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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사회, 경제의 발전과 더불어 회사제도도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회사 지배구조의 중심이 점차 주주로부터 이사회, 

경영진으로 이전하고 있다는 것이 주목할 만한 변화중의 하나이다. 

이는 국내외 학자들의 공통된 인식이기도 하지만 일반 대중들도 

이점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있다. 실생활에서 특히 유명 기업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은 늘 그 회사의 경영자와 직결되곤 한다.  

금융위기와 그 여파로 인해 중국 기업의 도산 가능성이 

높아지고, 악의적인 대주주나 이사들이 주식회사의 유한책임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기업의 여타 거래관계자 이익보호의 

중요성이 날로 두드러지고 있다. 특히 담보권을 확보하지 못한 

채권자들이나 정액청구권만을 보유하고 있는 채권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안기게 되므로 그들의 처지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각국 법제는 모두 회사 도산 임박 시 회사 채권자 이익보호를 

염두에 두고 경영자의 탈선을 통제하는 다양한 법적 장치를 갖추고 

있다. 중국도 회사법, 증권법, 도산법 및 최고인민법원의 사법해석을 

아우르는 회사채권자 보호체계의 구축을 시도하고 있으나, 여전히 

자본제도를 기반으로 하여 주주행위를 통제하는데 초점을 둔 

전통적인 채권자보호의 틀을 고수하고 있다. 또한 분산된 

법규정으로 경영자의 일부 부적절한 행동을 통제하는 데에만 

초점을 두고 있으며 다수의 규정들이 적용범위, 적용요건, 책임의 

성격 등이 명확하지 않아 실효성이 낮다. 또한 채권자 보호와 

관련된 저서, 논문이 적고 판례도 축적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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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우선 이론적인 근거와 현실적인 수요라는 

측면에서 회사채권자 보호제도의 필요성과 의의를 논술했고, 

중국법상 채권자 보호제도 중 경영자의 행위에 주안점을 둔 내용 

및 최신 입법동향을 소개하고 기존 제도의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다음으로 채권자에 대한 경영자의무의 개시시점과 행동내용에 

대한 다양한 접근으로 회사 도산임박 시 경영자의 적절한 행위를 

유도하는 미국, 영국, 독일, 한국 등 법제의 채권자 보호제도에 대해 

비교법적인 고찰과 평가를 진행했다. 마지막으로 상기 제도들에서 

얻은 시사점을 바탕으로 중국 회사채권자 보호제도에 관해 

중국법상의 도산개시시점, 경영자의 제3자책임 정비 및 경영자에 

대한 채권자의 직접소송 등 방면에서 개선책을 제시하고 본 연구의 

향후 과제를 밝혔다.  

 

 

 

주 요 어: 회사채권자 보호, 도산임박, 경영자의 의무, 행동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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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과 목적 

 

사회, 경제의 발전과 더불어 회사제도도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회사 지배구조의 중심이 점차 주주로부터 이사회, 

경영진으로 이전하고 있다는 것이 주목할 만한 변화중의 하나이다. 

이는 국내외 학자들의 공통된 인식이기도 하지만 일반 대중들도 

점차 이점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있을 것이다. 실생활에서 특히 

유명 기업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은 늘 그 회사의 

경영자(officer) 1 와 직결되곤 한다. 예를 들어, 중국 국내 최대 

부동산 개발업체인 차이나 반케(Vanke), 최대 가전업체인 하이얼 

그룹(Haier), 최대 인터넷 경매 사이트 타오바오(taobao) 하면 

사람들은 자연스레 상기 회사의 최고 경영자(CEO)인 왕스(王石), 

장루이민（張瑞敏）, 마윈（馬雲）을 떠올리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금융위기와 그 여파로 인해 중국 기업의 도산가능성이 높아지게 

                                            
1  본 논문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中華人民共和國公司法) （ 이하 

“회사법”）상의 이사 및 고급 관리인원(‘회사법’ 제217조 규정에 따르면 

고급 관리인원은 회사의 경리, 부경리, 재무책임자, 상장회사의 이사회 

비서 및 회사정관에서 정한 기타 인원을 뜻함)을 포함한, 그리고 오너 

경영자와 전문경영자를 모두 포함한 넓은 의미에서의 “경영자”라는 용어

를 사용하기로 한다. 그러나 실정법의 관련 법조문을 인용할 경우 개념

의 정확성을 위해 “이사”라는 법적 용어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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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대주주나 악의적인 이사들이 주식회사의 유한책임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기업의 여타 거래관계자 이익보호의 

중요성이 날로 두드러지고 있다. 회사가 도산에 직면하게 

되었을지라도 회사경영에 개입하여 큰 영향력을 행사하던 대주주나 

이사 등은 제한적인 책임만을 부담하게 되는데 비해 특히 담보권을 

확보하지 못한 채권자들이나 정액청구권만을 보유하고 있는 

채권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안기게 되고, 도산에 들어가는 경우에 

이들은 사실상 회복불능의 손해를 입게 되므로 그들의 처지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각국의 법제는 모두 회사가 최종 도산의 문턱에 도달하기 전인 

경계선상에 있을 때 즉 도산임박 시 회사채권자들의 이익보호를 

염두에 두고 경영자의 탈선을 통제하는 다양한 법적 장치를 갖추고 

있다. 중국도 마찬가지로 회사법, 증권법, 도산법 및 최고인민법원의 

사법해석을 아우르는 회사채권자 보호체계의 구축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자본제도를 기반으로 한 전통적인 보호의 틀을 

고수하면서 분산된 법규정으로 경영자의 일부 부적절한 행동을 

통제하는 데에만 초점을 두고 있고 다수의 규정들이 적용범위, 

적용요건, 책임의 성질 등이 명확하지 않아 실효성이 낮다. “각국 

회사법의 채권자 보호가 비효율적인 자본제도에서 이사 및 주주의 

부당행위에 대한 제소 시스템으로 전환한 것 역시 채권자 보호의 

실효성에 대한 중시라고 할 수 있다.”2더 중요하게는 채권자 보호와 

관련된 저서, 논문이 적고 관련 판례도 축적이 되어 있지 않은 

                                            
2 殷少平， “强化公司負責人對公司債權人的義務與責任”， 「中國證券報」， 20

06.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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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이다. 

본 논문에서는 중국보다 훨씬 앞서 회사제도를 발전시켜 왔던 

독일, 영국, 미국, 한국 등 나라의 경영자 행위규제에 초점을 둔 

다양한 회사채권자 보호의 법리를 검토하고 중국의 기존의 

법환경과 법제도를 기반으로 보완 가능성 및 도입 가능한 제도를 

모색하여 보다 실효성 있고 합리적인 채권자 보호체계를 구상해 

보고자 한다. 

 

제2절  논문의 구성 

 

전술한 배경과 목적을 전제로 이 글은 구성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제2장에서는 전통적인 채권자보호제도의 한계, 현실적인 수요 

및 중국법상 채권자보호제도의 문제점이라는 측면에서 회사채권자 

보호제도의 필요성과 의의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우선 이론적으로 

유한책임의 남용 가능성, 주주-채권자 대리 문제, 비효율적인 

자본제도, 계약에 의존한 채권자 보호의 한계로 인한 회사채권자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다음으로 중국의 기업 실무에 존재하는 

여러 유형의 사례들을 중심으로 경영자 행위통제의 필요성을 

제기했으며 중국법상 전통적인 채권자보호제도의 틀과 문제점을 

정리하였다. 

제3장에서는 중국 현행법상 채권자 보호제도 중 경영자의 

행위에 주안점을 둔 내용 및 최신 입법동향에 관해 간략하게 

소개하고 기존의 채권자에 대한 경영자의 책임제도의 문제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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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할 부분에 대해서 지적했다. 

제4장에서는 채권자에 대한 경영자 의무의 개시시점에 관해 

논의한다. 그리고 회사 도산임박 시 경영자 행동통제와 동기부여에 

초점을 둔 미국, 영국, 독일, 한국 등 법제의 다양한 채권자 

보호제도의 장단점에 대해 비교법적인 고찰을 진행하고 중국법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제5장에서는 중국 회사채권자 보호제도에 관한 구체적인 

개선책을 제기하고 제6장은 결론으로서 본 연구에서 미흡한 점과 

향후 과제를 밝혔다.  

 

 

제2장 회사채권자 보호의 필요성과 의의 

 

제1절 회사채권자의 개념 및 유형 

 

회사채권자는 비록 회사법상 중점적으로 보호하는 대상 중의 

하나에 속하지만 각국 회사법은 회사채권자에 대해 따로 정의를 

하고 있지 않다. 그 이유는 회사채권자와 각국 민법상의 채권자간에 

본질적인 구별이 없고 각국 민법전 중의 채권자의 개념을 따르기 

때문이다. 3  회사채권자의 유일한 구별점은 그들의 채무자가 

회사라는 것, 즉 청구권을 행사하는 상대가 회사라는 것이다.  

