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企꿇첼驚醫웹整機構의 再編方案

金仁埈·李昌觸·李困根

국내의 企業構造調整機構는 외환위기로 인한 부실기업의 정리와 부실채권의 해소 

를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 ， 기업구조조정투 

자회사(CRV) ， 기업구조조정증권투자회사(CRF) 등이 설립되었다. 이들은 설립 당시 

국내 구조조정시장에서 상당한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외환위기 극복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까지 국내의 구조조정시장은 企業構造調整보다는 부 

실채권의 정리를 통한 金顧構造調整이 주도해 왔다. 즉， 기존 구조조정은 사후적 부 

실처리에 집중되었던 것이었기 때문에 최근 금융구조조정이 진척된 상황에서 시대적 

흐름에 맞는 목표를 재정립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따라 사전적， 상시적 구조조 

정 시스템을 갖추고， 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구조조정 대상을 부실기업만으 

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부실정후 및 정상기업 간 인수 · 합병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구조조정시장의 대상으로 확대해야 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外換危機 이후 도입된 

기존의 기업구조조정기구들의 기능과 성과를 살펴보고 이들 기구의 재편 필요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에 덧붙여 최근 도입된 PEF制度의 특정과 향후 改善方案을 제 

시하고자 한다. 

1 . 序 論

우리나라의 企業構造調整機構는 대부분 1998년을 전후하여 도입되었다. 외환위기로 인 

해 많은 기업이 부실화되었으며 그로 인해 금융기관들에는 대량의 부실채권이 누적되게 

되었다. 이러한 급박한 상황하에서 부실기업의 정리와 부실채권 해소를 위해 여러 형태 

의 구조조정기구가 등장하게 된 것이다. 韓國資盧管理公社(KAMCO)를 비롯하여 企業構

造調整專門會社(Corporate Restructuring Company: CRC) , 企業構造調整投資會社(Corporate

Restructuring Vehicle: CRV) , 企業構造調整證卷投資會社(Corporate Restructuring Fund: 

Cl‘F) 등이 그것이다. 이들 구조조정기구들은 설립당시 목적대로 국내 구조조정시장에서 

상당한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외환위기 극복에 나름대로 기여한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금융기관 및 대기업 구조조정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온 우리나라의 구조조정시 

장은 최근 큰 변화를 겪고 었다. 외환위기 이후 2002년까지의 구조조정시장은 金顧構造

調整이 주도해 왔다고 할 수 있다. 기업구조조정보다는 부실채권 매각을 중심으로 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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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적 부실처리에 집중되었던 것이다. 국내 구조조정기구가 성숙되지 못했던 이 기간은 

KAMCO와 같은 공적 구조조정기구와 외국계 구조조정기구뜰이 주도적 역할올 할 수밖 

에 없었다. 그러나 이들 외국계 구조조정기구뜰은 구조조정이라는 본연의 업무보다 부실 

채권 처리를 통한 자본이득 추구에 주력하는 동의 문제점올 초래하기도 하였다. 

최근 은행권의 금융구조조정이 어느 정도 친척됨에 따라 금융구조조정의 중심은 제2금 

융권으로 전환하고 있다. 기업구조조정시장에서도 화의， 법정관리 및 워크아웃올 중심으 

로 한 대기업의 구조조정 수요가 감소한 반면， 중소기업， 벤처기업의 구조조정 수요는 급 

격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이제까지의 구조조정시장이 부실의 사후 정리에 중점을 두었 

다면 앞으로는 'j\.前떠 · 체時떠 싸造調뺨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기염의 국제 경쟁력 강화플 위해서는 구조조정 대상올 부실기업만으로 한정하기보다 부 

실정후 및 정상기업 간 인수， 합병올 통한 경쟁력 제고 역시 구조조정시장의 때상으로 인 

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외환위기 이후 급증한 부실채권올 시급히 처리하는 파정에서 도입되 

었던 각종 기업구조조정제도틀 구조조정시장의 변화에 맞춰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재정경제부는 최근 체妙랬짧파I"J뺨jñJ:( Private Equity Fund: 

PEF) (!ì1]따 도입올 발표한 바 있는데， PEF제도 도입은 향후 기업구조조정시장에 큰 변화 

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맥락에서 외환위기 이후 도입된 기존의 기업구조조정기구뜰의 기능 

파 성과를 살펴보고 이뜰 기구뜰의 재편 필요성올 접검하고자 한다. 아올리 이를 해결하 

기 위해 최근에 도입펀 PEF제도의 특정에 대해 살펴보고 향후 PEF제도의 개선방안을 제 

시하고자 한다. 

본 논문윤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1 장의 서론에 이어 2장에서는 기존의 구조조정 

기구들의 특정 및 성파판 요약하고 이뜰 제도들의 한계와 문제젠올 살펴본다. 3장에서는 

향후 기업구조조정시장의 변화방향올 살펴보고 새로운 제도 도입의 필요성올 요약한다. 

4장에서는 새로 도입된 PEF제도틀 소개히·고 제도의 성공적인 운용올 위해 필요한 사항들 

에 대해 논한 후 5장에서는 결론을 제시한다. 

2 外換危機 以後 導入된 構造調整機構

2. 1. 各 빼造뼈整機빼의 機能

외환위기 직후 부섣 끔융기판 및 부실기업 정리관 위해 정부는 CRC, CRV, CRF 등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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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表 1 > 우리나라 不實價權 整理機構의 比較

CRF CRC CRV 

· 뮤추얼 펀드 형태의 Paper · 전문회사， 상법상 실체를 · 펀드 형태의 Paper 

조직형태 Company 갖는 주식회사 Company 

·조합 민법상 조합 

·뮤추얼 펀드 설립요건 ·자본금 30억 이상 .3인 이상의 발기인(채권금 

설립요건 (2002년 4월 70억 원 이 상 융기관 2개 이상 참여) 

으로 상향 조정됨) ·자본금 5억원 이상 

· 회생가능한 중소 • 중견기 ·부실기업 · 약정체결기업(워크아웃기 

투자대상 
업 대상 ·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있는 업이 주요 대상) 

· 신규발행 유가증권， 금융기 기업을 포괄적으로 규정 

관의 출자전환 유가증권 

·신규발행 증권 인수 ·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인수， · 약정체결기업의 유가증권 

·경영자문 정상화， 매각 및 자산매매 

주요업무 
·부실채권 매입 ·자금차입 및 지원 

·구조조정 업무 대행 . ABS 발행 

. ABS 발행 

.CRV의 발기인 및 AMC 

자산운용 ·전문 AMC에 위탁 .CRC가 직접 구조조정 업 ·전문 AMC에 위탁 

주체 무수행 가능 

경영권 ·유가증권 투자에 한정 ·경영권 인수 가능 • 경영권 인수를 통한 구조 

인수여부 조정 

·금융기관 성격 ‘비금융기관 성격 ·금융기관 성격 

운영방식 · 한시적/제한적 · 영구적/비제한적 · 한시적/제한적 

(5년이내， 1년연장) 

