행을 통한 채권자들의 권리만족

과 계획수행 후 채무자의 면책이므로 변제계획은 개인회생절차의 핵심이 

된다. 변제계획은 제출된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법원이 인가결정을 함으

로써 그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제615조 제1항). 따라서 우선적으로 변제

계획안이 제출되어야 한다. 회생절차에서는 주로 관리인에게 회생계획안

의 제출 책임이 있으나 다른 이해관계인들에게도 회생계획안을 제출할 

기회가 보장되어 있는 반면, 개인회생절차에서는 변제계획안도 오직 채

무자만이 제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제610조 제1항). 제출기간은 절차

개시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로 정해져있지만 법원이 기간을 늘일 수 있

다. 실무상으로는 절차의 신속을 위해 절차개시신청시에 변제계획안을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621) 

변제계획은 개인회생재단채권과 개인회생채권의 변제에 관한 사항을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하고 있다(제611조 제1항 제2, 3호). 변제계획을 작

성함에 있어 평등의 원칙을 준수할 것이 요구되는 점은 회생절차에서와 

같다(제611조 제3항 본문). 여기서의 평등의 의미 역시 형식적 평등이 아

니라 실질적 평등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압류채권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변제조건에 있어 우대를 하더라도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말하기는 

621) 개인파산 ․ 회생실무, 37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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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울 것이다.622) 다른 한편 개인회생절차에서는 변제계획 자체에서 혹

은 인가결정에서 변제계획 인가로 인한 강제집행절차의 실효를 배제할 

수 있다는 점이 또 다른 특징이다(제615조 제3항 단서).

  2) 변제계획안에 대한 불복

   가) 불복의 방법

변제계획안의 제출권한이 채무자에게 전속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개

인회생절차에서는 변제계획안이 결의의 대상도 아니므로, 채권자들로서

는 변제계획안에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 문제된다. 

통합도산법에 규정된 변제계획안에 대한 불복수단은 수정명령을 신청(제

610조 제3항)하거나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제613조 제5항)하

는 것이다.

   나) 변제계획안에 대한 이의진술

 

변제계획안에 대한 이의의 진술은 개인회생채권자집회기일에서 진술

을 하는 방법에 의하거나, 기일의 종료시까지 이의진술서를 법원에 제출

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규칙 제90조 제1항). 그런데 위 이의의 진술은 

변제계획안이 제614조에서 정하고 있는 인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

음을 그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규칙 제90조 제3항). 이는 강제집행절차와 

관계된 것은 아니므로 압류채권자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지는 않을 것이

다.

   다) 수정명령의 신청

앞서 본대로 변제계획에는 인가결정 후에도 강제집행절차가 실효되지 

622) Ⅱ. 3. 바. 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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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다는 내용을 정할 수 있으므로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에 그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압류채권자로서는 수정명령을 신청함

으로써 강제집행절차 및 절차 내에서의 지위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

할 수 있다. 제610조 제3항은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

권으로 채무자에 대하여 변제계획안을 수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하

고 있다. 채무자는 변제계획안이 인가되기 전에는 스스로의 판단 하에 

변제계획안을 수정할 수 있지만(제610조 제2항) 이러한 자발적인 수정만

으로는 변제계획안 제출권한이 없는 이해관계인들의 절차 참여를 보장할 

수 없으므로623) 법원이 채무자에게 수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에 대한 이해관계인들의 신청권까지 보장한 것이다.

변제계획안의 수정이 변제계획인가결정 전까지 가능한 이상(제610조 

제2항) 수정명령의 신청 및 발령 역시 변제계획인가결정 전까지 할 수 

있고,624) 이후의 불복은 변제계획인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로 하여야 한

다. 수정명령의 내용에 관하여는 본래의 변제계획안과 본질적으로 다른 

내용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 이외에는 별다른 제한이 없다.625) 강제집행

절차가 실효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추가되는 것만으로 종전 변제계획과의 

내용상 동일성이 없어진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수정명령의 대상이 된다

고 볼 것이다. 제615조 제3항 단서가 적용되는 사례로는, 채무자가 인가

결정으로 절차가 실효된 이후에 이를 기화로 대상재산을 빼돌리고 변제

계획을 수행하지 않음으로써 채권자들에게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들 수 있다.626) 그런데 이와 같이 불성실한 채무자에 대한 제재

의 측면 이외에도, 채권자의 입장에서 강제집행절차를 속행하지 않으면 

안 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도 변제계획에서 달리 정할 사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 속행명령과의 관계

623) 개인파산 ․ 회생실무, 428면.
624) 개인파산 ․ 회생실무, 428면.

625) 개인파산 ․ 회생실무, 429면.
626) 개인파산 ․ 회생실무, 426-4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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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은 후에 이미 속행명령이 내려진 상태였다

면 채무자로서는 변제계획안을 작성함에 있어 속행된 절차에 대하여는 

실효되지 않는 것으로 기재하여야 할 것이다. 회생절차에서는 제256조 

제1항 단서에 의해 속행된 절차에 대해 실효가 배제되지만 개인회생절차

에서는 그러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위와 같이 처리하지 않으면 속행명령

을 발령한 의미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을 작성 및 

제출할 때 이를 간과하였다면 법원으로서는 우선 채무자에게 변제계획안

의 수정을 권고하고, 이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압류채권자의 신청에 의하

거나 직권으로 같은 내용의 수정명령을 발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반대로 압류채권자는 개시결정 후 속행명령을 신청하지 못하였

거나 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강

제집행절차가 실효되지 않는 내용의 변제계획수정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고 할 것이다. 이 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인가 후에도 해당 강제집행절

차가 속행되므로 결과적으로는 속행명령이 있었던 경우와 다르지 않다. 

이러한 점에서 사실상 압류채권자에게는 절차의 속행을 구할 수 있는 기

회가 두 번 부여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627)

4. 변제계획인가결정부터 개인회생절차 종료까지의 단계

 가. 변제계획인가결정의 효과 

  1) 강제집행 등 절차의 실효와 그 예외

   가) 실효의 범위와 시점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이 제614조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정한 

627) 이미 법원이 속행명령 신청을 기각함으로써 기존 절차의 속행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하였더라도, 이후 절차 진행 과정에서 속행이 필요한 사정이 새롭게 생길 여지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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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에는 법원이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한다. 이 

인가결정은 회생계획인가결정과는 달리 그 자체만으로 권리의 변경, 소

멸, 면책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개인회생절차에서 위와 같은 효력

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완료된 이후에 이루어지는 면책결정시에 비

로소 발생한다(제615조 제1항 단서, 제625조 제2항).

반면 다른 도산절차나 강제집행 등 절차가 실효되는 것은 회생계획인

가결정에서와 같다. 즉,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으면 제600조에 따라 개

인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중지되었던 회생, 파산절차 및 개인회생채권628)

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은 효력을 잃는다(제615조 제3항 본문). 

이에 따라 압류채권자도 지위를 상실한다.

   나) 예외적 존속

변제계획이나 변제계획인가결정에서 실효되지 않는 것으로 정한 절차

는 인가결정에도 불구하고 유효하게 존속한다(제615조 제3항 단서). 실효

되지 않는다는 것의 의미가 중지된 상태를 유지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속행된다는 것인지에 대하여는 정하여진 바가 없다. 절차를 실효시키지 

않은 취지에 따라 법원이 인가결정시에 재량껏 정하면 될 것이다.629)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하는 경우로는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에 

애초에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거나, 인가결정 전에 그러한 내

용을 추가하는 수정을 하였거나, 법원이 수정명령을 발령하여 채무자가 

그에 따라 수정을 한 경우가 있을 것이다. 반면 변제계획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다는 것은 법원이 변제계획을 인가하면서 그 결정문에 위와 

같은 내용을 기재한다는 의미이다.