회사는 상업활동의 주체로서 다수의 자연인 혹은 기구와 

                                            
3 虞政平，「股東有限責任-現代公司法之基石」，法律出版社，2001，197

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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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관계를 맺는다. 자연인, 조합 및 타 회사 등은 모두 

회사채권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 채권자와 회사간의 거래내용에 

따라 회사 채권자를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1)계약을 통해 물품의 생산, 가공 및 매매를 진행하거나 노무의 

형식으로 회사에 단기융자를 제공하는 기구 혹은 개인을 포함한 

무역채권자, (2) 회사에 대출금을 제공하는 상업은행, 정책성은행, 

비은행 금융기구 등 금융채권자, (3) 회사가 발행한 채권을 

인수하여 채권자 신분을 취득한 채권(債券)보유자가 있다. 

채권의 발생이 당사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것인지 여부에 

따라 자발적 채권자 와 비자발적 채권자로도 구분할 수도 있다. 

상기 무역채권자, 금융채권자 및 채권보유자는 자발적 채권자에 

속하고 회사 불법행위로 인해 손실을 입고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는 피해자 그리고 조세기관 등은 비자발적인 

회사채권자로 분류할 수 있다. 이외에도 채권에 대한 담보의 유무에 

따라, 담보 채권자와 비담보 채권자로 구분 할 수 있다. 4  

이론상 협의의 회사채는 단지 회사가 발행한 채권(債券)을 

가리키고 광의의 회사채는 채권뿐만이 아니라 기타 모든 형식의 

회사채무를 포함한다. 본 논문에서는 광의의 회사채권자 개념을 

사용하며 이는 회사에 금전 대여, 통상적인 상품 및 용역 제공 등과 

같은 거래행위로 인한 채권을 갖고 있는 자，채권(債券)보유자 및 

그 외의 기타 회사 채권자들도 모두 포함한다. 특히 담보권을 

확보하지 못한 약세채권자들의 이익보호에 초점을 둔다. 

 

                                            
4 王豔華，「反思公司債權人保護制度」，法律出版社， 2008，137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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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회사채권자 보호의 이론적 근거 

 

그렇다면 회사법은 왜 채권자 문제를 다루어야 하는가? 현대 

사회의 중요한 현상중의 하나는 대규모 회사가 사회생활에서 

막강한 경제적 및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들이 내린 결정이 

회사 주주뿐만 아니라 회사직원, 채권자 및 일반 대중에 대해서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5 회사의 영향력이 크다는 것은 그 

만큼 회사의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등 회사운영을 담당하는 

대표이사나 업무담당이사를 비롯한 경영자들의 역할이 중요하며 

그들이 회사 및 각종 이해관계자들에 미치는 영향력이 지대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이러한 변화는 경제발전, 회사 규모의 확대, 지분 분산 및 

기업관리의 전문화 등 복합적인 요소들에서 기인한 것이고 

현대적인 회사 지배구조의 수요에 부합되는 것이다. 그러나 회사의 

전문화 경영은 한편으로는 회사에 효율적인 지배 모델을 

제공하지만 소유권과 경영권의 분리는 회사 경영자들의 권력팽창을 

초래해 그들이 회사, 주주 및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따라서 회사 경영자에게 부여한 

권리에 상응한 합리적인 의무와 책임제도를 구축하고 그들의 회사 

외의 제3자에 대한 의무와 책임, 특히 채권자에 대한 의무와 책임에 

대해 연구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본다.  

 

 

                                            
5 張民安，「公司法上的利益平衡」，北京大學出版社， 2003，5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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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주주-채권자 대리문제(agency problem) 

 

주식회사에는 흔히 세 가지 종류의 대리문제가 존재한다. 그 

중에서 주주와 경영자 사이의 이해충돌 및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사이의 이익충돌에 대해서는 이미 국내외 학자들이 수없이 논의해 

왔다. 6  이에 비해 주주와 채권자 대리문제는 비교적 적게 논의된 

주제이고 최근 국제학계에서 다시금 관심을 끌고 있다. 법률적 

접근방법에 있어 대륙법계나 영미법계 모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경영자들에게 경영적 판단을 위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재량권은 경영자의 의사결정과 집행으로부터 회사에 손실이 

있더라도 그로 인해 경영자 개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에 경영자의 유한책임은 주주의 유한책임과 마찬가지로 

주식회사의 본질적 요소라고도 할 수 있다. 7  회사는 단지 일련의 

제도적인 배치일 뿐이고 각종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는 것은 

유한책임의 막에 가려진 주주 및 회사의 경영자들이다. 

사실 주주이익과 채권자이익의 대립은 회사의 설립에서 청산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존재한다. 8  사전적으로 채무자인 회사는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계약상대방인 채권자에 대해 거짓정보를 

제공할 가능성이 존재하고, 사후적으로는 주주들의 개인 재산이 

회사실패의 결과로부터 보호된다는 사실은 그들에게 채권자의 

손실을 대가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동을 할 동기를 부여한다.  

                                            
6 김건식, “도산에 임박한 회사와 이사의 의무”, 「상사법연구」 제30권 제

3호, 2011, 273면. 
7 Brian R. Cheffins, Company Law: Theory, Structure and 

Operation(Oxford, Clarendon Press), 1997, p. 538. 
8 김건식, 위의 논문, 27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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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와 채권자 사이의 이익충돌은 주주나 경영자의 행위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9 

첫째는 “자산희석 (asset dilution)”이다. 이는 주주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회사자산을 빼돌리는 것을 말하는데 과도한 배당이나 

자기주식취득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는 말 그대로 채권자의 채권을 

만족시킬 자산을 희석하여 즉, 책임자산을 감소시켜 채권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이다. 

 둘째로, 채권자들은 회사 사업 리스크의 증가, 특히 

“자산대체(asset substitution)”로 인해 손실을 입을 수 있다. 이 

경우 주주들은 채권자들로부터 신용을 공여 받은 후 기존의 

투자보다 위험성이 높은 투자로 전환하여 회사 현금흐름의 경색을 

초래할 수 있다. 회사에 대한 채권자들의 청구권이 고정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자산대체는 회사가 장래에 채무를 변제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자금의 확보에 실패할 가능성을 증가시킨다. 

주주들이 채권자 이익을 희생하여 이익을 볼 수 있는 세번째 

방식은 회사의 전반적인 부채를 증가시키는 것인데 회사 도산 시, 

구 채권자들은 새로운 채권자들과 함께 회사 자산을 분배하기 

때문에 기존 채권자들이 기대했던 채무 변제율을 감소시킬 위험이 

있다.  이러한 효과를 때로는 “채무희석(debt dilution)이라 

부르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주주-채권자 이해충돌은  

“과소투자(underinvestment)”로 표현되기도 한다. 이런 상황은 

                                            
9 John Amour et. al., Transactions with Creditors, in Reinier Kraakman 

et. al., The Anatomy of Corporate Law (Oxford 2d ed.), 2009, pp. 

116-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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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채무가 자산을 초과할 경우, 즉 회사의 자본이 전액 잠식된 

경우, 좋은 투자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들이 채권자와 

기업성장의 과실을 공유하는 것을 원치 않음으로 하여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상기 이해충돌은 회사의 장래가 불확실 할 때 그 위험이 특히 

커진다. 따라서 제4장에서 더욱 깊이 논의 하겠지만 많은 법제는 

재무적으로 곤경에 처한 회사, 도산 임박의 회사의 주주-채권자 

대리문제를 특별히 다루고 있다.  

통상적으로 채권자의 이익에 비해 경영자는 주주의 이익과 

보다 밀접한 관계에 놓이게 된다. 중국 ‘회사법’의 규정10에 의하면 

이사는 주주총회에 의해 선출되고 보수도 주주총회에 의해 

결정되므로 이러한 양측의 밀접한 관계는 주주의 이익과 채권자의 

이익이 상충되는 경우 이사가 채권자의 이익을 희생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물론, 이론적인 측면에서 정리한 상기 주주-

채권자 대리문제의 강도는 경영상의 위험회피 및 정책결정에 대한 

                                            
10 ‘회사법’제38조: ����� ��� �� ��� ����. 1. ��� �

���� ����� �� 2. � ������ ���� ��, ��� �

�, ���� ��, ��� ��� ��� ��� �� 3. ������ �

��� 4. ��� �� ��� ��� ���� 5. �� ������, �

��� �� �� 6. ��� ������ �� ���� ���� 7. �

������� �� �� ��� �� 8. ��� ����� �� 9. �

�� ��� ��, ����� ��, ��� �� � ��� �� 10. ��

��� �� 11. �� ���� ��� �� ��. 