• 증권투자회사법상의 특례 ·지주회사관련 특례 ·자산양도시 특례 

제도적 
·코스닥등록시 특례 ·회사채 발행 특례 ·지주회사관련 특례 

• 세제상 특례(배당 소득세 ·세제상 특례(양도소득세 · 금융기관 출자한도 특례 
지원 

등) 등) · 세제상 특례(배당소득세 

등) 

감독주체 
·금융감독위원회 ·산업자원부 ·금융감독위원회 

• 금융감독위원회 (조합) 

資料 김형태(1998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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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 구조조정기구플 도입하였다. 뮤추얼펜드 형태의 페이퍼캠퍼니 (Paper company)~ 

CRF는 회생가농한 중소 · 중견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올 목적으로 셜립되었으며 주로 유가 

증권투자에 한하고 있다. 워크아웃 대상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정리를 원활하 

게 하기 위해 도입된 CRV도 CRF와 마찬가지로 페이퍼컴퍼니이지만 경영권 인수를 통한 

구조조정올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었다. 그러나 CRV도 약정체결기업의 유가증권 및 자산 

의 매매， 자금지원 퉁 금융기관의 성격올 띠고 있어 실질적인 구조조정작업올 수행하지는 

못하고 있다. 기업들의 실질적인 구조조정올 수행하고 정상화시키는 기판이 CRC이다. 

CRC는 구조조정이 필요한 부실기염올 인수하여 직접 구조조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非

金쩨!機I~샘의 성격을 띤 상법상의 주식회사이다. CRC는 실질적인 구조조정올 수행할 수 

있는 특성 이 있으나 규모가 작아 대기 업 보다 中小企業의 *해造펴해l뺑에 치 중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종합해 보면 CRV와 CRF는 기 업 구조조정보다 不짧價械의 정 리， 매각에 중점 을 

둔 기구인 반띤 CRC는 대상기업의 인수， 정상화 퉁 企業樞造訓뾰올 위해 도입된 전문기 

구라 할 수 았다. 각 기구의 설립 목적 및 특정은 〈表 1)에 나타나 있다. 

외환위기 이후 지금까지 각 구조조정기구뜰의 부실채권 정리 성파는 〈表 2)에서 〈表

5)까지 에 나타나 있다. <表: 2)를 보면 한국자산관리 공사(KAMCO) 는 1997년 외 환위 기 가 

시작된 이후 2003년 12월까지 총 110조 왼(액면가 기준)의 부실채권올 매입하였으며 이 

중 79.3조 원의 부실채권을 정리하여 외환위기 이후 금융 및 기업구조조정의 주도적 역 

할올 하였음올 알 수 있다. 그러나 연도별 실적을 보면 2000년 이후 부실채권의 매입 및 

정리 규모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것올 볼 수 있다. KAMCO의 구조조정이 은행권 및 

대기업 구조조정에 치중해 왔음올 고려활 때， 외환위기 직후와는 달리 은행 및 대기업의 

구조조정 수요가 더 이상 시장올 주도하기 어려웅올 짐작할 수 있다. 

〈表 3)은 企業빠造짧H\lf정않卷投資-&까I:(CRF)의 투자 성과롤 보여 주고 있다. 1998년 

CRF제도 도입 직후 서울부채， 한강， 아리랑， 무궁화 둥 4개의 펀드가 셜립되어 활동하였 

〈表 2) KAMCO의 不톰↑ .• ~ 買入 및 整理 現況 (단위 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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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12웬 | 소계 

I 1,101 ,230 

43,491 I 793,517 

2) 1997년 11웬 이후 정리분과 1998년 정리분 함제액. 

資料: 한국자산판리꽁사 u}갑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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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3) 企業構造調整證勞投資會社 投資實績 (단위: 억 원， %) 

구분 서울부채 아리랑 무궁화 한강 전체 

기업 
중소기업 2,862 2,892 1,030 3,706 3,706(54.1) 

중견기업 1,770 825 1,243 1,156 4,994(26.2) 
규모 

계열사 1,693 872 917 260 3,741(19.7) 

상장 
거래소기업 2,970 1,289 1,318 1,124 9,701(35.2) 

코스닥기업 2,088 1,559 925 2,149 6,721(35 .3) 
여부 

비상장기업 1,087 1,740 947 1,849 5,623(29.5) 

주식 175 3,132 888 2,945 7,140(37.5) 
투자 

채권 3,345 437 1,003 760 5,544(29.1) 
자산 

CW 1,360 749 1,299 4,826(25.3) 
유형 

BW 1,265 270 1,417 1,535(8.1) 

합계 6,145 4,588 3,190 5,122 19,045(100) 

資料: 한국산업은행， 2001.12. 

으나 2001년 이후에는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볼 수 었다. 

企業構造調整投資會社(CRV)는 워크아웃기업에 대한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되었으나 워크아웃 협약을 체결한 대기업들의 구조조정이 끝나면서 활동이 없는 상 

태이다. 

이에 비해 CRC 및 CRC조합은 외환위기 이후 현재까지 꾸준한 활동을 지속해 오고 있 

다. 산업자원부에 등록한 CRC 수는 1999년 15개를 시작으로 2002년 4월 등록요건이 강 

화되기 이전까지 94개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난립을 막고 전문 

성과 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CRC의 납입자본금 상향조정(순수 CRC: 30억 원에서 70억 

원， 겸업 CRC: 100억 원에서 170억 원으로 조정)과 전문인력 3인 이상 보유 의무화를 주 

요 내용으로 2002년 4월 산업발전법이 개정된 후 수가 절반 정도로 줄었다. 이에 따라 

2002년 4월 이전 규정에 의해 등록한 94개 CRC사 중 2002년 10월까지 변경된 등록요건 

을 갖추어 재등록한 CRC 수는 50개로 대폭 감소하였다. 

2004년 2월 말 현재 둥록된 CRC는 55개사로 증가하였으며 이 중 순수 CRC는 30개사， 

창투겸업 CRC는 147ij , 신기술겸업 CRC는 11개사이다. 순수사에 비해 변경된 등록요건 

을 맞추기 쉬운 겸업사의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라 할 수 있다. 

〈表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록 요건 강화로 영세 CRC가 퇴출됨에 따라 CRC들의 자 

본금규모는 평균 537억 원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純縣 CRC들의 경우에는 평균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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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 4) 登錄 CRC의 圖分 및 !jl均賣本金 規樓

30 

71 

창투겸업 CRC I 신기술겸업 CRC 

14 I 11 

271 2,146 

(2004년 2월 말) 

합계 구분 

개수 

평균자본금(억원) 

순수 CRC 

55 

537 

jt料 한국구조조정전문회사협회 

〈表 5) CRC의 年度別 總投.:金훌홉 

계 
얘
「
 수
’
 

금
 
건
 

2000 

1,095,877 

73 

2어)) 

1,370,305 

120 

2002 

(단위 : 백만 원， 건수) 

2003 

1,065,547 

161 

594,861 

142 

資;料 산염자원부에 제출한 영업보고서 기준. 