628) 제600조에서 중지되는 절차를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것에 한정하고 있는 이상 여기서의 개인회생채권 역시 목록에 기재된 것으로 한정하
여 해석해야 한다.

629) 예컨대 채무자의 절차남용이 염려되어 실효를 배제하는 경우에는 압류채권자 등 절
차상의 지위를 보전하는 것으로 족할 것이기 때문에 중지된 상태를 유지시키기만 해
도 될 것이다. 반면 채권자 측에서 강제집행절차의 진행을 통해 권리의 만족을 얻어
야 할 사정이 있어 존속된 것이라면 절차를 속행함이 상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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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결정 후 이미 속행명령이 발령된 절차에 대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변제계획안 작성 및 수정단계에서 실효로부터 배제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야 하겠지만, 만일 이를 누락하였다면 법원이 인가결정을 하면

서 결정문에 그와 같은 내용을 기재하면 될 것이다.

  2) 전부명령에 대한 특칙

기본적으로 도산절차의 종류를 막론하고 절차개시 전에 이미 종료된 

강제집행절차는 부인권의 대상이 되는 경우 이외에는 절차개시로 인해 

새삼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이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 가운데 급료, 연금, 

봉급, 상여금 기타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대해 개인회생

절차개시결정 전에 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령되어 확정되었더라도, 변제

계획인가결정이 있으면 인가결정 후에 제공한 노무로 인한 부분에 대하

여는 전부명령의 효력이 상실된다(제616조 제1항). 이는 전부채권자가 전

부명령에 기초하여 채무자의 장래 급여채권을 모두 전부받게 되면 변제

계획을 수행할 재원을 확보할 수 없어 개인회생절차의 진행에 심각한 장

애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630) 위와 같은 예외로 인해 급여채권에 대

한 압류채권자는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소급하여 그 지위를 상실하게 되

므로631) 회생절차나 파산절차에서 같은 입장에 있는 압류채권자나 개인

회생절차 내에서 다른 종류의 재산에 대한 압류채권자와 비교할 때 불리

한 입장에 놓인다고도 말할 수 있다.

급여채권에 대한 전부명령 중 일부가 실효되면 전부명령의 확정으로 

인해 소멸하였던(민집 제231조 본문) 집행채권 중 해당 부분도 부활한다

고 보아야 한다. 제616조 제2항에서 인가결정으로 인해 전부채권자가 변

제받지 못하게 되는 채권액은 개인회생채권으로 한다고 규정한 것도 위

와 같은 부활을 전제로 한 취지로 해석된다. 부활한 집행채권은 당연히 

630) 개인파산 ․ 회생실무, 274면.

631) 규정상 전부명령만 실효된다고 정하고 있지만 제도의 취지상 압류명령까지도 실효
된다고 이해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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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권원 있는 채권이 될 것이다. 그런데 위와 같이 부활되는 범위는 인

가결정시에 비로소 확정되므로 채권조사확정절차를 거칠 수는 없고 다만 

변제계획안에 어떻게 반영하여야 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실무적으로는 

미확정 개인회생채권으로 취급하는 것으로 보인다.632)

  3) 인가결정에 대한 불복수단

변제계획인가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제618조 제

1항). 즉시항고권자의 범위나 그 효력 등에 대하여는 회생계획인가결정

에 대한 즉시항고에 관한 규정들이 준용되므로(제618조 제2항, 제247조 

제3 내지 7항) 그 내용은 회생절차에서와 같다. 인가결정으로 인해 자신

이 신청한 강제집행절차가 실효되는 입장에 있는 압류채권자는 즉시항고

권을 가지지만 즉시항고만으로는 강제집행절차의 실효를 막을 수 없다. 

다만 즉시항고와 동시에 변제계획의 수행을 정지하는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으나 인가결정에 의한 절차의 실효는 변제계획의 수행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가처분으로 막을 수 없고, 개인회생절차에 관하여는 제24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인가결정으로 말소된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의 회복등기 촉탁을 구할 근거를 찾기 어려워633) 실익은 크지 않을 것이

다.

 나. 개인회생절차의 종료

  1) 종료의 사유와 효과

632)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채무자가 변제계획안 작성시에 개시신청 당시의 전부명령 집
행채권액을 미확정 개인회생채권으로 기재하여 그에 대한 변제액을 유보해놓은 다음, 
인가결정으로 부활하는 집행채권의 액수가 확정되면 원래의 집행채권액에 대한 부활
하는 액수의 비율에 따라 유보액을 지급하고 잔액은 전부채권자를 포함한 채권자들 
전체에게 안분 변제하는 방법으로 처리한다. 개인파산 ․ 회생실무, 399-400, 404면 참
조.

633) Ⅱ. 4. 가. 4) 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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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가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인가된 변제계획의 수행이 완

료된 이후에 채무자의 신청이나 직권에 의한 면책결정으로 절차가 끝나

게 된다. 이와 같이 절차가 무사히 끝난 경우에는 압류채권자의 지위에 

특별히 문제가 될 것이 없다. 

반면 개인회생절차가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중도에 종료되는 경

우도 있는데 그 사유들은 다양하다. 절차의 진행 순서에 따라 살펴보면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의 취소, 변제계획인가 전의 폐지결정634), 변제계획

인가결정의 취소, 변제계획인가 후의 폐지결정이 있다. 변제계획인가 후 

폐지결정을 제외한 종료사유들이 발생하면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인

해 중지되었던 강제집행 등 절차는 예외적으로 제600조 제3항에 따라 취

소되지 않은 한 그대로 속행되므로 압류채권자는 그 지위를 다시 찾게 

된다. 반면 인가 후 폐지결정이 있더라도 이미 행한 변제와 이 법의 규

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법에서 명시하고 있

는 이상(제621조 제2항) 실효된 절차와 그 안에서의 압류채권자의 지위

는 부활한다고 볼 수 없다.

  2) 인가 전 폐지결정과 압류채권자의 지위

인가 전 폐지결정이 있으면 절차가 속행됨에 따라 압류채권자는 자신

의 지위를 회복하므로 이는 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회생절차에서는 채

무가 완제될 수 있음이 명백하게 되었다는 것(제287조)을 이유로 한 극

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635) 압류채권자에게 인가 전 폐지결정을 

구할 신청권이 없다. 반면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제620조 제1항에서 필요

적 인가 전 폐지결정은 이해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폐지결정으로 지위를 회복하게 되는 압류채권자가 위 이해관계인에 해당

함은 분명해보이고, 따라서 폐지사유636)가 있다면 인가 전 폐지결정을 

634) 회생절차와 달리 변제계획의 불인가는 변제계획인가 전 폐지결정의 사유 가운데 하
나이다. 제620조 제1항 제2호.

635) 이러한 사유가 있다면 압류채권자가 특별히 절차의 속행을 원할 이유가 없으며, 무
엇보다 이 사유를 근거로 인가 전 폐지결정이 되는 경우를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은 
앞서 회생절차와 관련하여 본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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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여 중지된 강제집행절차를 속행시킬 수 있다.