주주들이 전항에 나열한 사항을 서면으로 일치하게 동의할 경우 주주회

의를 소집하지 않고 직접 결정할 수 있으며, 아울러 전체 주주는 결정서류

에 서명, 날인해야 한다. 

 ‘���’�100�: � � �38� �1��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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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들의 지배권의 영향을 받게 된다. 따라서 회사의 상당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공개회사의 경영자일 경우, 회사의 재무상태가 

악화되면 그들의 명예가 실추되므로 채무불이행 위험을 보다 회피 

할 수 있지만, 반대로 지배주주에게 책임을 지는 경영자나 스톡옵션 

등을 통해 주가상승에 중요한 사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경영자들은 채권자의 이익을 희생하는 기회주의적 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보다 높을 수 있다.11 

또한, 만약 경영자들이 다른 직장에서의 재취업을 노리고 

자신의 명성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회사가 도산위기에 처한 

시기에도 채권자의 이익을 노골적으로 해치는 행동을 감행하지는 

않을 것이다. 12  그러나 중국에서 한 회사를 실패로 이끈 경영자가 

타회사에 재취업이 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성사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경영자들이 상기 기회주의적인 행동을 할 우려가 

존재한다. 특히 회사 경영자의 직무상 과실로 인해 회사가 도산했을 

경우 더욱 그러하다.13 

 

Ⅱ. 자본제도를 통한 채권자보호의 비효율성 

 

회사의 자본은 주주의 출자로 구성된 자산총액으로서 회사의 

                                            
11 Reinier Kraakman et. al, 앞의 책(주9), p. 117. 
12 김건식, “자본제도와 유연한 회사법”,「회사법 연구Ⅱ」, 소화, 2010,  

264면. 
13  중국 ‘기업도산법’ 제125조의 규정에 따르면, 기업의 이사, 감사 혹은 

고급관리인원이 충실의무, 근면의무를 위반하여 기업의 도산을 초래하였을 

경우, 법에 따라 민사책임을 져야 하며 도산절차 종결일로부터 3년 내에 

여하한 기업의 이사, 감사 및 고급관리인원을 담당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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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 기초가 된다. 중국 회사법은 자본을 원칙적으로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으로 하고 있다. (제81조) 전통적인 회사법에서 회사의 

자본제도는 지배구조와 함께 회사의 양대 지주라고 할 정도로 

중요한 부분이며 회사채권자의 보호를 위한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다. 

중국 ‘회사법’은 대륙법계의 국가들이 과거에 채택했던 자본 

3원칙을 그대로 수용하여 운용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자본확정(자본충실) 및 자본유지의 원칙이 가장 근간이 된다고 

평가할 수 있다.14 

자본충실의 원칙은 회사설립이나 증자 시에 자본에 상당하는 

재산이 확실히 회사에 출연되는 것을 확보하는 원칙(‘회사법’ 

제26조 및 제81조)을 뜻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현물출자에 대한 

제한(제27조) 15 , 액면미달 발행금지(제128조) 16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한편, 자본유지원칙은 회사가 존속기간 중에 회사정관에 

기재된 등록자본액이나 경영규모에 상당하는 실제 자산을 유지할 

것을 요하여 회사신용의 유지와 채권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14 이정표, 「중국회사법」, 박영사, 2008, 207면 
15 ‘회사법’제27조: 주주는 화폐로 출자할 수도 있고 현물, 지재권, 토지사

용권 등 가격으로 환산할 수 있는 동시에 법에 의해 양도 가능한 비화폐 

재산을 평가하여 출자할 수도 있다. 단 법률, 행정법규에 출자할 수 없다고 

규정한 재산은 예외이다. 

출자로 한 비화폐 재산은 가치를 평가하고 재산을 사정하여야 하며 가격

을 높게 또는 낮게 산정해서는 아니 된다. 법률, 행정법규에 가치평가에 대

하여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전체 주주의 화폐 출자액은 유한책임회사 등록자본금의 30% 미만이어서

는 아니 된다. 
16 ‘회사법’제128조: 주식의 발행가격은 액면금액으로 할 수도 있고 액면금

액을 초과할 수도 있지만 액면금액보다 낮아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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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을 뜻하는바, 출자자본회수 금지(제36조 및 제92조) 17 , 

자기주식취득의 제한(제143조) 18 , 배당의 제한 및 

법정적립금(法定公積金)제도(제167조)19 등이 이에 해당한다. 

                                            
17 ‘회사법’제36조: 회사가 설립된 후 주주는 출자금을 회수하지 못한다. 

‘회사법’제92조: 발기인, 주식인수자가 주금을 납입하였거나 주식자금으

로 충당하는 출자를 납입한 후 규정기한내에 주식을 전액 공모하지 못했거

나 발기인이 규정한 기한에 창립대회를 소집하지 않았거나 또는 창립대회

에서 회사를 설립하지 않기로 의결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금을 인출하지 

못한다. 
18 ‘회사법’제143조: 회사는 본 회사의 주식을 매입하지 못한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상황은 제외이다. 1. 회사 등록자본금의 감소 2. 본 회사

의 주식을 소지한 기타 회사와 합병 3. 주식을 본 회사의 종업원에게 장려 

4. 주주가 주주총회의 회사 합병, 분할 결의에 이의가 있어 자신의 주식

을 인수하도록 회사에 요구.  

회사가 전항 제1～3호의 원인으로 본 회사의 주식을 인수할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의결해야 한다. 회사가 전항의 규정에 따라 본 회사의 주식

을 인수한 후 제1호의 상황에 속할 경우에는 인수일로부터 10일 내에 말

소해야 하며, 제2호, 제4호의 상황에 속할 경우에는 6개월 내에 양도하거

나 말소해야 한다. 

회사가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인수한 본 회사의 주식은 본 회사가 

발행한 주식총액의 5%를 초과하지 못하며, 인수자금은 회사 납세후의 이

윤에서 지출되어야 하며, 인수한 주식은 1년 내에 종업원에게 양도해야 한

다. 

회사는 본 회사의 지분을 질권의 목적물로 인수하지 못한다. 
19  ‘회사법’제167조: 회사가 당해 연도의 세금을 납부하고 남은 이윤을 

배당할 때 이윤의 10%를 인출하여 회사의 법정적립금에 산입해야 한다. 

회사의 법정적립금이 누계로 회사 등록자본금의 50% 이상을 차지할 경우

에는 인출하지 않을 수 있다. 

회사의 법정적립금으로 전 연도의 결손을 보전하지 못할 경우에는 전항

의 규정에 따라 법정적립금을 인출하기 전에 먼저 당해 연도의 이윤으로 

결손을 보완하여야 한다. 

회사는 납세후의 이윤에서 법정적립금을 인출한 후 주주회의 또는 주주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납세후의 이윤에서 임의의 적립금을 인출할 수 있다. 

회사가 결손을 보완하고 법정적립금을 인출한 후의 납세후의 이윤은, 유

한책임회사는 본 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배당하며 주식유한회사는 주주

가 소지하고 있는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당하되 주식유한회사 정관에 지분

비율에 따라 배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상황은 제외한다. 

주주회의, 주주총회 혹은 이사회가 전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회사가 결손

을 보완하고 법정적립금을 인출하기 전에 주주에게 이윤을 배당하였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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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자본액이 당초에 너무 낮으면 자본제도 자체가 

무의미해질 것이므로 최저 등록자본금제도(제26조 및 제81조)20를 

두고 있다. 

 회사와 거래관계를 맺는 채권자는 회사가 지급불능에 빠질 

위험을 가장 우려한다. 기업환경의 악화나 경영부진 등은 채권자가 

감당해야 할 몫이지만, 이와 달리 앞서 말한 자산대체, 자산희석, 

채무희석, 과소투자 등 네 가지 유형의 대리 문제로 인해 초래된 

결과를 채권자가 감수하도록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모든 

법제는 상기 위험으로부터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두고 있다. 중국 및 대륙법이 채택하는 법정자본제도는 회사 자산의 

유출을 법률에 의해 금지하고 있는데 유한책임제도 하에서 

채권자에게 담보가 되는 회사의 자산이 주주에게 분배되면 

채권자로 하여금 지급불능의 위험에 노출시켜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다는 사고가 그 바탕에 깔려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과연 법정자본이 채권자보호를 위한 

담보책임재산으로서 채권자보호의 기능을 어느 만큼 수행하고 

있는가? 