〈表 6) CRC-Fund의 投賣對象企뿔의 狀뺑別 最쭈刀 投入顆 및 件數

(1999-2003년， 단위 : 백 만 원， 건수) 

법정 자본 
부도 화의 

부채비옳 워크 
기타 합계 

관리 잠식 과다 아웃 

합계 
499,788 303,144 60,228 354,663 144,294 23,829 164,991 1,550,940 

101 80 12 66 18 10 33 320 

nt: 투자자산별로 최초 투입액임. 

규모가 71억 원인 것올 보면 대부분 퉁록요건에 해당하는 70억 원만 납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新技術雅:業 CRC들은 평균자본금규모가 2，α)()억 원이 넘어 대형 전문 구조 

조정기구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CRC들의 구조조정 실척 은 〈表 5), <꿇 6)에 나타나 있다. CRC와 그틀이 셜 립 한 

CRC-Fund의 총 투자금액은 2조 원올 넘고 있어 CRC는 중소， 중견기업의 구조조정시장에 

서 주요한 역할올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창용 · 이병근(2003)에 따르면 CRC들 

이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는 분야는 不￦備柳으로 전체 투자의 약 35% 정도블 차지하고 

있다. 반면， 실질적인 구조조정업무와 판련이 있는 經營權 引受는 상대적으로 적어 전체 

의 약 7~8%에 첼과한 것요로 나타나고 있다. 불론 이창용 · 이병근(2003)에서 언급한 바 

와 같이 일부의 경우에는 경영권 인수 없이도 구조조정올 수행할 수 있었다. 그러나 CRC 

들이 전반적으로 실절척인 구조조정업무보다 부실채권 처리에 더 몰두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부실채권의 정리가 끝나가고 후솔하는 바와 같이 구조조정시장이 변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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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C들이 실질적인 구조조정업무에 투자하는 비율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종합해 보면 공적인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KAMCO는 더 이상 공적자금조달이 불가능 

해졌을 뿐만 아니라 시장의 자율적인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는 추세이므로 그 

입지가 상당히 좁아졌다할 수 있다. CRF나 CRV는 한시적으로 만들어진 기구로서 사실 

상 그 활동이 중지되었다고 볼 수 있다. CRC는 꾸준히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구조조 

정대상기업의 감소로 시장이 위축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시장의 변화에 따른 대상기업이 

나 영업행태에 변화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따라서 기존의 구조조정기구로는 향후의 시장 

변화에 맞추어 가는 데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대대적인 제도적 보완이나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 필요한 실정이라 할 수 있다. 

3. 構造調整市場의 變化

최근 들어 우리나라의 구조조정시장은 규모와 구조변에서 크게 변화하고 있다. 은행권 

의 금융구조조정이、어느 정도 진척됨에 따라 금융구조조정의 중심이 제2금융권으로 전환 

하고 있으며 기업구조조정시장에서도 화의， 법정관리 및 워크아웃기업을 중심으로 한 대 

기업의 구조조정 수요가 감소한 반면 중소기업， 벤처기업의 구조조정 수요는 급격히 증가 

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시장이 부실의 사후 정려에 중점을 둔 반면， 앞으로는 

事前的 · 常時的 企業構造調整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와 함께 기업부문의 국제 경쟁 

력 강화를 위해 정상기업 간 引受 · 合供을 통한 경쟁력 제고 목적의 구조조정시장이 형 

성되기 시작하고 있다. 

또한 공적자금의 추가 조성이 어려워짐에 따라 향후 구조조정시장은 民間資本의 참여 

가 중요한 정책 과제가 되었다. 따라서 기업구조조정시장에서 국내 구조조정기구의 역할 

이 증대되었다고 할 수 있다. 

기업구조조정의 중심이 대기업， 금융기관으로부터 중소기업， 벤처기업의 구조조정으로 

전환해야 함은 최근 중소기업의 부실 정도를 추정한 한국은행 (2004)의 ‘金廳安定報告홈 

에도 잘 나타나 있다. 2004년 ‘금융안정보고서’ 에 따르면 거래소와 코스닥에 상장 또는 

등록된 대기업 434개， 중소기업 7277H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도산위험이 ‘高危險’으로 

분류된 기업 수가 전체의 50%를 상회하고 있다((그림 1) 참조) . 

기업의 도산위험 등급의 전이확률을 추정한 〈表 7)에 따르면 2002년에 ‘中危險’으로 

분류됐던 대기업의 19.3%가 2003년에는 ‘高危險’ 으로 분류되었으며， 2002년에 ‘低危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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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 한국은행 (2004) 

〈그림 1 ) 倒훌危險別 企뿔比톨 推移

〈表 7 ) 危險等級의 •• 移行列

(대기엮) 

지위험 중위험 고위험 

지위험 83. 1 9.5 7 .4 

중위험 20.5 60.2 19.3 

고위험 3 1.5 27 .4 4 1‘ l 

(단위 %) 

함겨l 

100(273) 

100(88) 

100(73) 

(단위 : %) 

지위험 중위험 고위험 

- ---
75.8 7.1 16.9 

24.3 37. 1 38.6 

24.8 10.0 65.2 

함계 

100(427) 

100(70) 

100(230) 

"L : ( )내는 엄세수， 
홉차 : 한국은행 (2α)4 ) 

이었던 대기염의 7.4%기· ‘고위험’으로. 9.5%가 ‘중위험’으로 분류되어 강영상태가 악화 

되는 미융이 상당히 높은 것블 볼 수 있디. 중소기염의 경우에는 그 미올이 더 크게 나 

타나고 있다. 숭위험에시 고위험으로 분류뇌는 비윤이 38.6%에 달하띠 지위험에서 중 

또는 고위험으로 분퓨되는 비올이 각각 7 . 1 %와 1 6.9%임올 볼 수 있다. 

장기적으로 신이행펠이 <);: 7 )과 통일하다고 가정하면 기업들의 도산가능싱이 작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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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면 전이행렬의 좌하행렬(lower triangular matrix)의 각 원소값이 커야하고 우상행렬 

( upper triang띠ar matrix)은 작아야 한다. 대각행렬을 제외한 두 삼각행렬의 원소들의 차이 

가 클수록 경영상태가 빨리 개선됨을 의미하며 차이가 적을수록 경영상태가 나아지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됨을 의미한다. 표에서 보면 두 삼각행렬의 차이가 그리 크지 않아 

기업들의 경영상태가 쉽게 개선되지 않을 것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가 

대기업보다 훨씬 오래 걸릴 것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1) 

〈表 8)과 〈表 9)는 우리나라 기업구조조정시장의 현황을 보다 명확히 보여 주고 있다. 