  3) 인가 후 폐지결정과 압류채권자의 지위

   가) 개인회생절차에서 인가 후 폐지사유의 특징

변제계획 인가 후 폐지결정이 있더라도 실효된 절차 및 지위가 부활

하지 않는 것은 회생절차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문제는 인가 후 

폐지결정의 사유가 회생절차에서와는 다소 다르다는 점에 있다. 회생절

차에서 회생계획인가 후 폐지결정이 내려지는 것은 회생계획의 수행가능

성이 없다는 사정이 명백하게 된 때에 한정된다(제288조 제1항). 채무자

의 잘못에 기인한 경우도 없진 않겠으나 수행가능성은 기본적으로 객관

적인 사정들을 토대로 판단한다. 반면 개인회생절차의 인가 후 폐지사유

로는 수행가능성이 없는 경우(제621조 제1항 제2호) 이외에도, 면책불허

가결정이 확정되거나(제1호) 채무자가 재산 및 소득을 은닉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된 변제계획을 의도적으로 수행하지 않을 때(제3

호)가 있다. 나아가 제1호의 면책불허가결정은 채무자가 악의로 개인회

생채권자목록에 기재를 누락하였거나(제624조 제3항 제1호), 채무자가 법

에서 정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제2호)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볼 때 제1호와 제3호의 사유로 인한 폐지는 명백히 채무자의 귀

책사유로 인한 것이다.

   나) 인가결정으로 인한 강제집행 등 절차 실효에 대한 검토

위와 같이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인가 후 폐지결정 시에도 인가

로 인한 효과, 즉 기존 강제집행 등 절차의 실효라는 법적 효과를 부여

하는 것은 개인회생절차의 실패에 책임이 있는 채무자에게 이익을 부여

하는 것이어서 부당하다. 물론 채무자가 면책을 받을 수는 없으므로 채

636) 개시결정 당시 채무자에게 신청권이 없거나 신청일 기준 5년 이내에 면책받은 전력
이 있는 경우(제1호), 변제계획불인가결정을 하는 경우(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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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자들의 권리와 그에 대응하는 채무자의 채무가 실체적으로 변경되지는 

않겠지만, 강제집행 등 절차가 실효되는 것은 채권자들에게는 절차상 지

위가 상실되는 불이익한 사정이면서 동시에 채무자에게는 절차의 부담이 

일거에 사라져 명백히 이익이 된다.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개인회생절차에서 반드시 변제계획인가결

정이 있을 때 중지되어 있던 강제집행 등 절차를 실효시킬 필요가 있는

지를 비판적으로 검토해보아야 한다.637) 인가결정 후에도 채무자의 불성

실한 태도를 반영하여 절차가 종료될 여지가 남아있다면 거기에 대응하

여 강제집행 등 절차도 인가결정 후에 존속시키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

된다. 더구나 회생절차에서와는 달리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채무자의 경제

적 갱생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면책결정이 추가적으로 내려진다는 

점도 고려요소가 된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건대 ① 변제계획인

가결정만으로는 강제집행 등 절차가 실효되지 않고 개인회생절차개시결

정 이후의 중지상태가 유지되는 것으로 정하되, ② 예외적으로 집행의 

대상인 재산을 처분하여야 변제재원이 마련되는 등의 사정이 존재하여 

강제집행 등 절차가 제거되어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인가결정 후에도 

취소명령이 가능하도록 시적 범위를 넓히고, ③ 이후 무사히 면책결정까

지 이루어지면 면책결정의 효력으로써 기존 절차를 실효시켜 채무자에게 

경제적 갱생의 길을 열어주는 방식으로 절차를 구성하는 것이 보다 바람

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4) 인가결정의 취소

인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제기되었는데 인가의 요건이 갖추어지

지 않았음이 밝혀진 경우 개인회생법원이나 항고심법원이 인가결정을 취

소할 수 있다. 개인회생절차에서도 변제계획안 제출시부터 회생위원이 

오류가 없는 적정한 변제계획안이 작성될 수 있도록 지도하기 때문에638) 

인가결정이 취소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37) 同旨 : 정준영, 도산절차와 민사집행, 602면.
638) 개인파산 ․ 회생실무, 262면.



232

인가결정이 취소되었다면 취소결정의 소급효로 인해 인가결정으로 실효

되었던 강제집행 등 절차의 부활이 문제될 수 있으나, 현재로서는 실효

된 절차는 부활하지 않고 절차를 재신청하여야 한다는 해석이 일반적이

다.639) 위 3) 나)에서 본 바와 같이 인가결정시가 아니라 면책결정시에 

기존 절차가 실효되는 것으로 정하게 되면, 인가결정이 취소되더라도 압

류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지위가 보장될 것이다.

  5) 비면책채권을 보유한 압류채권자의 지위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면 법원은 면책결정을 내리

는데,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면 개

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책임이 면제된다(제625조 제2항 본

문). 그렇지만 이와 같은 면책의 효과가 미치지 않는 채권들도 있는데 

제625조 제2항 단서 각 호에서 이를 정하고 있다. 이들을 비면책채권이

라 한다.

비면책채권에 대하여는 채무자가 책임을 면할 수 없으므로 채무자에

게는 면책결정 이후에도 비면책채권에 기초하여 진행되는 강제집행절차

에 복종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변제계획인가결

정시에 비면책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절차까지 일률적으로 실효시키는 

것은, 면책결정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에게 채권 전액에 대한 책임을 추궁

할 권리가 있는 채권자들이 강제집행절차에서 가지는 지위를 불필요하게 

상실시키는 측면이 있다.640) 채무자의 특정 재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

들보다 부지런히 권리를 행사한 압류채권자로부터 그가 확보한 책임재산

에 대한 지위를 빼앗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비면책채권에 기초한 강

제집행절차는 변제계획 인가 후로도 존속시키는 것을 입법론적으로 고려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같은 논리에 따르면 개시결정 후 속행명령의 발령

을 검토할 때에도 일반적인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절차들에 비하여 다소 

너그럽게 볼 필요가 있다.

639) 개인파산 ․ 회생실무, 426면.
640) 이는 실효시기를 면책결정 시점까지 늦춘다 하더라도 다르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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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면책채권의 종류에 따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그에 기초한 강

제집행절차를 상정할 수 있는 것으로는 제1호 및 제4 내지 7호의 채권을 

들 수 있다. 이 가운데 제1호의 채권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개인회생채권으로 이에 기한 절차는 절차개시 단계부터 개인회생절

차의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진행할 수 있으므로 특별히 문제될 것

이 없다. 제4호는 고의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 제5호는 중과

실에 의한 생명, 신체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인데, 이들은 일단 개인회생

채권으로 분류되지만 제4호의 경우 채무자의 입장을 고려할 필요가 적

고, 제5호는 채권자 본인이나 유족들의 생계유지 등을 위해 채권의 조속

한 만족이 긴요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에 기초한 강제집행절차에 대

하여는 존속은 물론 속행명령까지도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641) 한

편 제6, 7호의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채권이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채권은 개인회생재단채권으로 분류되므로(제583조 제1항 제3, 4호) 제1호

와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자유로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어 역시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이다.