첫째, 법정자본제도가 회사자산의 유출을 억제하는 기능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회사 설립후의 정상적인 거래를 통한 

자산유출을 막을 방법이 없고, 단기간 내에 영업손실을 입을 수도 

                                                                                                        

우 주주는 반드시 규정을 위반하여 배당한 이윤을 회사에 반환해야 한다. 

회사가 소지하고 있는 본 회사의 주식에 대해서는 이윤을 배당하지 못한다. 
20 중국 ‘회사법’ 제26조 및 제81조의 규정에 따르면 회사의 유형에 따라 

유한회사의 최저 등록자본금은 3만 위안, 주식회사는 500만 위안이며, 법

률 및 행정법규에서 주식회사 등록자본금의 최저액에 관해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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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강행법적 자본개념은 현재 또는 장래의 채권자에게 회사에 

자본액만큼의 재산이 출자되었고 자본액에 해당하는 재산은 

배당으로 주주에게 분배하지 않는다는 정보를 제공한다. 그러나 

자본은 과거 일정시점에서 주주가 출연한 가치의 가액이라는 

역사적 수치에 불과한 것이고 현재 회사의 지급능력이나 수익성을 

보여주는 숫자는 아니다. 자본은 회사의 계속성과는 무관하다. 

실제로 자본이 배당제한기준으로서 기능하고 채무의 반환에 필요한 

금액 이상으로 자본상당액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여도 

자산이 유동성이 없기 때문에 기한이 도래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도산하는 소위 흑자도산의 예도 있다.21 

실무상 채권자가 회사에 신용을 공여하거나 투자를 할 때에 

부채상환능력 판단의 기준으로서 자본금의 액수를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순자산, 현금흐름, 이자보상비율기준 등을 고려, 즉 회사가 

계속적으로 존속할 수 있는가의 전망을 더 중시한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자본이 갖는 정보제공의 효용성은 상당히 낮다. 

둘째, 실무에서는 중소규모 회사에서 주주인 임원 등에 대한 

보수나 상여금의 형태로 회사의 부와 가치를 배분하고, 

기업집단에서 종속적 기업에게 손실을 이전시키는 사례도 적지 

않다. 그러나 자산유출의 대상과 방법은 너무나도 다양한데 비해 

법에서 규제하는 것은 ‘주주’에 대한 ‘이익배당, 자기주식취득과 

주식의 상환 및 소각’뿐이기에22 채권자 보호에 있어 한계가 있다. 

                                            

21윤영신, “자본유지제도의 채권보호 기능의 한계에 대한 연구”, 「중앙법

학」 9집 2호(하), 2007, 703-704면. 
22 Enriques & Macey, Creditors Versus Capital Formation: The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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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자본유지원칙을 엄격히 적용하면 비효율성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자본의 채권자보호기능은 주주와 채권자의 

다양한 이익충돌유형 중에서 극히 일부인 재산유출형(자산희석)을 

억제하는 데 불과하다. 위험한 투자에 나설 인센티브를 다소나마 

감소하는 기능을 하는 측면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한 기능은 

자본의 규모가 상당하고 아직 잠식이 되지 않은 경우에 한정될 

것이다. 자본이 애당초 미미하거나 대부분 잠식되어 주주가 잃을 

것이 별로 없을 때에는 위험투자의 인센티브를 갖게 될 것이다.23 

자본제도가 채권자를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해도 만약 

특별히 부담이 되지 않는다면 자본제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나 

엄격한 법정자본제도로 인해 회사가 배당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 

받으면, 지급불능위험이 없는 회사에게는 과도한 제한이 된다. 반면 

지급불능에 처한 회사에게 자본유지원칙이 별다른 규제의 실효가 

없기에 비효율적이다. 

중국을 포함한 대륙법계 회사법은 주주는 채권자보다 후순위의 

분배청구권자라는 사고에 근거하여, 이익배당, 자기주식취득제한 

등의 방법으로 회사재산이 주주에게 유출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채권자의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는 회사법을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이해를 조정하는 강행법적 질서의 하나로 파악하는 

대륙법계 회사법의 특징이며 회사법을 회사의 이해관계자간 계약의 

집합체로 파악하여 채권자는 회사와의 계약으로 스스로 보호장치를 

강구할 것을 선호하는 영미 회사법의 사고와 다른 점이기도 하다. 

                                                                                                        

Against the European Legal Capital Rules, 86 Cornell L. Rev. 2001.9, 1, 

pp. 1194-1195(윤영신, 위의 논문, 705면에서 재인용). 
23 김건식, 앞의 책(주12), 26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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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계약에 의한 채권자 보호의 한계 

 

자본제도가 채권자보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 해서 

채권자의 이익이 완전히 방치되는 것이 아니다. 채권자들은 

채무자인 회사의 행동을 견제하는 상세한 규정을 계약에 명시하여 

자신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24  채권자와 채무자는 흔히 

원리금을 지급할 기본의무에 더하여 대출약관의 범위에 대해 

합의하게 된다. 이런 약관에는 흔히 회사가 채권자 이익에 반하는 

활동, 예컨대 주주에 대한 과다배당, 중요한 자산 거래, 차입증가 등 

활동을 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항들이 포함된다. 

그러나 민법상 계약에 의한 채권자 보호는 비용이 많이 들고 

또한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우선, 시장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채권자들은 장래의 회사재무상의 변화를 예측하기 어렵고 발생 

가능한 모든 위험을 계약조항에 포함시켜 제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25 

설령 완벽한 계약의 체결에 성공하였다고 해도, 계약체결에 

소모되는 비용 또한 만만치 않을 것이고 회사가 계약을 제대로 

이행할 것을 확실히 보장하기 위해서는 회사에 대해 지속적인 

감시를 진행하여 회사의 계약위반행위를 방지해야 한다. 그러나 

회사사무에 대한 관리권은 보통 이사회가 장악하고 행사하며 

                                            
24 김건식, 앞의 책(주12), 266면. 
25 羅婷婷，“論公司債權人利益保護的法律問題”， 「華東政法大學碩士學位

論文」，2010, 7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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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는 업무를 집행할 때 회사채권자에 대해 보고를 하거나 또는 

기타 정보공시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따라서 회사채권자가 

회사의 행위가 이미 계약을 위반했는지 혹은 회사가 계약을 위반할 

준비를 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며 

경우에 따라 심지어 불가능한 것이다.26  회사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는 비용이 들기 마련이다. 

또한 집단으로서의 채권자는 이질적 그룹으로서 각각의 

위험선호도, 신용 포트폴리오(credit portfolio)의 규모, 시간적인 

우선순위(time horizon priorities), 변제기간 및 회사와의 

계약관계에 들어서는 시점이 모두 상이하다.27 

사실상 하청업자와 같은 약세에 놓인 영세채권자는 계약에 의한 

보호를 강구하기 어렵다. 그들은 금융기관 등 담보채권자들에 비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자금과 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결정적으로는 채무자회사와의 교섭능력이 부족하다. 즉 

영세채권자는 대출약관을 부가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다. 

교섭력을 갖춘 강력한 채권자들은 계약에 의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무담보채권자들의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명백한 예 중의 하나가 바로 포이즌-풋 조항(poison-put 

clause)28을 두어 채권 투자자들이 발행자에게 채권을 되팔 수 있는 

                                            
26 張民安，앞의 논문(주5)，97頁. 
27 Peter O. Mülbert, A synthetic view of different concepts of creditor 

protection- or: A high-level framework for corporate creditor 

protection, European Corporate Governance Institute, Working Paper 

Series in Law, 2006. 2, p. 16. 
28 ‘포이즌 풋 조항(poison put clause)’이란 기업이 대출을 받거나 채권을 

발행할 때 향후 다른 기업을 인수하거나 매각하면 빌린 돈을 모두 갚기로 

약속하는 조건을 말한다. 때로는 이사회나 경영진만 교체되어도 돈을 갚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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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을 취득하는 것인데, 이럴 경우 여타 채권자들은 회사 유동성 

고갈로 인해 피해를 보게 된다. 29  또 다른 예로 은행은 대출시 

채무자와의 계약에 채무자가 계약을 위반하거나 채무불이행으로 

이어질 위기가 발생할 시 채무만기 전에 조기 상환을 받을 수 있는 

이른바 가속조항 (acceleration clause)을 두거나 담보권을 통해 

우선변제를 받거나 신용공여조건에 대해 재교섭을 진행하여 이율을 

조정할 수 있다.  그러나 영세채권자들은 이러한 계약조항들로부터 

이득을 볼 수 없을뿐더러 이는 도리어 회사 재무상황의 지속적인 

악화를 초래하여 그들의 이익에 손상을 줄 수 있다. 