이들은 2003년 말 현재 산업발전법 시행령상 구조조정대상기업으로 분류될 수 있는 기업 

의 수 및 자본현황을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나누어 비교하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의 분류기준은 금융감독원의 분류기준을 사용하였으며 분석의 모집단은 의무적으로 외부 

감사를 받아야 하는 외감기업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현재 산업발전법 시행령에 의하면 자본이 잠식되었거나 부채비율이 동종업계 평균의 

1 ， 5배를 초과하면 구조조정대상기업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동 시행령은 CRC의 업무영역 

〈表 8) 資本훌훌食 企業과 負價比率이 同種業界 150% 以上이거나 部分훌훌食된 企業

(단위: 억 원) 

구분 업체수 자본금 자본 자산 매출액 당기순이익 

대기업 
총계 99 128,568 -166,194 138,184 110,875 -42,721 

평균 1,299 -1 ,679 1,396 1,120 -432 

자본전액잠식 중소기업 
총계 912 31,493 -100,181 214,479 155,190 -35,332 

평균 35 -110 235 170 -39 

전체 
총계 1,011 160,062 -266,375 352,662 266,065 -78,053 

평균 158 -263 349 263 -77 

총계 145 91 ,932 97,055 446,227 501,751 9,710 
대기업 

평균 634 669 3,077 3,460 67 
부채비율 동종 

업계 150%이거 중소기업 
총계 1,193 35,113 36,5 l3 3l3,646 354,863 -7,310 

나부분잠식 
평균 29 31 263 297 -6 

전체 
총계 1,338 127,045 133,569 759,873 856,6l3 2,400 

평굵 95 100 568 640 2 

資料: 한국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협회 . 

(1) 전이행렬의 장기적 속성에 대해서는 행렬의 특성치들(eigenvalues)를 이용해 분석하는 것이 

용이하나 본 논문의 성격상 생략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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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9) 最近 2年 連빼 1Ií~흩t.失 發生 企. (단위: 억 원) 

구분 엠체수 자본금 자본 자산 매출액 당기순이익 

대기업 
총계 169 105,685 -10,825 277,511 160,395 -53,401 

평균 625 -64 1,642 949 -316 

중소기업 
총계 1,403 84,660 33,933 282,708 174,055 -39,160 

평균 60 24 202 124 -28 

전체 
총계 1,572 190,345 23,108 560,220 334,450 -92,561 

평균 121 15 356 213 -59 

資料:한국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협회 

확대를 위해 회사채 신용평가퉁급이 BB- 이하이거나 또는 최근 2년 연속 영업손실을 경 

험한 기업까지 포함하도콕 개정안이 마련되어 있다. 따라서 〈表 8)은 현재 산업발전법 

시행령상 구조조정대상으로 분류된 기업만을 포함한 결과이며 〈짧 9)는 시행령이 개정될 

경우 추가적으로 구조조정대상에 포함될 기업에 판한 통계를 보여 주고 있다. 

〈表 8)은 자본이 전액 잠식된 기업과 부채비울이 동종업계 명균의 150% 이상이거나 

자본이 부분 잠식된 기업뜰의 수와 그 기업틀의 짧!뿔， Af었， 짧本金에 판한 통계를 보여 

주고 있다. 자본 잠식 여부 및 부채 비율만올 가지고 산업발전법상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총 수 및 자산규모를 정확히 추정할 수는 없으나， <表 8)에 나타난 바를 이용해 대략적으 

로 推定할 경우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수는 2，349개이며 이들의 자산총액은 111조 원에 달 

한다. 특히 이들 구조조정대상기업 중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기업 수뿐만 아니라 

보유자산 규모면에서도 대기업에 크게 뒤지지 않는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자본금이 전액 잠식된 대기업의 평균자산액은 1 ，396억 왼이고 중소기업의 평균자산액은 

235억 원이지만 업체수로는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해 10배 가까이 많기 때문에 자본금 

이 전액 잠식당한 중소기업들의 총자산은 21조 4천억 원으로 동일한 상태의 대기업 총자 

산 13조 8천억 원보다 많다. 부채비율이 동종업계의 150% 이상이거나 자본금이 부분적 

으로 잠식된 기업의 경우에서도 평균자산액으로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각각 263억 원과 

3，077억 원으로 차이가 있으나 업체의 수는 각각 1 ， 193개와 145개이기 때문에 총자산에 있 

어서는 각각 31조 3천억 웬파 44조 6천억 원으로 그 차이가 크지 않음올 알 수 있다. 

〈꿇 9)는 최근 2년 연속으로 營’業鎭失이 발생한 기업틀에 관한 통계플 보여 주고 있 

다. 2년 연속 손실발생 기준으로 구조조정대상기업올 추정하면 中小企業 빠造調整의 중 

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2년 연속 영업손실올 경험한 대기업운 1697~ 인 반면 

중소기업 의 수는 1 ，403개에 달하고 있다. 이 틀 중소기 업 이 보유한 자산규모도 총 28조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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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대기업 보유 자산규모인 27억 원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향후 구조조정시장에서 대규모 펀드 조성을 통한 대기업 및 금융기관 

인수 못지않게 小型 中小企業 構造調整이 시급한 정책 과제임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勞

動集約的인 중소기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중소기업의 구조조정 성패 여부는 훌用市場에 

큰 파급효과를 갖게 될 것이다. 

4. 私幕投資專門會社CPrivate Equity Fund: PEF)制度의 導入

구조조정시장의 규모 및 구조가 크게 변화함에 따라 외환위기 이후 비체계적으로 도입 

된 기업구조조정기구들을 새로이 재편성할 필요가 대두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재정경제 

부는 최 근 私幕投資專門會社(Private Equity Fund: PEF)制度 도입 을 발표한 바 있다. PEF 

제도의 도입은 향후 기업구조조정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기업구조조정기구의 재편방안을 논의하기에 앞서 PEF제도의 일반적 특정을 알 

아보고 정부가 고려하고 있는 PEF제도의 도입 방안을 정리해 보기로 한다. 

4. 1. 私흉投資專門會社(PEF)制度의 定義 및 分類

미국 벤처캐피탈 협회나 유럽 벤처캐피탈 협회에 따르면 ‘Private Equity' 란 Public 

Equity(上場妹)와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비상장기업의 지분(非上場妹)을 의미한다. 따라서 

‘Private Equity Fund' 는 公幕(Public Offerings)가 아닌 私幕(Private Placements) 방식에 의 

해 조달된 재원 (Fund)을 이용하여 주로 비상장 기업에 대한 투자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투자자금 또는 투자조직을 의미한다. 즉 사모방식을 통한 자금조달과 비상장 주식 투자 

가 PEF의 가장 큰 특정 이 라 할 수 있다. ‘Private Equity’ 는 〈그림 2)에 정 리 된 다양한 代

替投資資塵(a1ternative asset c1ass)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위 와 같은 정 의 에 의 하면 ‘Private Equity Investment' 는 상장기 업 (주식 ) 에 대 한 투자와 

는 달리 비상장기업에 대한 투자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積極的인 投資 戰略(active investment strategy)하에 투자대상의 발굴(dea1 sourcing) , 기업 

정밀실사(due diligence) , 그리고 協商(negotiation)을 통해 투자조건을 결정하여 대상기업 

의 持分引受投資(equity investment)를 행하며， 투자 이후에는 투자대상기업의 기업가치 증 

대 (va1ue add)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는 투자를 말한다. 