5. 개인회생재단채권을 보유한 압류채권자의 지위

개인회생재단채권에 관하여는 제475, 476조가 준용되는 결과 개인회

생채권에 우선하여, 수시로 변제되는 것이 원칙이다. 개인회생재단채권

에 기초한 강제집행절차가 허용되는지에 대하여 제180조 제3항과 같은 

명시적인 규정은 없다. 그렇지만 개인회생절차 역시 회생절차와 마찬가

지로 채무자의 경제적 갱생을 위한 재건형 도산절차라는 점, 변제계획의 

수행도 최장 5년간 진행될 수 있어 그 기간이 짧지만은 않은 점, 개인회

생채무자도 변제계획의 수행을 위해 절차개시 후 다른 사람들과 경제활

동을 하여야 하는데 이로 인해 발생하는 개인회생재단채권의 자유로운 

행사를 보장하여야 채무자의 신용에 타격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642) 

641) 여기서 속행명령의 대상은 절차 그 자체뿐만 아니라 변제행위까지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보아야 채권자가 실질적인 만족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642) Ⅱ. 5. 나.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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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에서 공익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절차가 인정되는 것과 마찬가

지로 개인회생재단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절차도 속행 및 새로운 신청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643) 따라서 그러한 강제집행절차는 중지, 금지명령

이나 포괄적 금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을뿐더러,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에 의한 중지 또는 금지의 대상도 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문제는 제180조 제3항과 같이 원활한 절차 진행을 위한 중지, 취소명

령 제도가 없으므로 개인회생재단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으로 인해 개인회

생절차에 지장이 생길 수도 있다는 점이다. 경우에 따라 강제집행절차의 

진행으로 인해 변제계획의 수행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가 폐

지될 수도 있다.644) 강제집행절차가 인정되는 이유가 위와 같다면 제180

조 제3항의 유추적용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다. 입법론적으로는 명문

의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제4장 정리 - 도산절차에서 압류채권자 

지위보장의 방향과 방안

Ⅰ. 지위보장의 두 가지 방향

지금까지 절차의 진행 순서에 따라 회생, 파산, 개인회생절차에서 압

류채권자의 지위를 살펴보았다. 이하에서는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도

산절차 전반에서 압류채권자 지위보장의 방향과 그 구체적인 방안에 대

하여 쟁점별로 정리해보려 한다. 앞서 제3장 Ⅰ. 1.에서 살펴본 바와 같

이 도산절차에서 채권자보호의 필요성은 도산법의 지도원리로부터 도출

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이해관계인에 대한 절차참여의 기회 보장과 

이해관계의 공평한 조정이다. 전자는 절차적인 측면에서 도산절차의 진

행 과정 전반에 대한 참여의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의미이고, 후자

643) 同旨 : 개인파산 ․ 회생실무, 324면; 임치용, 개인채무자회생법 해설, 파산법연구, 박
영사, 2006, 119면.

644) 개인파산 ․ 회생실무, 3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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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실체적인 측면에서 채권자가 자신의 권리에 대해 적정한 만족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압류채권자 역시 채권자의 일종이고 따라서 

그에 대한 지위보장도 절차적인 측면과 실체적인 측면에서 모두 이루어

져야 한다. 특히 전자와 관련하여서는 도산절차에서의 참여 이외에 그가 

신청한 강제집행절차에 대한 취급도 문제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먼저 

절차적 지위보장에 대하여 논한 뒤 이어서 실체적 지위에 대한 보장을 

검토한다.

Ⅱ. 절차적 지위보장

1. 강제집행절차의 속행기회 부여

절차적 지위의 보장과 관련하여 먼저 살펴볼 것은 도산절차의 진행에

도 불구하고 압류채권자에게 그가 신청한 강제집행절차의 속행을 구하여 

절차로부터 배제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에 관한 문제이다. 이에 

대해서는 도산절차 개시 전과 후로 나누어 볼 필요가 있다.

 가. 도산절차 개시 전

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더라도 실제로 도산절차가 개시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기존의 강제집행절차가 영향을 받지 않지만 회생절차에서는 

중지명령이나 포괄적 금지명령이, 파산절차에서는 강제집행중지 보전처

분이,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중지명령이나 포괄적 금지명령이 각각 발령되

는 경우에는 그 효력으로 강제집행이 중지된다. 현재로서도 그와 같은 

중지로 인해 압류채권자가 부당한 지위에 놓이게 되는 때에는 애초에 위

와 같은 효력이 배제되거나, 사후적으로 중지의 효력이 소멸함으로써 강

제집행절차가 속행될 가능성이 일단은 열려있다. 특히 속행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해당 절차를 신청한 압류채권자가 보유한 채권만을 기

초로 판단된다는 점에서 분명 다른 채권자들과 차별화된 지위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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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면 보완이 필요하

거나 검토를 요하는 부분들이 많다.

먼저 회생절차에서는 포괄적 금지명령의 발령으로 인해 채권자에게 

부당한 손해발생이 염려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별도의 적용배제절차가 마

련되어 있고 이에 대한 압류채권자의 신청권도 보장되어 있다. 하지만 

중지명령에 있어서는 부당한 손해발생의 염려가 명령발령의 소극적 요건

으로 정해져 있지만 압류채권자가 법원에 대하여 그러한 사정을 주장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개인회생절차에서도 포괄적 금지명령 제도가 도입

되어 앞선 설명이 그대로 타당하다. 반면 중지명령과 관련하여 보면 이

해관계인들에게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중지명령의 변경 내지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신청권이 부여되어 있고 압류채권자는 위 이해관계인에 분

명히 포함되지만, 회생절차에서와 달리 부당한 손해발생의 염려가 별도

의 요건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한편 파산절차에서는 중지명령이나 포

괄적 금지명령 제도가 도입되지 않아서 파산선고 전 강제집행절차의 중

지는 보전처분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이와 관련하여서는 위와 같은 

내용의 소극적 요건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은 물론 압류채권자가 보전처

분으로부터의 배제를 구할 수 있는 절차도 없다. 

이와 관련하여 우선적으로 지적할 수 있는 점은 각 도산절차별로 일

관성 없이 어지럽게 규정되어 있는 제도를 통일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

다는 것이다. 회생절차와 개인회생절차는 같은 재건형 도산절차라는 점

에서 절차개시 전에 강제집행절차에 대한 취급을 달리할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 또한 파산절차가 청산형 도산절차이기는 해도 이미 보전처

분을 활용하여 중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이 있는 것과 같은 결과를 이

끌어내고 있는 이상 중지명령과 포괄적 금지명령 제도를 도입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 파산법이 위 각 제도를 새롭게 

도입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은 이미 앞서도 언급하였다. 나아가 제

도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모든 도산절차에 공통적으로 압류채권자의 이해

관계가 반영될 수 있는 요건을 분명하게 설정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지적할 수 있는 문제로서 보다 중요한 것은 압류채권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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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절차의 속행을 적극적으로 구할 수 있는 기회가 적절한 수준

에서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속행의 가능성이 관리인, 파산관재인이

나 채무자 혹은 법원의 손에만 달려있다면 압류채권자에게 위와 같은 규

정들은 제대로 된 의미를 가질 수 없다. 재판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압류채권자로서는 마땅히 해당 재판절차에서 자신의 입장을 전달할 자격

이 있다. 그럼에도 앞서 본대로 현재로서 압류채권자에게 신청권이 부여

된 경우는 매우 제한적이다. 규정을 통일적으로 마련하면서 중지명령에 

대해서도 적용배제를 구하는 신청절차를 둘 필요가 있다. 덧붙여 위와 

같은 기회를 통해 강제집행절차가 중지명령이나 포괄적 금지명령으로부

터 배제되었다면 그 효과가 개시결정 이후에도 유지되도록 하여야 그 실

효성이 보장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부당한 손해발생의 염려라는 요건의 구체화가 요구된다. 