 

Ⅳ. 소결 

 

주주-채권자간의 이해충돌로 인해, 재무곤경에 처한 회사에서 

자본 3원칙하의 다양한 제도들과 계약을 통한 채권자 

자기구제(self-help)는 채권자 보호측면에서 그 작용이 미미하거나 

비용이 많이 든다. 

회사의 장래가 불확실할 때, 주주 및 경영자들이 채권자 이익에 

반하는 거래를 할 인센티브가 특히 강해지므로 도산임박기업을 

대상으로 한 법률규제는 실익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모든 

법제는 재무곤경에 처한 기업, 즉 도산임박기업의 주주-채권자 

                                                                                                        

야 한다는 조건이 붙기도 한다. 이런 포이즌 풋 조항은 M&A나 경영진 교

체가 기업이 돈을 빌릴 당시의 신용리스크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사용되었다. 최근에는 적대적 M&A의 

방어수단으로도 사용되고 있다. 적대적 M&A 시도가 있을 때 해당 기업이 

은행 등에 채무를 일시에 상환함으로써 기업가치를 급격히 떨어뜨려 인수 

대상으로서의 매력을 상실하게 하는 것이다. 
29 Peter O. Mülbert, 위의 논문, p.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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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문제를 특별히 다루고 있으며 규제의 핵심을 회사재무에 대한 

접근이 용이한 경영자들이 주주들 보다 채권자들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도록 법이 이를 유도하는데 두고 있다. 

 

제3절 경영자 행위통제의 현실 수요 

 

Ⅰ. 상장회사 경영자의 전횡사례-부적절 행동문제 

 

한국의 경우, IMF를 전후하여 분식회계 등으로 기업임원들이 

배임이나 사기 등으로 형사처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채권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민사배상책임을 추궁 당하는 사례가 

많았다. 최근, 중국 역시 상장회사의 경영자들이 자신의 권력과 

지위를 이용해 회사를 조종하고 회사 채권자 이익을 침해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그 중 가장 많은 언론세례를 받은 것은 

아마도 2010년에 중국 최고 부자이자 성공신화의 상징이었던 

황광위(黃光裕) 전 궈메이(國美)그룹 회장이 불법경영, 내부자거래, 

법인 뇌물수수죄로 징역 14년에 벌금 6억위안(약 1020억원)과 

재산 몰수 2억위안(340억원)을 선고 받은 사례일 것이다. 이외 

에도 2006년 중국의 민영 가전업계 강자인 

커룽(Kelon, 科龍)그룹의 이사장 구추쥔(顧雛軍)이 3.5억위안에 

달하는 회사재산을 횡령하고 부실회계를 조장하여 형사처벌을 받고, 

같은 해에 컬러 디스플레이 선두기업 창웨이(創維) 이사장 

황훙성(黃宏生)이 공금횡령, 회계조작 혐의로 체포돼 6년형을 선고 

받고, 중국 이리(伊利)유업 이사장 정쥔화이(鄭俊懷)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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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횡령으로 인한 구속 등 수많은 사례들을 예로 들 수 있다. 

상기 사례들에서 언급된 자금의 규모는 모두 억대 단위이며, 

채권자가 입은 손실도 이에 정비례한다. 상장회사 경영자들이 

줄줄이 낙마한 이유와 경과는 상이하나 모두 거액의 회사 자산의 

유실을 초래하여 회사를 재무곤경에 빠뜨리고 수많은 소액 

투자자들을 최종피해자로 만들었다.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벌을 받은 경영자들도 많지만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외국으로 도주한 불량 경영진도 적지 않다. 2011년에 

들어서 중국 제조업의 대명사인 동남연해지역(주로 저쟝(浙江)성 

원저우)의 산치(三旗)그룹, 탠스(天石)전자 등 유명 중소기업들이 

도산 하면서 신용위기의 우려가 확산되고 한국의 1997년 외환위기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와중에 2011년 4월 이후 200여 명의 

중소기업 경영자가 야반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와 같이 경제, 금융위기의 심화로 기업도산의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고 대주주나 악의적인 경영자들이 유한책임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담보권을 확보하지 못한 

채권자들이나 정액청구권만을 보유하고 있는 채권자들은 불량 

경영진이나 야반도주하는 경영자의 악의적인 경영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을 예방하거나 줄일 수 있는 선택권이 없다. 이런 

상황이 속출하는 이유는 중국의 회사법 내지 증권법을 포함한 관련 

입법이 상대적으로 낙후하고 회사 경영자의 의무 및 책임제도 및 

채권자에 취할 수 있는 구제조치가 부재한데 있으며 부분적으로는 

중국 상장회사의 특수성에서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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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채권자 보호에 있어 상장회사의 특수성 

 

앞서 언급한 중국 상장회사 경영자문제가 자주 등장하는 

원인은 주로 회사지배구조의 불합리성, 경영진이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비용편익의 불균형 및 행정처벌과 형벌에 편중을 둔 

규제방식에서 기인한다고 본다. 

 

(1)기업 지배구조의 결함: 경영자행위를 규제하는 시스템의 부재 

 

영미법계 및 기타 대륙법계의 국가와 달리 중국의 지분구조 및 

자본구조의 특징은 국유주식의 비중이 크고 절대다수의 국유주식 및 

국유법인주식이 비유통 주식이라는 것이다. 반면에 일반 대중이 

보유한 주식은 지나치게 분산되고 실력있는 기관투자자가 부족하다. 

중국의 상장회사 중 상당수가 국유기업의 체제개혁을 거쳐 상장을 

했기에 상장회사의 지배구조에는 그 특수성이 있다. 30 

현대 회사지배구조의 핵심내용은 소유권과 경영권의 분리를 

전제로 주주총회, 감사회 및 이사회, 경영진간의 일련의 상호제약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의 회사운영의 

실제를 고려할 때 상기 주체들간의 상호제약 시스템이 그다지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지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중국의 상장회사는 거의 대부분이 국유기업의 

                                            
30  安毓秀, “銀行債權保護與公司治理”， 「中國政法大學博士學位論文」，

2006，30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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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제개혁(股份制改革)으로부터 전환되어 왔기에 기본적으로 

경영층이 기업의 의사결정권, 집행권, 감독권을 동시에 장악하는 

기업운영모델이 형성되었다. 비록 국유기업의 회사화 

개혁（公司制改革） 이후 ‘회사법’ 규정 31 에 따라 이사장은 

주주총회에 의해 선출되고 경리는 이사회에 의해 임용되어 

주주총회와 이사회로 경영진의 권력집중 상황을 변화시켜 

권력균형을 꾀하려 했으나 경로 의존성 및 관련 개혁에 대한 

뒷받침 부재 등 원인으로 사실상 다수 상장회사 경영진의 선임과 

해임은 아직도 시장화를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더해 회사에 

대한 대주주의 지배권은 주로 경영진의 선, 해임권에 귀결되고 

회사의 일상적인 운영과 같은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무관심하여 상장회사 경영진이 부적절한 행위를 할 인센티브가 

커진다. 

다른 한편, 상장회사의 모든 권력이 이사장 및 그를 에워싼 

소수인의 수중에 장악되어 경영진의 공모와 이른바 

“내부인통제” 32 를 초래하고 기업관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31 ‘회사법’제38조: 주주총회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 2. 비 종

업원대표가 담임하는 이사, 감사를 선임, 변경하고 이사, 감사의 보수 관련 

사항을 결정. 

‘회사법’제47조: 이사회는 주주회의에 책임지며 아래와 같은 직권을 행

사한다. … 9. 회사경리의 선임, 해임 및 그 보수와 관련한 사항을 결정하

며, 경리의 지명에 의하여 회사 부경리, 재무책임자의 선임, 해임 및 보수 

관련 사항을 결정. 
32 지분의 과도집중은 이른바 “내부인 통제” 현상을 초래하게 된다. 중국 

기존의 회사지배구조에는 주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모델, 즉 내부인 통제

모델과 지배주주 통제모델이 많은바, 두 가지 모델은 또 통상 “핵심인물 

모델”이라는 동일한 형식을 취하게 되는데 회사의 핵심인물이 회사 모든 

사무를 관여하는 권리를 독점하고 지배권, 집행권 및 감독권을 총괄하고 



 

 ２３

경우가 많다. 이런 상황은 국가의“행정통제”와 “회사지배”- 

이중구조의 실효로 인해 발생하게 된다. 그 직접적인 결과는 기업의 

발전이 계획경제하의 “생산량 혹은 규모의 극대화” 목표나 

시장경제하의 “이윤극대화”의 목표도 아닌“내부인 수익극대화” 

에 초점을 두게 된다. 