미 국의 Private Equity 관련 통계 데 이 터 인 ‘Venture Economics' 의 분류에 의 하면 

Private Equity Fund는 〈그림 3)과 같이 企業의 成長過程(1ife cyc1e of a company)의 각 단 

계 별투자방식 에 따라 크게 Venture capit때， Buyout, Mezzanine Capita1, 그리 고 Turnar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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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cmative lnveSlments 

Privalc Equity Hedgc Funds Rcal EstalC I Physic따 Comm빼es 
Vcnlurc Capilal . Longlshorl . Officc 

I Cuπcncics . Buyollt ’ GlobaJ Macro . Rctail 

. Mczzanine Capilal . Event Driven . Residemial 

암lercsl Rales . SpcciaJ SitualÎons . Markel NClltJ"a1 . REITs 

. Arbi lJ'age 

merging Markels 던Jural Rcsources 

'e{:H: Alex(2003) 

〈그립 2) 代협投資훌훌群 (Alternative Asset Class )의 *훌~Ji 

Fund로 구분된다. 

‘Venture Capital Fund’ 는 벤처投줬組合(venture capital fund )올 통헤 조성된 자금을 바탕 

으로 창업 단계 (seeψstart-up )와 창업 이후 초기 성장 단계 (early stage) 또는 확장 단계 

(expansion stage ) 에 있는 고위험， 고성장， 그리고 높은 뼈術) J (high tech )폴 가진 기업에 주 

로 푸자한다 투자망식은 따資 (debt financing)가 아닌 주식 또는 주식연계증권 (eι)uity-linked 

secu끼ti es) 의 인수펀 봉한 持分投資(equity investment) 망식이 대부분올 차지하고 있다. 

‘Buyout Funds' 의 투자대상은 비상장기엮파 상장기엄올 모두 포함한다， 비상장기업의 

경 우에 는 확장단계 (expansion stage) 이 후 또는 최 초 시 엽 공개 직 전 단세 (pre- IPO) 에 있어 

상장 사농성은 높지만 성장이 정채되거나 깅영싱의 미효윤성이 높은 후기단계 (later stage ) 

기엮뜯이 주요 투자대상이 된다. 반면， 상장기엮의 경우에는 깅앙상 JI"效딱性이 높은 企

뽕’ ( ineffi c i ent company) 이 주요 푸자대상이 되고 있다. Buyout Fund는 待分(equity) 또는 

핵심 fi:j훨 ( asset ) 의 ti표:(acquisit i on )플 몽하여 경영컨플 획득하고 기언 가치관 증대시킨 

후 투자지분 또는 핵심자산용 띠l각함으로써 고수익 ( high retum ) 올 추구 히·는 이른바 “buy 

and b비 ld" 투자전 략온 취 하고 있 다 

‘Mezzanine Oebt Funds' 는 Buyout Funds와는 닫리 일정 한 수익 ( income )용 내고 있고 

경잉권올 유지할 수 있는 자본구소륜 가지고 있어 상대적으로 위험대비 수익 (risk -return ) 

이 다소 낮온 시엮의 A ftHdebt) 또는 n 니찢本 (cqui ty) 올 인수하여 사본구조 변경 

( recapitalization ) 이나 기타의 망법올 통해 수익윤 추구하는 투자조직윤 말한다. 일반적으 

로 ‘떼자닌 투자(Mezzani ne investment) ’ 는 대개 후순위 채권 (subordinated debt) 이나 고수 

익 채권(junk bond ) 에 대한 투차원- 통하여 고수익윤 얻거나 전환사채 (CB) 의 신환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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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rly Stage 
Expansion 

lDevelopment Stage Later Stage 

Idea/Seed Start-up First Stage Second Stage Third Stage Mezzanine Stage IPO 
(Series A) (Series B) (Series C) 

Private Equity 

. Mezzanine Investment Funds 

. Distressed Company (Debt) 
Turnaround Funds 

. Buyout Funds (LBOs) 

〈그림 3) 非上場 企業의 成長 段階영IJ 投資 方式에 따른 Pri va t e Eq uity의 定義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 (BW)의 신주인수권의 행사를 통하여 資本利得(capital gain )을 얻 

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를 지칭한다. 

‘Distressed C o mp a ny(Debt) Turnaround Funds' 는 이 미 不實化된 企業( di s tressed 

company ) 의 經營權(controlling interest )을 획득하거나 不實慣權(distressed debt ) 을 매입하 

여 사업구조조정 이나 재무구조조정을 통하여 기업을 회생시킴으로써 고수익을 추구하는 

펀드를 말한다. 

〈그림 3 )에서 보는 바와 같이 네 가지 그룹으로 분류될 수 있는 PEF는 초기단계의 앤 

젤투자(Angel Investment )를 제외한 모든 성장단계의 투자를 포괄하고 있다 . <表 10)은 

PEF의 투자단계별 특정을 요약해 보여 주고 있다 . 

4 .2 우리 나라 私幕投資專門會社(PEF ) 制度의 內容

재정경제부의 정의에 따르면 우리나라 私幕投資專門會社(PEF) 는 투자자로부터 사모 

방식으로 중 · 장기자금을 조달하여 기업주식 및 경영권 등에 투자하고 투자대상기업의 

경영성과， 지배구조 개선 등을 통해 수익을 추구하는 펀드를 의미한다. 불특정 다수 투자 

자 보호를 목적으로 여러 제도적 제약하에 자산을 운용하는 공모펀드와는 달리， 사모투자 

전문회사는 펀드 운용자와 투자자의 신뢰관계하에， 그리고 투자자 책임 왼칙하에서 자산 

을 운용하며 자산운용에 대해 제도적 제약이 적다는 특정이 있다. 

PEF제도 도입의 목적은 다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재정경제부 보도참고자료(2004) ) 

첫째로， 시중의 浮動資金을 活性化하는 것이다. PEF 도입을 통해 고수익 투자기회를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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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10) 훗團의 Private Equity Fund의 投:.對象었IJ 特徵

Public and 
Early-stage Later-stage Middle-market p디vate finns Public Other 

Characteristic 
new ventures new ventures private finns ín financíal buyouts pubIic fmns 

dísσ'ess 

Revenues: Revenues: EstabIished, Any sìze Any síze Any size 

Síze 
$O-$15M $15M-$50M wíth revenues 

between 
$15M-$250M 

Híghgrowth Highgrowth Varied Maybe Under- Varied 

Fínancial 
potentíal potentíal over-leveraged performing 

attributes 
orhave High levels of 
operatìng free c‘a~h flow 
problems 

Tost따t Toexpand To finance a Toeffect a To tinance a To ensure 
o야per띠atlOns plant 때d rcquircd turnaround changc ín confidenti떠ity 

operatlons change in management To issue a 
To cash out ownership or or 1O sm외loffi려ng 

Rcason(s) 
early-stage capítal managcment Industry out 

for seekíng 
1Ovestors sσucturc íncentlves of favor with 

prívate equity 
Toexpand by Spin-of‘'fs public equity 
acquisition or markets 
through 
org:삐icgro때h 

Majα 
“Angels" Later-stage LBO/ Turnaround LBOand Non-venture 

sourcc(s) 
Early-stage venture Mezzaníne/ partnerships mezzan10c P따tnerships 

ofprivate 
vcnture partnerships Later-stage debt 
P앙tnerships venture p따tne하rs짜hiψps 

eqUlty 
P따tnerships 

資料 RCP Advísors(2003). 