현재로서 압류채권자 등 채권자의 이해관계는 위 부당한 손해발생의 염

려라는 요건 하나로 반영되는데 그 자체로 대단히 추상적인 요건이다. 

미국 역시 자동중지로부터의 구제와 관련된 요건이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오랜 기간에 걸쳐 축적된 판례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법

원에게 넓은 해석상 재량을 허용하더라도 문제가 생길 여지가 적고 오히

려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할 수 있다. 반면 우리는 도산사건에 대한 경험

이 풍부하지 못하므로 위 요건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은 앞으로의 과제로 

남아 있다. 요건이 구체화되면 도산절차에 대한 이해관계인들의 예측가

능성이 커지게 될 것이고 그럴수록 법률규정이나 법원의 재판이 가지는 

정당성이 커져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도산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

다.

그런데 위와 같은 일련의 변화들은 필연적으로 관련 분쟁의 증가를 

가져올 수밖에 없고 이는 도산사건을 처리하는 법원에게는 상당한 부담

이 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먼저 과도기적으로 일본에서 변

제허가나 담보권실행금지 해제결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압류채권자가 관리인, 파산관재인 또는 채무자에게 신청을 요구하고 관

리인, 파산관재인, 채무자로 하여금 그에 관한 사항을 법원에 보고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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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하는 방법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장기적으로는 도산사

건에서 행정적인 업무와 사법적인 업무를 나누어 법원의 역량을 후자에 

집중하도록 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645) 미국은 도산사건에 대한 

관리감독과 같은 행정적인 사무를 U.S. Trustee(연방관재관)라는 고유한 

기관이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법원은 사법적인 분쟁해결의 기능만을 충실

히 수행할 수 있도록 여건을 보장하고 있는데646) 참고가 될 것이다.647)

 나. 도산절차 개시 후

도산절차가 개시되면 그 효과로서 기존 강제집행절차가 중지되거나 

실효되므로 압류채권자의 입장에서 절차의 속행을 구할 기회가 필요한 

것은 절차개시 전과 다르지 않다. 그럼에도 현재로서는 절차 개시 이후

에 손해발생을 이유로 하여 강제집행절차의 속행을 구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다. 이 때문에 절차개시 전에 중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으로 절

차의 진행에 제한을 받았던 압류채권자는 속행을 구할 기회를 부여받은 

반면, 절차개시 전에는 원활히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던 압류채권자로서

는 위와 같은 기회를 전혀 가지지 못하게 됨에 따라 불균형이 생긴다. 

이미 도산절차가 개시된 이상 절차개시 전에 비해 강제집행절차가 속행

될 가능성은 감소하겠지만 그것과 속행기회의 부여는 기본적으로 무관한 

것이다. 또한 이러한 기회부여는 진행되는 도산절차의 종류를 묻지 않고 

필요하다.648) 이와 관련하여 별도의 절차를 마련하는 것 이외에도 개시 

전에 포괄적 금지명령의 적용배제절차가 이미 진행 중이었다면 이를 개

시 이후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645) 오수근, 도산법의 이해, 417면도 파산이나 개인회생사건에 관하여 법관 이외에 사법
행정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646) 김현석, 미국 기업 파산제도의 개요, 196면.
647) 이러한 문제는 비단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부분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압류채권

자에게 새로이 신청권을 부여하거나 그에게 법원에 대한 주장, 소명 기회를 폭넓게 
보장하려고 시도하는 경우에 공통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그 때에도 본문의 설명은 
그대로 타당하다.

648) 물론 재건형 도산절차인 회생절차나 개인회생절차에 비해 청산형 도산절차인 파산
절차에서는 속행의 가능성이 현저히 낮을 것이지만 이는 기회 보장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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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개시 후의 속행이 개시 전과 다른 점은 도산절차 개시로 인해 

발생하는 변제금지효과로 인하여 강제집행절차가 속행되더라도 압류채권

자가 배당까지 받을 수는 없다는 데에 있다. 예외적으로나마 배당이 허

용될 수 있는 길을 마련해둘 필요는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다. 소결

도산절차 개시를 전후로 하여 강제집행절차의 속행을 허용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예외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것은 분명하다. 그렇지만 도산절

차로 인해 자신이 신청한 강제집행절차가 제한되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게 되는 압류채권자에게는 법원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전달할 기회가 

보장되는 것이 합당하다. 특히 압류채권자가 다른 채권자들에 비해 특별

한 취급을 받을 필요가 있음을 인정한다면 그러한 기회의 보장은 보다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도산절차의 진행에 따른 강제집행절차의 처리

도산절차가 개시되면 원칙적으로 채권자들의 권리행사는 도산절차로 

집중되어야 하기에 기존 강제집행절차는 그 진행이 제한될 수밖에 없는

데, 그 양상은 각 도산절차마다 다르다. 회생절차에서는 회생절차개시결

정이 있으면 강제집행절차가 중지되었다가 회생계획인가결정시에 중지된 

강제집행절차가 실효된다. 파산절차에서는 파산절차 개시에 해당하는 파

산선고가 내려지면 곧바로 강제집행절차가 실효된다. 개인회생절차에서

는 회생절차와 유사하게 개시결정시에 중지되고 변제계획인가결정시에 

실효된다.

이 가운데 파산절차에서 파산선고가 있으면 곧바로 모든 강제집행절

차가 실효되는 방식과 개인회생절차에서 면책의 효력도 없는 변제계획인

가결정시에 강제집행절차가 실효되는 방식의 문제점은 각각 앞서 보았

다. 도산절차의 종류를 불문하고 도산절차 개시의 시점에는 강제집행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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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가 중지되도록 하고 회생절차에서는 회생계획인가결정시에, 파산절차

에서는 개인채무자인 경우에 한하여 면책결정시에,649) 개인회생절차에서

는 역시 면책결정시에 각각 실효되는 것으로 규정을 정리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고 생각된다. 그와 같이 제도를 정비하였을 때 통합도산법이 보다 

통일성을 가지게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만일 도산절차가 중간에 종료

되었을 때 압류채권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대된다. 

한편 파산절차와 개인회생절차에서 비면책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절

차를 다른 채권에 기초한 절차들과 다름없이 중지 또는 실효시키고 있

다. 비면책채권을 보유한 압류채권자들은 이후에 있을 면책과 관계없이 

채무자에게 책임을 추궁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취급은 그 지위에 대

한 불필요한 침해일 수 있다. 입법적으로 재고를 요한다.

3. 강제집행절차 취소명령에 대한 불복기회 보장

회생절차에서는 법원이 중지명령이나 포괄적 금지명령을 발령한 이후

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중지된 강제집행절차의 취소를 명할 수 있도

록 하고 있다. 또한 개시결정으로 강제집행절차가 중지된 이후에도 역시 

회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취소명령이 가능하다. 개인회생절차

에서는 중지, 금지명령에 수반하는 취소명령은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포괄적 금지명령이나 개시결정에 수반하여서는 취소명령이 발령될 수 있

다. 