이론적으로 상장회사의 감사회와 사외이사제도는 이사회와 

경영진의 탈선을 방지하는 방어벽 역할을 하지만, 기존의 

상장회사의 감사회 구성원의 다수가 회사직원이므로 이사 및 

경영자와는 상, 하급 관계이므로 감시작용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다. 

사외이사는 상장회사의 여러 사무를 감시할 권한을 갖고 있지만 

사실상 지배주주의 지명에 의해 임용되며 독립성을 기대할 수 없다. 

 

(2)경영자들이 부적절행위를 하는 비용과 편익의 불균형 

 

국유기업의 경영자들은 흔히 국가의 수권을 받고 투자한 

기구나 국가로부터 권한을 부여 받은 부서에서 위임하여 파견하며 

경영자는 그 의무를 이행하고 권리를 행사하는 대가로 급여를 지급 

받게 된다. 상기 경영자들은 국유자산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기에 회사 경영에 무관심하고 사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회사이익에 손해를 입히는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으며 결국 

회사자산의 감소와 채권자 이익의 손실을 초래한다.33 

그러나 중국 기존의 법률에 따르면, 상장회사 경영진의 

                                                                                                        

있다. 회사의 핵심인물은 통상 회사의 최고위 관리인원 혹은 회사 지배주

주대표이다.  
33 羅婷婷，앞의 논문(주25), 23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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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행위에 대한 처벌방식 중 대다수가 상징적인 벌금 및 경고 34 

에 그친다. 이 외에도 증권시장접근금지(證券市場禁入) 35 와 같은 

처벌방식이 있는데 실제로 이루어 질 경우 상장회사의 이사, 감사 

및 고급관리인원의 행위를 규제하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까지 시장질서를 엄중히 혼란 시킨 소수의 

사례36들에서만 적용되었다. 또한 구체적인 법률규정에서 동 조치의 

적용범위에 대해 언급할 때 “법률, 행정법규 혹은 증권감독회의 

관련 규정을 위반한 정상이 엄중할 경우”라는 모호한 용어를 

사용하여 규제당국의 재량에 크게 의존하며 법적 확정성이 다소 

떨어진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규제당국인 중국 증권감독위원회의 상기 

회사들과 경영진에 대한 처리권한 및 강도에는 한계가 있다. 예컨대, 

분식회계로 몇천만 위안에 달하는 이익을 부풀린 회사가 사실상 

받는 행정처벌은 몇십만 위안 밖에 안되며 그 규제작용이 미미하다. 

 

(3) 행정처벌과 형벌에 편중을 둔 규제방식 

 

                                            
34「중화인민공화국 증권법(中華人民共和國證券法)」(2005)(이하 ‘증권법’) 

제11장 법률책임(제188조 내지 235조) 참조. 
35  “증권시장 진입금지”란, 일정 기간 내지 영구적(終身)으로 증권업무에 

종사하거나 상장회사의 이사, 감사, 고급관리인원직에 취임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도를 말한다. ‘증권법’제233조의 규정에 따르면 법률, 행정법규 

혹은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의 관련 규정을 위반한 정상이 엄중할 경우,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는 관련 책임인원에게 증권시장진입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36

 대표적인 예로는 2004 년 4 월, 南通縱橫國際주식유한회사의 수명의 

고급관리인원 및 新疆啤酒花주식유한회사의 이사장이 허위정보공시로 인해 

규제당국인 증권감독위원회에 의해 “증권시장 영구진입금지” 처벌을 받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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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실무에서 이사, 감사, 고급 관리인원을 포함한 회사 경영

자들이 채권자를 포함한 제3자에 손해를 발생시켰을 때, 주로 적용

되는 행정책임에는 증권법상의 정보공시의무를 위반 한 행위 37  및 

내부자거래38 에 대한 벌금, 경고조치 및 앞에서 언급했던 관련 감

독관리규정을 엄중히 위반했을 경우의 시장진입금지(市場禁入)조치

가 있다. 

또한 중국 형법은 허위재무제표를 제공한 죄(‘형법’제161조), 

허위재무 및 회계보고를 제출 및 법에 따라 중요한 정보를 공시하

지 않은 죄(‘형법개정안(6)’제5조), 상장회사이익손해죄(‘형법

개정안(6)’제9조)39, 주식 및 채권 사기발행죄(‘형법’ 제160조), 

내부자거래 및 내부정보누설죄(‘형법’제180조), 회사 및 기업인

원 뇌물수수죄(‘형법’제163조 제1, 2항), 자금횡령죄(‘형법’ 

제272조) 등 다양한 죄목으로 상기 사례와 같은 경영자의 행위를 

                                            
37  ’증권법’ 제193조에 따르면, 발행인, 상장회사가 허위진술을 하거나 규

정에 따라 정보를 공시하지 않을 경우 감독관리기관은 법에 따라 관련 이

사, 감사 및 고급관리인원의 행정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바, 직접 책임을 진 

주관인원(直接負責的主管人員) 및 기타 직접 책임인원（直接責任人員）에

게 경고 및 3만위안 이상 30만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38  ‘증권법’제202조: 증권거래 내부정보를 알고 있는 자 혹은 불법적으로 

내부거래를 취득한 자가 증권의 발행, 거래 혹은 기타 증권의 가격에 중대

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공개되기 이전에 당해 증권을 매매 혹은 관련 정

보를 누설 혹은 타인에게 당해 증권을 매매할 것을 제의 했을 경우, 불법

적으로 소지한 증권을 처리하고 불법소득을 몰수하며 불법소득의 1배 이

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불법소득이 없을 경우 혹은 3만위안 미만

일 경우, 3만위안 이상 60만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기관(單位)이 내

부자거래를 했을 경우, 직접 책임을 진 주관인원 및 기타 직접 책임인원에

게 경고 및 3만위안 이상 30만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39  “상장회사이익손해죄”는 사실상 다른 나라의 배임죄에 해당한다. 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거나 타인의 재산 혹은 재산이익을 관리 혹은 처분하

는 자가 고의로 자신의 권한을 남용 혹은 신탁의무를 위배하여 타인의 재

산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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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40  

그러나 회사 행위를 규제하는 가장 중요한 법인 회사법 및 관

련 적용규정에 채권자에 대한 경영자의 의무 및 책임제도가 부재하

고 그 대신 행정처벌이나 형벌에 지나치게 비중을 두다 보니 경영

자의 부적절한 행동을 억제하기보다는 보다 모험적인 행동을 유발

하는 역효과가 나타난다. 이에 더해, 중국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한 

회사를 실패로 이끈 경영자가 타회사에 재취업이 된다는 것은 현실

적으로 성사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경영자들이 상기 기회주의적인 

행동을 할 우려가 더욱 커진다. 

요컨대, 국유회사가 국가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에서 회사 채권자 이익을 해하는 경영자의 행위를 방임한다면 

거래안전은 물론이고 사회 안정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보다 유의할 필요가 있다. 

 

Ⅲ. 도산지연(破產難)문제-중국 리런(立人)그룹 사례 

 

중국 회사 실무에는 또 아래와 같은 사례가 자주 등장하곤 한다. 

회사가 이미 오래 전부터 결손상태이고 채무초과상태이나 각종 

원인으로 인해 회사경영을 계속 유지한 결과 결손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결국 어쩔 수 없이 도산신청을 하게 되었지만 이미 

채권자의 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에 이른 사례이다. 몇 년 전의 

북경양유식품수출입회사(北京糧油食品進出口公司)의 도산선고 

                                            
40  何豔春 ， “ 新法律框架下上市公司董事、監事、高管人員的權力、義務和法

律責任”，中国证监会法律部，2008.3.27, 郑州讲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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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가 바로 그것이다. 41  

회사가 재무곤경에 처했을 때, 회사자산을 유용하거나 위험이 

높은 투자를 감행하는 등 경영자의 부적절한 행동을 직접통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영자에게 적절한 동기를 부여하여 재무구조의 

재조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경영자는 투자자나 채권자와의 교섭을 통하여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사적 워크아웃을 우선 시도해보고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 

도산법상의 회생절차나 청산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다. 사적인 

워크아웃이나 회생절차는 모두 채무재조정과 신규 신용공여가 

수반되는데 “중국 기업회계준칙”42에 따르면 채무재조정은 채무자가 

재무곤경에 빠졌을 경우, 채권자가 법원의 결정 또는 채무자와의 

협의를 통하여 양보한 사항들을 말하는 바 주로 자산으로 채무를 

청산, 채무의 출자전환, 채무상환기일 연장, 원리금 감면 및 상기 

방식들을 혼합한 방식을 포함한다. 