대하여 투자처플 찾지 못하고 있는 시중의 단기부동자금이 생산적 자금으로 전환되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툴째로， 金째， 企業의 HIH;앞없해뺑올 촉진한다는 것이다. 포트폴리오 투 

자를 제 약히·고 부설 · 한계기업에 투자하게 함으로써 PEF 투자자금이 금융기관 및 기 업 

구조조정 투자로 활용되도록 제도화한다는 것이다. 셋째로， 국내외 자본에 대해 동퉁한 

경쟁기반올 제공한다는 것이다. 외국의 사모펀드들이 국내에 별다른 제약없이 투자되는 

데 반해 국내 자본뜰은 사모펀드 형태로 투자되는 데 대한 제약이 존재히여 역차별의 논 

란이 있어 왔다. 따라서 국내자본이 외국자본파 동동하게 경쟁할 수 있도확 국내 PEF제 

도를 Global Standard에 맞게 정비한다는 것이다. 넷째로， 투자자의 다양한 투자요구에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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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선방향 

· 기업인수목적의 사모펀드는 투자 

회 사 (Mutual Fund) 형 태 만 인 정 

(사모M&A펀드는 타사모펀드와 

는 달리 의결권 인정) 

=} 
· 글로벌 스탠더 드언 “Limited 

P따tnership" 제 도 도입 

· 사모펀드에는 회계， 감사 등 규 

제를 완화하고 있으나 설립주체， 

통일한 증권발행 등 다양한 규제 

존재 

=수 

· 투자자가 자기책임으로 투자하는 

사모투자전문회사인 점을 감안하 

여 규제를대폭완화 

·사모를 통한 부작용을 규제를 통 

해 방지 

·일반투자자 요건을 강화하고 자 

산운용자에게 윤리조항 준수의무 

부여 

· 사모펀드를 등록하도록 하고 금 

감위에서 감독 

=} 

資料 재정경제부 보도참고자료(2αμ) . 

〈그림 4> PEF制度 導入의 基本方向

응하는 것이다. 투자자들에게 중장기로 기업 주식 및 경영권에 투자할 수 있는 다양한 

투자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다섯째， 우리나라 資塵運用盧業 발전의 계기를 마련한다 

는 것이다. PEF제도의 도입을 통해 새로운 사업영역이 개발되고 이를 통해 자산운용산업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하에 도입된 PEF제도의 기본적인 도입 방향은 〈그림 4>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우리나라 PEF제도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재정경제부 보도참고자 

료(21α)4) J. 첫째， Limited Partnership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주식회사 형태만을 인정하 

는 기존의 회사형， 계약형 사모펀드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사모투자전문회사의 법적구 

조로서 Global standard를 고려해 LillÚted Partnership 제도를 새로 도입한 것이다. 이를 위 

해 조합원 간의 구체적 인 계 약 내용은 다양한 형 태의 LillÚted Partnership 성 립 이 가능하 

도록 최 대 한 자율을 보장하고 있다. 다만， 국내 법상 LillÚted Partnership 제도에 가장 가까 

운 ‘合資會社’ 형태로 PEF제도를 도입하되 필요한 조항을 추가， 보완할 예정이다. 

둘째， 投資者 間 鎭益分配에 대해 자유로운 계약을 허용하는 것이다. 현행 자산운용업 

법에서는 불특정 다수로부터의 자금조성 특성상 주주 · 수익자 평동원칙을 적용하여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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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간 동퉁한 손익분배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PEF에 대해서는 손익분배 퉁에 대하여 투 

자자 간의 자유로운 계약을 허용함으로써 투자자의 다양한 투자욕구 및 위험선호를 충족 

시킬 수 있게 하고 있다. 다양한 종류의 지분계약올 통해 수종의 중권발행 효과를 꾀할 

수 있고 풍부한 자금력을 가지고 있으나 고위험올 기피하는 연기금 퉁 기관투자자의 참 

여가 가능해지게 된다. 

셋째，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범위릎 확대하는 것이다. 현행 뮤추얼 펀드(mutual 

fund)는 포트폴리오 투자목적으로만 운용되고， 사모M&A펀드는 기업인수 목적으로만 한 

정되어 있다. 반면， PEF는 포트폴리오 투자를 제외한 M&A, 경영권 참여， soc 투자 동 
올 위한 모든 유가증권 취득올 허용하고 었다. 다만， 투자대상 기업 주식의 10% 이상을 

취득하고 임원선임 동을 통해 경영에 사실상의 영향력올 행사하는 투자 동으로 업무범위 

를 한정하며 구조조정을 위해 순수한 포트폴리오 투자를 제한하고 있다. 

넷째， 자산운용업법상 사모펀드 운용파 판련된 規lIilJ를 級和하는 것이다. 투자자가 자기 

책 임 으로 투자하는 펀드임 을 감안하여 Global Standard에 상웅하도록 규제 를 대폭 완화하 

고 짧I뿔述用業 活性化의 여건올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추가 규제 완화사항으로는 수 

익자 총회， 주주총회 소집의무가 면제되고 자산보관회사의 감시기농도 면제되며 일반사무 

관리회사 선정의무도 폐지되게 된다. 다만， 이로 인한 부작용올 최소화하기 위해 사모투 

자전문회사 설립시 금감원에 퉁록해야하고 자산운용회사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금지하는 

규제는 유지하게 된다. 

다섯째， 다른 법령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다. PEF는 빠造調훨올 목적으로 한 

시적으로 기업의 경영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금융 및 일반 지주회사 관련규정의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 따라서 私췄投資많fllJ會社(PEF)의 운용이 다른 법령에 의한 규제로 인해 

실질적으로 무용화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판련 규제률 완화해 가야 할 

것이다. 예룹 들어， 지주회사 적용， 대기업집단 관련 투자제한， 은행 지분 소유제한 동의 

규제는 PEF의 활동올 사실상 불기·능하게 만뜰 수 있으므로 완화되어야 한다. 다만， 사모 

펀드뜰 똥해 대기업 계열사의 확장올 도모할 수 있으므로 이콜 방지하기 위하여 대기업 

집단이 지배하는 사모펀드에 패해 계열사 주식취득올 금지하며， 사모펀드가 타회사를 계 

열시·로 편입할 경우 5년 이내 배각올 의무화하는 동 제한올 둘 필요가 있다. 반면， 대기 

업집단 계열사의 먼드에 대한 투자가 지배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출자총액제한 예외에 포 

함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대기업집단 계열사의 펀드 투자비울이 4%릅 초파하더라도 

Limited Partner로 참여 하고 투자비 울이 10% 이 하인 경 우에 는 ‘비 금융 주력 자’ (塵業資本)

로 간주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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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섯째， PEF의 투자는 資本金에만 의존하도록 되어 있다. PEF의 借入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일시적인 자금부족 등의 경우 예외적으로 출자된 금액의 10% 범위 이내에서 

차업을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PEF는 구조조정을 위해 투자되어야 한다는 조건을 제외하고는 모집， 계약， 

운용변에서 상당히 자유로운 펀드라 할 수 있다. 