취소명령에 의하면 이후의 도산절차 진행경과와 관계없이 곧바로 강

제집행절차가 실효되고 압류채권자의 지위가 상실되므로 그 불이익이 클 

뿐만 아니라 추후 도산절차가 중도에 종료되면 그러한 불이익이 부당한 

것으로 되어 버린다. 따라서 취소명령의 발령 자체에 신중을 기하여야 

649) 명백히 면책을 받지 않겠다고 의사를 표시한 개인채무자는 보호가치가 없으므로 기
존의 강제집행절차를 파산절차 종료 이후에 그대로 속행시켜도 무방할 것이다. 한편 
법인채무자는 파산으로 해산되어 법인격을 상실하므로 그에 대해 진행 중인 강제집행
절차도 당연히 종료될 것이므로 역시 문제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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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은 당연하다. 나아가 현재로서 법원이 취소명령을 발령함에 있어 압류

채권자에게 사전에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기회나 사후적으로 다투어 볼 

수 있는 기회가 전혀 보장되어 있지 않다. 이 점에 대해서도 입법적 보

완이 필요하다.

4. 개인회생절차에서 채권조사확정절차의 개선

어떤 도산절차가 진행되든지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대하여 다툼이 있

으면 채권조사확정절차를 거쳐 그 내용이 확정된 뒤에 그의 도산절차 참

여가 가능해진다. 압류채권자가 이미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을 보유하여 

채권의 존재 및 내용에 대한 고도의 추정을 받는 이상 채권조사확정절차

에서 다른 채권자들에 비해 유리한 지위에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회생절차와 파산절차에서는 제174, 466조가 명시적으로 이를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개인회생절차에서는 그와 같은 조문이 없어 해석상 다툼이 

발생한다. 해석론을 통한 해결도 가능함은 앞서 보았지만 회생, 파산절

차에서와 같은 방식으로 채권조사확정절차를 정비하는 것이 보다 근본적

인 해결책이 될 것이다.

5. 회생절차에서 의결권 행사시 지위보장

다른 절차에서와 달리 회생절차에서는 채권자들이 관리인 등이 제출

한 회생계획안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결의절차가 존재하는바 그러

한 의결권 행사시 압류채권자를 다른 채권자와 구분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가치가 있다. 현재로서는 회생채권자조를 편성할 때 압류채권자와 그

렇지 않은 채권자를 포괄하여 하나의 조로 편성한 다음 가결여부를 검토

하는데 이를 세분화하여 압류채권자들만으로 구성된 조를 편성할 현실적

인 필요성이 있다. 압류채권자들은 해당 회생계획이 인가되면 자신들이 

신청한 강제집행절차가 실효되는 점에서 분명 다른 채권자들과 이해관계

가 다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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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관련문제 - 자동중지제도의 도입 여부

압류채권자의 절차적 지위 보장과 관련된 문제로서 검토할 필요가 있

는 것이 통합도산법상 자동중지제도를 도입할 것인지 여부이다. 미국의 

자동중지제도를 우리 법에도 도입할 것인지의 여부를 둘러싸고 통합도산

법의 제정 과정에서 다툼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이를 도입하지 않고 그 

대신에 포괄적 금지명령을 두는 입법이 이루어졌다.

자동중지제도의 도입을 반대하는 입장650)에서는 채무자의 신청만으로 

권리행사의 중지를 인정할 경우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기한을 유예하거나 

형사상 부정수표단속법의 처벌을 면하기 위한 목적으로 절차개시신청을 

남용할 우려가 있음을 강조한다. 그러면서 중지명령이나 포괄적 금지명

령 또는 강제집행중지, 금지보전처분 등 현행 제도를 활용하여 채권자들

의 권리행사를 무난히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도입을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절차개시신청의 남용은 개

시신청의 취하를 법원의 허가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하는 방식으로 제한

함으로써 예방할 수 있고, 어차피 법원이 중지명령이나 포괄적 금지명령

을 대체로 발령한다면 자동중지제도에 의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을 것이

고, 오히려 중지명령이나 포괄적 금지명령의 발령에 소요되는 시간이 도

산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방해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든다.651)

생각건대 자동중지제도가 채권자들에게 큰 불이익을 가하는 제도인 

이상, 그 도입과 관련하여 무엇보다 먼저 고려되어야 할 부분은 채권자

들에게 미치는 영향일 것이다. 자동중지제도의 도입이 타당한 것으로 되

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신청만으로 쉽게 권리행사가 제한되는 만큼 채권

자들에게도 그에 상응하는 자동중지에 대한 구제수단이 마련되어야 한

다.652) 그런데 앞서 보았듯이 현재로서 도산절차 내에서 채권자, 특히 압

650) 김재형, 도산법 통합의 기본틀 – 2004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안｣을 
중심으로, 16-17면.

651) 김성용, 회생절차 관련 도산법 개정 동향 - 자동중지와 절대우선의 원칙에 관한 논
의를 중심으로 -, 비교사법 제16권 제4호(2009. 12.), 한국비교사법학회, 68-76면.

652) 김주학, 앞의 책, 1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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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채권자의 지위가 제대로 보장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

서 자동중지제도를 무턱대고 도입한다면 채권자 측과 채무자 측의 균형

을 깨뜨리는 결과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653) 또한 적어도 현재 우리

의 법감정에 비추어 사인의 일방적인 신청만으로 국가가 강제력을 행사

하는 절차인 강제집행절차가 일괄적으로 중단되는 것으로 하기에는 무리

가 있다.654) 예컨대 확정판결에 기초하여 부동산 혹은 채권집행을 한 압

류채권자의 입장에서, 자신은 확정판결과 경매개시결정 또는 압류명령이

라는 두 번의 재판을 받아 그 지위를 획득하였음에도 채무자가 도산절차

개시를 신청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지위가 제한 혹은 상실된다면 이러

한 결과를 쉽사리 수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도입을 찬성하는 견해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중지명령이나 포괄적 금지명령의 발령이 형식화된다

고 하더라도 도산법원이 내린 결정으로 인해 집행법원의 재판에 근거하

여 진행 중이던 강제집행절차가 중지된다고 보는 것이 보다 체계정합성

이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이상의 점들을 종합해볼 때 앞으로 압류채권자를 포함한 채권자의 보

호를 위한 상당한 정도의 입법적 보완과 실무례의 축적이 있기 전까지는 

자동중지제도를 도입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우선 현재 마련되어 

있는 중지명령이나 포괄적 금지명령과 관련하여 압류채권자 등의 보호 

절차, 기준 등에 관한 해석례들을 충분히 확보한 다음 추후에 자동중지

제도의 도입을 검토해보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Ⅲ. 실체적 지위보장

도산절차 내에서 압류채권자에 대한 실체적 지위 보장의 문제는 도산

653) 이제정, 앞의 글, 159면. 다만 같은 글의 161면에서는 장래의 어느 시점엔가 도입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면 자동중지제도의 도입을 긍정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시기상조설이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이다; 한편 이진만, 한국에
서의 도산법 개정, 민사소송 제7권 제2호(2003. 8), 한국민사소송법학회, 61면에 의하
면 입법과정에서 법무부 산하 도산법제개선 실무위원회에서도 같은 비판이 제기되어 
자동중지제도가 도입되지 않았다고 한다.

654) 오수근, 도산법의 이해, 419-4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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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를 통한 채권의 만족을 어느 정도로 인정할 것인가에 관한 것이다. 

기본적으로 압류채권자들은 그가 보유한 채권의 존재와 내용에 대하여는 

집행권원을 근거로 하여 강한 추정을 받지만 실제 채권만족의 정도에 있

어서는 여타의 채권자들과 다를 바가 없다. 회생절차나 개인회생절차에

서는 회생계획이나 변제계획에서 압류채권자라는 이유만으로 유리한 변

제조건을 부여하지는 않는 것이 일반적이며, 파산절차에서는 채권의 비

율에 따라 안분배당을 받기 때문이다.