그러나 경제현실에서는 도산임박회사에서 경영자가 자발적으로 

재무구조조정에 나서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회사가 아무리 

                                            
41  북경양유식품수출입회사는 2007년 5월31일 북경시 제1중급인민법원에

의해 도산선고를 받았다. 당해 회사는 사실상 오래 전인 2001년부터 결손

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연속 7년간 결손상태였으며 누계결손액이 11151만 

위안에 달했다. 2007년 3월31일까지 회 자산총액은 2893.31만 위안, 부채

총액은 9758.26만 위안, 자산부채비율이 337.27%에 달하여 엄중한 지급

불능상태였다. http://old.chinacourt.org/public/detail.php?id=249542 최종방문

일 2012년 3월20일. 
42「중국 기업회계준칙 제 12 호-채무재조정(企業會計准則第 12 號-

債務重組(2006)」제 2 조: 채무재조정이란 채무자가 재무곤경에 처한 

상황에서, 채권자가 채무인과 체결한 협의 혹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양보한 사항들을 말한다. 

제 3 조: 채무재조정의 방식: (1) 자산으로 채무를 청산 (2)채무를 

자본으로 전환 (3) 채무조건을 수정, 예컨대 채무 원금 감소, 채무이자 

감소 등, 상기 (1)과 (2)를 포함하지 않음 (4) 이상의 3 가지 방식의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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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더라도 구조조정을 실행하기 보다는 외부 사업환경이 

호전되기를 바라며 어려움을 견디는 것이 상례이다.43  또한 중국의 

경우에는 법 이외의 요소들의 작용이 도산절차신청의 변수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일부 지방정부들은 기업의 도산을 

정부의 실적과 연계시켜 불명예스러운 것으로 보는 경향이 

존재한다. 특히 금융위기와 같이 특수한 시기에는 재정수입의 

감소와 취업기회마련 등 압력으로 심지어 강제적인 조치를 취하여 

지급불능 기업의 도산을 막는 경우도 있다. 주강(珠江) 삼각주 등 

제조업이 밀집된 지역에 이런 경우가 확실히 존재한다고 한다. 또한 

법원의 각도에서 볼 때 재판인력, 자금 등 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기업도산절차는 짧게는 6개월 길게는 몇 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되고 

업무량이 과중하여 도산입건 적극성이 높지 않아 법원도 어느 정도 

정부와 입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44 

상기 원인으로 인해 도산임박회사의 경영자가 재무구조조정이나 

도산절차진입을 꺼려 이른바 “지연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그 

예로 최근까지도 소송계류중인 중국 리런그룹(立人集团)사례를 들 

수 있다.  

2003년에 설립된 중국 리런그룹은 등록자본금이 3.2억 

위안이고 상하이, 절강성, 강소성, 내몽골자치구 등 전국 각지에서 

초, 중, 고등학교, 각종 회사 등을 포함한 36개 계열사를 거느리고 

2005년부터는 부동산개발업, 광산업에 관여하기 시작한 

중견기업이다.  

                                            
43 김건식, 앞의 논문(주6), 275면. 
44 馬麗,  “誰將《破產法》束之高閣”, 「法人雜志」，第5期, 2009, 21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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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원저우(溫州)지역을 대표로 하는 

중국 동부연해지역의 많은 중소기업들이 연쇄 도산하는 와중에 

리런그룹도 부채가 급증하기 시작해 2009년 부채액이 10억 

위안으로 늘어났으며 은행대출을 받기 어려워지면서 민간대출을 

이용하기 시작했고 급기야 자금순환이 끊겨 도산 위기에 빠지게 

되었다. 

 2011년 10월31일, 리런그룹은 이사회를 통해 일방적인 

채무상환중지 및 재무구조조정을 진행할 것을 선포했다. 이어 

2011년 11월에 그룹산하의 2개 회사의 지분에 대해 채무의 

출자전환, 2014년 7월에 준공 할 건축중인 부동산의 인수(약 23억 

위안), 5년간 분할상환 등 세 가지 채무재조정 방안을 내놓았다. 

합계 16억 위안의 채권을 보유한 채권자들이 상기 세가지 방안에 

대해 동의 했다. 45그러나 리런그룹의 채권자수가 워낙 방대하고 그 

구성으로부터 볼 때 일반 대중, 공무원, 은행직원 및 간접적으로 

연결된 최종채권자인 은행 등 다양한 이익그룹들이 포함되어 있어 

각자 추구하는 이익이 달라 결국 상기 재무재조정 방안에 대해 

채권자그룹의 만장일치의 합의를 얻을 수 없어 사실상 협상이 

결렬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년 2월3일 이사장인 董順生 및 6명의 

이사들을 포함한 리런그룹 경영자들은 불법으로 공중예금을 유치한 

혐의로 공안당국에 의해 형사강제조치를 받기 전까지 3개월이 

지나도록 여전히 도산신청을 하지 않았고 지방정부 역시 이 일에 

                                            
45 張麗華，李娟，“立人集團涉民間融資或達80億，債務重組方案遭拒”, 人民

網 http://finance.people.com.cn/GB/17036702.html 최종방문일 2012.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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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여하지 않았다. 그런 와중에 리런그룹이 중국 도산법 관련규정을 

회피하여 정부관료, 공무원 등 개별채권자의 채무를 우선 

변제했다는 의혹이 불거졌고 2012년 3월6일 일부 채권자들이 

원저우시 중급법원에 정부의 부작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리런그룹의 재무장부를 공개하고 상기 기간에 개별채권자에게 

지급한 원리금을 상환하여 원고들에게 안분배당을 할 것을 

청구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중국 ‘기업도산법’ 제32조에 의하면 인민법원이 도산신청을 

접수하기 전 6개월 이내에 채무자가 개별채권자의 채무를 청산 

했을 경우 파산관리인은 인민법원에 이를 취소할 것을 청구 할 수 

있다. 리런그룹은 바로 상기 규정을 회피하기 위하여 도산을 

주저하였다는 견해도 있다. 46 

중국 기존의 법률제도하에서 사적인 워크아웃은 법적인 근거가 

없고 법에 따른 강제조치를 취할 수 없으며 또한 상기 사실이 

증명하듯이 채권자들이 다수일 경우 각자 자기 이익을 추구하고 더 

좋은 조건을 얻기 위해 “버티기”를 시도하는 그룹들이 있는가 

하면 무임승차하는 그룹도 있어 사적인 워크아웃의 성공확률이 

낮다. 

요컨대 지연문제 역시 경영자들의 부적절한 행동문제 못지않게 

심각한 폐해를 낳는다. 지연문제의 폐해는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첫째, 재무구조조정이 늦어 질수록 도산임박회사의 회생은 

어려워진다. 둘째, 일단 도산에 임박한 상태에 들어가면 회사가치는 

                                            
46  張麗華, “溫州立人集團147位債權人申請國家賠償近7000萬”, 中國經濟網，

2012年2月28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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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속히 감소되므로 청산결정이 늦어질수록 채권자에게 돌아갈 몫은 

줄어든다.47  중국 회사법 및 도산법에는 아직까지 직접적으로 회사 

도산임박시의 지연문제에 대처하는 규정이 없기에 이 방면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제4절 중국법상 전통적인 채권자보호의 틀 및 문제점 

 

중국 회사법은 제1조에서 회사법의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가 

회사채권자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라 명확히 규정하였다. 물론 

이러한 보호는 회사 설립 시부터 회사운영 및 회사청산까지 

일관된다. 따라 본 절에서는 중국 기존의 전통적인 채권자보호의 

틀과 그 문제점에 대하여 논의하기로 한다. 

 

Ⅰ. 정보공시의무 

 

회사는 그 설립, 운영 및 청산과정에서 반드시 회사법상의 

강행규정에 따라 회사의 중대한 사항, 정보 및 중요자료와 보고를 

공시해야 한다. 