4.3. 우리나라 餘他 制度와의 比較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 가운데 私幕投資專門會社(Private Equity Fund) 

와 유사한 것으로는 벤처投資組合，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構造調整組合(CRC-Fund) ， <2)

사모M&A펀드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은 〈그림 5)에서 보여 주고 있는 바와 같이 각각 

미 국의 Venture Capital Fund, Buyout Fund, Distressed Company Turnaround Fund에 대 비 되 

는 제도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벤처투자조합(창투조합 및 신기술 투자조합)은 초기 

성장단계 및 확장 단계에 있는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에 전문화되어 았으며 자금지원 및 

경영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벤처투자조합들은 구조조정보다 신생기업 지원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PEF와는 차이가 있다.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構造調整組合(CRC Fund)은 부실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에 전문 

화되어 있어 PEF와 유사성을 갖고 있다. 그러나 〈그림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9년부 

터 2003년 사이에 설정된 전체 조합 중 절반 가까이에 해당하는 44%가 50억 이하의 소 

규모 조합이어서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구조조정에 참여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로 해 

산한 조합들을 분석한 〈그림 7)을 보면 평균 존속기간은 1년 미만인데 반해 수익률은 특 

이치를 제외하고도 평균 200% 이상을 기록하고 있어 구조조정조합 역시 포트폴리오 투 

자에 주력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구조조정조합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의 자금조달의 한 방편으로 허 

가되었기 때문에 CRC의 규모와 같이 소규모에 머물 수밖에 없고， 부실화된 기업에만 투 

자할 수 있어 투자대상기업이 매우 제한적이며 사전구조조정기능을 수행하게 될 PEF와 

차이가 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부실정후가 예상되는 기업에 대한 사전적 구조조정을 담당할 전문적인 投資機構

(investment vehic1e)로서 企業引受證卷投資會社(사모M&A펀드)가 제도화되어 있다. 아마 

도 PEF와 가장 유사한 제도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사모M&A펀드는 다음과 같은 여러 가 

(2) 창업투자회사와 구조조정전문회사의 주요 투자재원은 고유계정과 조합 결성을 통하여 조성되 

는데 고유계정을 통한 투자금액보다는 조합결성을 통한 투자금액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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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解散된 構造調整組슴의 存續期間었IJ 投資l않益率 

지 이유로 인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선 사모M&A펀드는 소수의 제한된 기업에 長期投資해야 하므로 分散投資가 어려워 

투자에 대해 따르게 되는 위험을 분산할 수 없게 된다- 둘째로는 사모M&A펀드는 회사 

형 펀드이기 때문에 투자회사의 법률적 특성상 투자와 관련된 각종의 정보를 사무수탁회 

사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각종 공시의무를 부과 받게 되어 M&A 성공의 핵심 

인 투자와 관련된 기밀 유지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셋째로， 사모M&A펀드는 증권투 

자회사법상에 규정되어 있어 운용주체가 개인 또는 자산운용사， 투신운용사， 투자자문사 

로 국한된다. 그러나 자산운용사， 투신운용사， 투자자문사는 포트폴리오 투자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나 M&A를 비롯한 구조조정 투자의 전문적 능력은 미흡하기 때문에 성공적 

인 M&A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갖고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M&A에 대한 

좋지 않은 문화적 인식도 사모M&A펀드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될 수 있 

을 것이다 

우리나라 벤처투자조합(창투조합 및 신기술 투자조합) , 기업구조조정조합(CRC Fund) , 

기업인수증권투자회사(사모M&A펀드)의 제도적 특정은 〈表 11 >에 요약되어 있다 ， 

PEF제도는 이들 기존 제도들의 단점 또는 문제점을 보완하여 시장 메카니즘에 의한 상 

시적인 구조조정기구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면이나 운용면에서 보완이 지속적으로 이 

루어져야 할 것이다 

4.4. PEF制度 運用에 對한 提案

앞 장에서 요약한 바와 같이 PEF제도의 도입으로 펀드 조성과 운용에 관련된 규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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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11 ) 우리나라 빼造R빼聲펀드의 特微 .1:1:뤘 

구분 
기업구조조정조합 기업인수종권투자회사1) 

창업투자조합 
(CRCFund) (사모M&A펀드) 

설립근거법 산업발전법 증권투자회사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기업의 경영감시 강화로 인 

셜립취지 기업의 구조조정 
한 내재가치상숭으로 중시 

벤처기업지원 
활성화(시장의 자율적인 구 

조조정촉진) 

설립형태 
민법 상의 조합으로서 금감 중권투자회사법상 사모펀드 민법상의 조합으로서 중기 

위에 퉁콕 로서 금감위에 둥콕 챙에 퉁록 

자산운용사 CRC , CRC 겸업창투사 
자산운용사， 투신사， 투자일 

창투사 
임사 또는 펀드가 직접운용 

대상기업 부실기업 
전체 기업(투자대상의 제약 설립 후 7년 이내의 기업， 

없옴) 업종제한 

차입여부 외부차업금지 외부차입금지 외부차입금지 

미 투자자산 
금융기관 예치만 가농 M&A Bridge Loan 가능 벤처기업에 대여금 운용불가 

자금운용 

세제지원 
출자자 양도차익 . 배 당소 배당가능이익의 90% 배당 출자자양도차익， 증권거래 

득， 충권거래세 비과세 시 법인셰 면제 셰 비과세 둥 

M&A 시 대상기업 자산취득 시 취득 대상기업 제한 없용， 미 투 

장정 세. 둥록세 연제 자자산 운용가능 

M&A 시 
대상기업제한. 구주취득 시 

M&A 목적투자 시 취득일 
50% 이상 지분 취득불가， 

세제효과 없음， 미 투자자 대상기업제한， 구주취득 시 
단정 

산운용제한 
로부터 6개월 내 때도금지 

세제효과 없옴. 

註 1) 증권투자회사법상에 큐정된 ‘기업인수증권투자회사’ 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 (21αμ. 

1. 5)으로 인하여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의 척용올 받게 됨. 