압류채권자가 자신의 지위를 획득하기까지 들인 노력과 강제집행절차

에서의 특유한 지위, 그리고 채권자 경합시 우선주의가 평등주의보다 타

당한 입법례인 점을 종합하면 도산절차에서 압류채권자에 대한 변제를 

함에 있어 다른 채권자들보다 유리한 조건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평등

의 원칙에서 말하는 평등이란 형식적 의미가 아닌 실질적 의미에서의 평

등이므로 차등 취급의 근거는 이미 마련되어 있고, 압류채권자와 그렇지 

않은 채권자들을 실질적으로 같은 지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실무상으로도 계획안 작성시에 상거래채권을 금융기관채권에 비해 우대

하거나, 주채권을 보증채권에 비하여 우대하는 등 같은 금전채권이라도 

발생근거에 따라 차등취급을 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압류채권자를 

유리하게 취급할 가능성은 열려있다. 다만 그와 같은 차등 취급이 어느 

정도로 이루어져야 하는지, 변제조건은 어떠한 수준에서 차등을 두어야 

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안마다 다를 것이다. 

Ⅳ. 민사집행법상 우선주의 도입의 필요성

방금 살펴본 바와 같이 압류채권자의 실체적 지위보장을 위해 계획안

에서 조건상 차등을 두는 것이 현행법의 해석론으로 가능하다. 그렇지만 

이는 계획안의 작성을 전제로 하는 회생절차나 개인회생절차에서만 가능

한 것이고, 파산절차에서는 계획안이 작성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차등을 

둘 방법이 없다. 한편 회생이나 개인회생절차에서 위와 같이 조건을 차

별화하더라도 다른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조건과 비교하여 결정적인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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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두기는 어렵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상황들을 극복하는 

방법은 민사집행법상 우선주의로의 전환이다. 전환의 타당성은 앞서 제2

장의 Ⅴ.에서 이미 검토하였다. 우선주의로 전환시 파산이나 개인회생절

차에서 압류채권자는 별제권자로 분류되어 절차로부터 자유로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회생절차에서는 회생담보권자로 분류되고 일

반 회생채권자들과 비교할 때 회생계획의 조건이 현저히 유리하게 설정

될 것이므로 보다 두텁게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Ⅱ.에서 살펴본 절차적 지위 보장과 관련하여 보더라도 우선주의 도

입의 필요성이 도출된다. 강제집행절차가 도산절차의 제약으로부터 벗어

나 진행될 가능성이 있더라도 단지 절차의 진행뿐만 아니라 권리에 대한 

실질적인 만족까지 이루어져야 진정으로 의미있는 것이 된다. 그런데 현

재로서는 예외적인 변제허가를 통해서가 아니라면 그러한 만족은 불가능

하다. 만일 우선주의가 도입된다면 파산절차나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압류

채권자가 별제권자로 분류됨에 따라 도산절차의 진행에도 불구하고 만족

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회생절차에서는 담보권자라도 원칙적으로 권리

행사가 중지되므로 이 점에서는 현재와 다를 바가 없겠지만, 앞서 본대

로 회생담보권자로서 우월한 지위를 갖게 되어 계획안에서 훨씬 큰 만족

을 얻게 될 것이다.

제5장 결론

지금까지 현행 도산절차에서 압류채권자의 지위를 전반적으로 검토하

였다. 압류채권자는 그의 성실, 근면성과 다른 채권자들의 권리행사기회

를 제공하였다는 측면에서 보호될 필요가 있고 이와 관련하여 민사집행

법상 우선주의의 도입도 요청된다. 그럼에도 현재의 도산절차에서 압류

채권자의 지위 보장과 관련하여서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점이 드

러난다. 먼저 압류채권자는 도산절차의 진행으로 인해 강제집행절차상 

기존의 지위에 대해 제한을 받게 되는데 이와 관련한 문제들이다.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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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집행권원과 책임재산을 확보하여 애써 진행하고 있던 강제집행

절차는 도산절차의 개시를 전후하여 중지되거나 실효되고 이로 인해 압

류채권자 역시 그 지위가 제한되거나 상실된다. 이러한 불이익이 도산절

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불가피한 것이라 하더라도 압류채권자에게 그

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전달하며 다투어볼 수 있는 기회가 절차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데 통합도산법에는 미흡한 부분이 많다. 예컨대 회생절

차에서의 중지명령이나 파산절차에서의 보전처분에 대해서는 불복수단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도산절차 개시 이후에 강제집행절차의 중지

나 실효에 대해 불복할 수 있는 수단도 절차개시 자체를 다투는 간접적

인 방법 이외에는 없다. 한편 때로는 압류채권자의 지위 제한이나 상실

이 부당하거나 불필요한 경우도 있는데 파산선고에 의한 일괄적인 강제

집행절차의 실효나 비면책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절차의 실효 등이 그 

예이다.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 인가결정만으로 강제집행절차가 실

효되는 것도 시점의 문제이기는 하나 비슷한 예로 볼 수 있다. 이상의 

문제들에 대해서는 해석론만으로는 해결에 한계가 있으므로 입법적 조치

를 통해 전반적인 체계를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다음의 문제는 도산절차내에서 압류채권자가 새롭게 누리는 혹은 누

려야 할 지위에 관한 것이다. 압류채권자는 이미 보유한 집행권원에 기

해 다른 채권자들과 비교하여 채권의 존재와 내용을 보다 유력하게 주장

할 수 있기는 하다. 그렇지만 채권조사확정절차가 제대로 정비되지 못한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이와 같은 지위의 보장이 완전하지 못하다. 또한 설

령 자기 채권을 보다 쉽게 주장한다고 해도 민사집행법상 평등주의가 유

지되는 이상 어떤 절차에서든 다른 일반채권자들에 비해 실제로 보다 많

은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밖에 계획안 결의 등 다른 과

정에서도 압류채권자는 특별한 취급을 받고 있지 못하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개인회생절차에서 채권자목록에 대한 이의신청의 의미, 계획상 

차등적인 조건설정, 조의 분류시 세분화 등 해석론적인 해결이 다소간 

가능하겠으나 역시 근본적으로는 입법적 해결책이 필요하며 특히 민사집

행법상 우선주의로의 전환이 요청된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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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들의 집단적인 이해관계가 문제되는 도산절차에서 특정 채권자

집단의 입장을 고려하는 것이 이질적으로 보일 수 있다. 그렇지만 우선 

도산절차에서 채권자에 대한 보호는 그것이 전제되어야만 도산제도가 정

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므로 가장 핵심적인 이념이다. 나아가 채권

자들 가운데 특정 채권자 집단에 대한 선별적 보호가 도산절차에서 말하

는 실질적 평등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라면 이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추

구되어야 할 목표라고 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상 평등주의의 관점에서만 

보면 압류채권자가 여타의 채권자들과 다르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그

렇지만 그와 같은 형식적인 틀에서 벗어나 압류채권자가 그 지위를 가지

게 된 과정을 실질적으로 조망한다면 자기 권리의 행사를 위해 아무 것

도 하지 않거나 다른 채권자가 열어놓은 기회에 편승하기만 한 채권자들

과 평등한 관계에 있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압류채권자를 

다른 채권자들과 구분하여 다루어야할 필요성은 분명히 존재하며 이는 

민사집행절차뿐만 아니라 도산절차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오히려 채무자

에 대한 모든 채권자들이 모이게 되는 도산절차에서야말로 압류채권자의 

지위가 빛을 발할 수 있고 또 마땅히 그래야 할 것이다. 

도산절차는 그 본질을 따져보면 결국 수많은 이해관계인들의 얽히고

설킨 이해관계를 적절히 형량함으로써 최선의 균형점을 찾아가는 과정이

라고 말할 수 있다. 그와 같은 형량의 과정이 도산법학과 도산실무를 어

렵게 만드는 것이겠지만 동시에 대단한 흥미를 야기하는 요인이 되기도 

하는 것 같다. 본 논문이 그러한 복잡한 저울에 얹어진 의미있는 추(錘) 

하나가 될 수 있기를 조심스럽게 바라며 글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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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tatus of levy creditor 

in bankruptcy proceedings

LEE MOORY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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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status of levy creditor in 

bankruptcy proceedings according to sequence, based on the idea that 

the status of an earnest and industrious levy creditor should be 

protected adequately, and suggest better measures to protect levy 

creditor. To put it concretely, it examines, as bankruptcy proceedings 

advance, the changes to levy creditor’s status in execution 

proceedings, the validity and necessity of those changes, and the 

possibility of challenging on disadvantages he may suffer. Also it 

examines his status in proceedings of allowance and determination of 

claims, proceedings about reorganization plan and distribution 

proceedings etc. Legislative and interpretive solutions will be provided 

for any problems that may occur throughout the procedure.

First of all, as the premise of the discussion, the status of levy 

creditor in civil execution act should be examined. It definitizes the 

concept of levy creditor, summarizes his status in execution procee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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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examines the conflicting arguments between the principle of 

priority and equal distribution in determining the recognition of levy 

creditor’s prior status. Although Korean civil execution act adheres to 

the principle of equal distribution, the principle of priority distribution 

should now be adopted because there are many strengths of that 

principle and other advanced legislative systems have adopt the priority 

principle.

On the basis of the above argument, it examines the status of levy 

creditor in bankruptcy proceedings. To secure the legitimacy of 

bankruptcy proceedings, the creditor who would receive damage as a 

result of the procedure should be granted the chance to participate in 

the proceedings. Furthermore levy creditor should be protected more 

robustly in that the execution proceedings commenced by such levy 

creditor is affected by the bankruptcy procedure and the existence and 

substance of his claim are certainly assumed owing to the schuldtitel 

he has already held.

In reorganization proceedings, levy creditor who has reorganization 

claim or reorganization lien suffers disadvantages because his status in 

execution proceedings is restricted or lost, since the execution 

proceedings is suspended, by injunction of stay or comprehensive 

injunction of prohibition before commencement and by the effect of 

commencement decision after commencement, and invalidated by 

confirmation of reorganization plan. Levy creditor could be granted the 

relief from comprehensive injunction of prohibition on condition of the 

possibility of unjustifiable loss. But as to injunction of stay, though the 

possibility of unjustifiable loss is considered, there are no measures to 

argue that possibility. Thus some legislative solution is required and the 

possibility of unjustifiable loss should be interpreted more definitely. 

Meanwhile, levy creditor has no measures to argue that exec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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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edings which he started should resume after commencement. The 

present order of continuation and permission of reimbursement are not 

designed for levy creditor so some new procedure is necessary. The 

relief from stay in United states and the relief from prohibition of lien 

enforcement in Japan would be examples.

When reorganization plan is confirmed, levy creditor could maintain 

his status in register by filing for an injunction that prohibits carrying 

out the plan along with appeal against the confirmation decision. 

Although the table of reorganization claim becomes new schuldtitel 

after confirmation, the established schuldtitel still holds. In case of 

discontinuance of proceedings before confirmation, the court could 

grant the commencement decision of liquidation proceedings at its own 

discretion. The commencement should be considered with prudence 

because levy creditor would lose his status due to that commencement.

In the proceedings of allowance of claims, it is relatively difficult to 

object to levy creditor’s claim and the grounds of objection are 

restricted owing to schuldtitel. Also, in the proceedings of determining 

objected claims, levy creditor does not bear the burden of bringing an 

action and those who have objected to levy creditor’s claim should 

bring an action which only debtor could do. In this regard levy 

creditor’s status is enhanced.

Additionally, to protect the status of levy creditor, it is necessary for 

the court to subdivide a class which is composed of only levy creditors 

when it organizes classes of creditors and shareholders and set 

relatively advantageous provisions of plan for levy creditors. Both of 

them are arguable upon interpretation of the present act. 

In liquidation proceedings, while execution proceedings become 

invalid and levy creditor loses his status, the protection for levy 

creditor is insufficient. Before commencement, execution procee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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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ld be suspended by preservative measures. Unlike injunction of stay 

or comprehensive injunction of prohibition, however, the possibility of 

unjustifiable loss is not at all considered and levy creditor cannot take 

any measures to appeal against the preservative measures. Therefore, 

the introduction of injunction of stay and prohibition is required from a 

legislative perspective. Execution proceedings based on both liquidation 

claim and liquidation estate claim are invalidated by commencement 

decision. However, if the proceedings could be regarded as an 

enforcement of lien such as chattel security ownership, they should be 

recognized as an exercise of the right to foreclose outside bankruptcy 

and not be invalidated. In case of the annulment of commencement, 

the invalidated execution proceedings and the lost status of levy 

creditor would be revived so long as the appearance of the procedure 

has remained. 

In proceedings of allowance and determination, levy creditor’s 

status is similar to that in reorganization proceedings. Meanwhile, in 

distribution proceedings, levy creditor has an advantage in that, even if 

someone objects to his claim,  he does not have to take any measures 

to participate in distribution proceedings owing to his schuldtitel.

In individual liquidation case, unless debtor does not want to be 

discharged, the discharge procedure commences. There is a separate 

provision about stay, prohibition and invalidation of execution 

proceedings in that procedure. However, it would be not necessary to 

suspend and invalidate execution proceedings based on nondischargeable 

claim.

The uniform invalidation of all execution procedures due to the 

commencement of liquidation has many problems. Levy creditor suffers 

unjustifiable, unnecessary disadvantages and there is also lack of unity 

among relative provisions. Hence the legislative change fr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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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alidation-way to stay-way should be examined.

The study about individual reorganization proceedings would be 

conducted by means of comparison with reorganization and liquidation 

procedures. As to injunction of stay, nevertheless the possibility of 

unjustifiable lose is not provided as a negative requirement, levy 

creditor could apply the modification or annulment of injunction on 

condition of considerable reason. It is similar to reorganization 

proceedings that, owing to the effect of commencement, execution 

procedure is suspended. But unlike reorganization, levy creditor can 

apply the order of continuation.

There are no proceedings of allowance but only the proceedings of 

determination in individual reorganization procedure. The problem is 

that any provision which protect the status of creditor who has 

schuldtitel does not exist. Though it seems to be possible to resolve the 

problem interpretively by broad construction about meaning of filing an 

objection, legislative supplementation would be more reliable.

By the confirmation of individual reorganization plan, execution 

proceedings are invalidated. But it is reasonable that execution 

procedure is invalidated by decision of discharge because the rights of 

creditors are altered by that decision and, in case of discontinuance 

after the confirmation based on debtor’s blame, the debtor would get 

unreasonable advantage from the invalidation.

The status of levy creditor in bankruptcy proceedings is not well 

protected in terms of both procedural and substantive aspects. In this 

respect, the introduction of automatic stay would be untimely because 

it might be too favorable for debtor. Fundamentally the principle of 

priority distribution should be introduced in civil execution act to 

protect levy creditor certain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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