대폭 완화되어 자산운용엽이 한 단계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비록 合資會社 형태 

이 기 는 하나 PEF제도 도입 에 따라 우리 나라에서 도 Limited P;따tnership 제도가 도입 된 것 

은 자산운용업의 발전에 있어 획기적인 정책변화라 할 수 있다. 다만， 일부에서 PEF제도 

를 국내기업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는 경향이 있으므로 PEF제도의 도입 목 

적과 운용방안올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PEF제도 도업의 목적 중 하나가 外l쩨쭉本의 국내기업 引受合佛에 대항하고 국내기업 

의 헐값 매각올 막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외국자본의 국내기업 인수와 遊첼써의 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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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총액제도， 금융기관의 의결권 제한 등 역차별을 초래한 제도를 직접 보완하여 해결해 

야 할 것이다. 기업구조조정과 관련 없이 PEF의 경영권 방어 기능만을 강조하다 보면 

PEF제도가 규제 회피 수단이란 잘못된 인상을 남길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재벌과 대형 금융기관의 경영권 확보도 중요하지만 中小企業 構造調整을 위해 PEF제 

도 도입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우리경제는 벤처 붐의 붕괴， 카드사 부 

실， 경기침체로 인해 부실정후 기업이 급증하고 있다. 자금난에 빠진 코스닥 기업이 상당 

수 존재하며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이 연장되지 않으면 부도가 날 

중소기업도 다수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 모두가 위험투자를 기피해 이들을 외 

면할 경우 투자된 유형 무형자산이 사라져 국민경제 전체로 볼 때 큰 손해가 아닐 수 없 

다. 그러나 기존의 공모펀드는 다수의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각종 규제가 부과되어 고위험 

투자인 기업구조조정을 담당하기에 역부족이다. 따라서 투자대상에 제약이 없고 투자자 

와 운용자 간 성과보수도 유연하게 정할 수 있는 사모펀드제도를 통하여 건전한 투기꾼 

을 기업구조조정에 끌어들이기 위해 PEF제도 도엽은 적절하다고 본다. 

그러나 PEF제도 도입의 성공을 위해서는 안전자산만 찾아 부동산과 은행권에만 맴돌 

고 았는 短期， 浮動資金을 기업구조조정으로 유인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필요하다. 세부 

운용방식에 있어서도 대기업과 금융기관의 경영권 방어가 아니라 기업구조조정과정을 중 

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PEF제도 도입 이후 PEF 규모가 단기간에 성장하는 것은 바랍직하지 않음에 유의 

할 필요가 있다. PEF 투자는 고위험-고수익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수익률 제고를 위한 

代替投資群Caltemative investment c1ass)의 하나이지 연기금， 보험사 등과 같은 機關投資家

의 주력 투자대상이 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또한 PEF가 정책적으로 육성될 경우 벤처 

붐， 카드채 문제 등에서 볼 수 있었던 마구잡이식 투자가 되풀이 될 위험도 있다. 따라서 

정부는 법적제도를 마련해 주되 지난 수년간 기업구조조정시장에서 경험을 쌓은 국내 기 

관들이 스스로 규모를 키워가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PEF의 역할을 고려할 때 PEF의 運用主體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 

은 점을 고려하여 제도화되어야 할 것이다. 원칙적으로 볼 때 자산운용 주체의 선정은 

PEF의 속성상 자산운용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신뢰도만 갖추었다면 출자자가 결정할 사 

항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 필요한 PEF는 주식이나 채권의 단순한 운용을 통해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Hedge Fund7} 아니다. 한국형 PEF가 지향하는 목표는 

경영권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큼의 지분투자를 실행한 후 구조조정을 통하여 투자대상 

기업의 가치를 향상시키는 BuyoutFund이다. 따라서 PEF제도가 간접투자자산운용법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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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되어 있기는 하나， PEF 운용사를 자산운용사， 투자자문사， 증권회사 식으로 열거하여 

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이 될 것이다. 운용주체의 선정기준올 결정하고 이 

에 부합하는 기판이라면 PEF 운용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제도 도입 

목적에 부합한다. 특히 운용주체의 선정기준은 자산운용 또는 투자자문 경험보다 채무재 

조정， 인력구조조정， 사업성과제고， 경영진 파견 퉁 기업구조조정에 필요한 전문성에 비중 

올 두어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과거 구조조정전문기구의 참여 제한으로 사모M&A펀드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한 것올 타산지석으로 삼올 필요가 있다. 

효융적인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올 위하고， 포트폴리오 투자를 제외하기 위해 부과한 經

營權 引受 의무를 중장기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 정부안에 따르면 PEF의 업무범위는 

주식의 10% 이상 인수， 임원선임 동을 통하여 경영권에 사실상 영향력올 행사하는 투자 

동에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정판리 기업 퉁 이미 부실화된 기업을 대상으로 구조조정 

올 할 경우에는 경영권 인수가 자연스러운 방안이었으나， 부실정후 기업으로 투자대상이 

확대되면 경영권 인수 제약이 구조조정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게 된다. 비상장， 미퉁록 

중소기업일수록 기업 소유주의 경영권 방어 욕구가 강하기 때문이다. 경영권올 인수하지 

않더라도 다른 방법을 통해 구조조정이 가능한 만큼 경영권 인수에 대한 제한은 중장기 

적으로 완화될 필요가 있다. 지분인수 비율에 대해서도 개별 투자마다 각각 10% 이상의 

지분 인수를 의무화하기보다 총투자금액 중 경영권 인수를 위한 지분투자 비율을 규제하 

는 것이 바랍직할 것이다. 향후 PEF의 운용형태가 후순위채， CB , BW 퉁 광범위한 유가 

증권으로 확대되면 Mezzanine Fund 둥 다양한 형태의 PEF가 발전할 수 있으며 국내 高

收益價~(junk bond)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5. 結 論

향후 우리나라 빠造調뾰市場은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지금까지의 판後的인 구 

조조정보다 iJí.前的 · 채時的 懶造l問뺑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도입된 ;1'1.、했投資피f. r~J會社(Private Equity Fund)제도는 그 역할이 기대된다. 그러나 이 제 

도가 우리나라 기업들의 국제경쟁력올 제고하고 한국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도입단계부터 철저한 분석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논문은 외환위기 이후 도입된 기존의 企業빼造해뺑機빠들의 기능 

과 성파괄 살펴보고 구조조정시장의 변화 방향올 점검해 보았다. 이뜰 기구들의 재편 필 

요성올 점검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가 추진중인 PEF제도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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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PEF제도 도입시 유의할 사항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PEF는 현재 고려되고 있는 상태로는 제도적인 변에서 규제가 상당히 완화된 자유로운 

펀드라 할 수 있다. PEF제도 도입을 통해 정부가 꾀하고 있는 대규모 民間資本 형성이라 

는 목표는 달성될 수도 있을 것이다. 문제는 이들의 자산이 상시적인 기업구조조정이라 

는 정부의 또 다른 목표에 맞게 운용되느냐이다 우리나라에 도입되는 많은 제도나 기관 

들이 본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행동함으로써 정부가 원하는 목표와 다른 결과를 낳는 일 

이 종종 있다. 기존의 구조조정기구들도 정부가 원하는 실질적인 구조조정보다 일시적인 

자금지원에 의한 시세차익에 치중한 면이 있었다. 外換危機를 조기에 극복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예외적으로 나타난 현상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제는 실질적인 경쟁력 강 

화에 기여할 수 있는 구조조정기구만이 존재의 의미를 갖는다. 정부는 제도 도입과 아울 

러 사후 감독방안을 마련하여 實質的인 企業構造調整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경쟁력 있 

는 펀드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시장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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