예컨대, 중국 ‘회사법’ 규정에 따르면 회사는 설립 시 반드시 

회사등기기관에 가서 회사정관, 등록자본금, 실제 납입자본, 

경영범위, 주주 및 이사의 기본사항 등 회사 기본정보를 등록해야 

하며 경영과정에 변경사항이 생길 경우 제때에 등기기관에 가서 

변경등기를 해야 하며 일반 대중은 회사등기기관의 등록사항에 

                                            
47 김건식, 앞의 논문(주6), 275-27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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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조회를 신청할 수 있다. (‘회사법’ 제12조, 제13조, 제14조)48 

또한 중국 법률은 상장회사에 대해서 보다 엄격한 요구를 하고 

있다. 예컨대 상장회사는 주식모집설명서, 상장공고서, 정기보고서 

및 임시보고 등을 공시해야 한다. (‘상장회사 정보공시 

관리방법’(上市公司信息披露管理辦法) 제5조) 법률의 규정에 

따르면 정보공시의 내용에는 회사 경영과정에 맞닥뜨리는 거의 

모든 중대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어 회사사무공개에 대한 규정은 

어느 정도 회사와 채권자간의 정보비대칭을 해소하여 그들이 

투자결정을 내릴 때 참고할 만한 지침을 제공하고 채권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전제가 된다. 

하지만 정보공시 규정의 채권자 이익보호 기능에는 한계가 있다. 

일반적으로 정보공시에 관한 규정은 ①회사 홈페이지에 게재 혹은 

상업등록을 통한 정보접근이 용이, ②주기적인 정보갱신, ③동일한 

포맷, 표준화된 기법, 계산, 보고서 서식 등을 통한 정보의 표준화, 

④정보자체가 이해하기 쉽고 정보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용이한 점 등 조건을 만족할 경우에만 이를 통한 효과적인 채권자 

보호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지속적인 공시는 엄청난 

                                            
48 ‘회사법’제12조: 회사의 경영범위는 회사정관에 규정하고 법에 의하여 

등록한다. 회사는 그 정관을 수정하고 경영범위를 변경할 수 있으나 등록 

변경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13조: 회사의 법정대표자는 회사의 정관에 따라 이사장, 집행이사 

또는 경리가 담임하며 아울러 법에 따라 등록해야 한다. 회사의 법정대표

자를 변경 시에는 등록 변경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14조: 회사는 지사를 설치할 수 있다. 지사를 설립하려면 회사 등록

기관에 등록신청을 제출하고 영업허가증을 수령해야 한다. 지사는 법인자

격을 갖지 못하며 그 민사책임은 회사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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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이 들기 마련이므로 현실에서는 기대하기 어렵다. 49 

또한, 비상장회사일 경우 회사등기기관에 등록한 등록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은 회사설립 시의 금액으로 참고가치가 현저히 낮다. 

반대로 상장회사일 경우에는 분기보고서, 반기보고서 및 연차보고서 

등을 발행하지만 채권자들간 능력의 차이가 있는 만큼 

소액채권자일 경우 통상 보고서의 세부사항에 대해 자세히 

분석하고 회사의 지급불능 가능성을 정확하게 평가하는데 필요한 

지식, 기술 및 자원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게다가 현재 중국 

상장회사의 정보공시의 질이 높지 않아 허위정보 공시사례가 

허다하기에 이 제도의 효과가 크게 절감된다. 

 

Ⅱ. 회사 조직변경 시 채권자 보호 절차  

 

회사에 중대한 변화가 일어날 때 채권자로 하여금 새로운 변화에 

따라 자신의 채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회사 법은 회사 

합병, 분할, 감자 혹은 인민법원이 도산신청을 접수 한 후 채권자에게 

이를 고지하도록 하는 일련의 제도를 두고 있다. 예컨대 2006년 

‘회사법’에 따르면 회사는 합병 혹은 등록자본금을 감소하기로 

의결한 날로부터 10일 내에 채권자에게 통지하고 30일 내에 

신문을 이용해 공지해야 한다. 채권자는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통지서를 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신문 공지일로부터 

45일 내에 회사에 채무를 상환하거나 상응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49  Peter O Mülbert, 앞의 논문(주27), p.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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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할 수 있다. (‘회사법’ 제174조 및 제178조)50 

상기 제도가 채권자의 이익을 고려하여 마련되었다는 점은 

의심할 여지가 없으나, 제도 설계의 불합리성으로 인해 사실상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제도에 따르면 채권자가 자신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통지를 받았거나 관련 공고를 봤어야 한다. 그러나 사실상 

많은 회사들은 고지절차가 번거로워 악의로 채권자에게 통지를 

하지 않고 그다지 주의를 끌지 않는 신문에 간단한 공지사항을 

게재하곤 한다.   

둘째, 회사가 채권자의 요구대로 채무를 청산하지 않거나 담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의 구제조치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채권자는 어떤 방식으로 자신의 채권을 실현해야 하는가? 

회사의 결의가 통과하는 것을 막거나 이를 무효로 할 수 있는가? 

회사법은 상기 의문에 대한 해답을 제공하지 않았다. 요컨대 상기 

                                            
50 ‘회사법’제174조: 회사가 합병할 경우에 합병 각방은 합병계약을 체결하

고 대차대조표 및 재산명세서를 작성해야 한다. 회사는 합병을 의결한 날

로부터 10일 내에 채권자에게 통지하고 30일 내에 신문에 공고해야 한다. 

채권자는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통지서를 받지 못하였을 경

우에는 공고일로부터 45일 내에 회사에 채무를 상환하거나 상응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회사법’제178조: 회사가 등록자본금을 감소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대

차대조표 및 재산명세서를 작성해야 한다. 

회사는 등록자본금을 감소하기로 의결한 날로부터 10일 내에 채권자에게 

통지하고 30일내에 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채권자는 통지서를 받은 날로

부터 30일 내에, 통지서를 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45일 내에 회사에 채무

을 상환하거나 상응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회사가 자본금을 감소한 후의 등록자본금은 법정 최저한정액보다 적어서

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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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가 가지는 실제 의의는 크지 않으며 채권자 보호 역할 역시 

극히 미미하다고 볼 수 있다. 

 

Ⅲ. 회사자본유지원칙 

 

2006년 개정 회사법은 법정자본제와 수권자본제의 일부 요소를 

결합한 절충자본제를 채택하였다. 이 제도는 회사 설립과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하고 자금 이용의 효율을 높이는데 상당한 

기여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어느 정도 회사 채권자가 부담하는 

위험을 증가시키고 채권의 실현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사실이다. 

또한, 최저 등록자본금 액수를 감소 내지 그 자체를 취소하는 세계 

각국 입법의 행보에 발맞춰 중국 회사법 역시 유한책임회사와 

주식회사의 최저등록자본금 액수를 대폭 감소했다. (‘회사법’ 

제26조, 제81조) 출자방식에서도 구 ‘회사법’에서는 허용 가능한 

방식을 열거하고 그 외의 기타 방식을 일절 승인하지 않은데 비해 

개정 ‘회사법’은 현금, 실물자산, 지적재산권, 토지사용권 등 

구체적인 출자방식을 열거하고 이에 더해 가격으로 환산할 수 있고 

법에 의해 양도 가능한 비 화폐 자산 출자가 가능하다는 포괄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제27조, 제83조)51 또한 현금출자의 비례도 대폭 

                                            
51 ‘회사법’제27조: 주주는 화폐로 출자할 수도 있고 현물, 지재권, 토지사용

권 등 가격으로 환산할 수 있는 동시에 의법 양도 가능한 비화폐의 재산을 

평가하여 출자할 수도 있다. 단 법률, 행정법규에 출자할 수 없다고 규정한 

재산은 제외이다. 

출자로 한 비화폐 재산은 가치를 평가하고 재산을 사정하여야 하며 가격을 높게 

또는 낮게 산정해서는 아니 된다. 법률, 행정법규에 가치평가에 대하여 별도의 규

정이 있는 경우는 그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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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춰 최저 30%까지 허용했다. (제27조) 이외에도 개정 회사법은 

여러 세부적인 규정으로 회사설립규제 및 회사에 대한 감독과 관리를 

완화하고 회사의 자치범위를 확대하고 회사운영의 효율성 제고 등에 

대한 충분한 고려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중국 회사법상 자본 3원칙을 기반으로 한 제도는 

영미국가들과 비교할 때 아직 시작 단계에 불과하며, 앞서 제1장에서 

논의했듯이 채권자 보호에 있어 자본제도 자체의 고유한 결함으로 

인해 자본제도로 채권자를 보호하려는 시도는 수포로 돌아갔고 그 

대안으로 채권자에게 제도적인 구제를 제공하는 것이 더욱 

절실해졌다. 

 

Ⅳ. 회사 법인격부인 

 

중국 2006년 개정회사법은 채권자보호의 일환으로 법인격부인 

제도를 새로이 도입했다. 동법의 규정에 따르면, “회사의 주주는 

법률, 행정법규 및 회사의 정관을 준수하고 법에 따라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며 주주의 권리를 남용하여 회사 또는 기타 주주의 권익에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또한 회사 법인의 독립적 지위와 주주의 

유한책임을 남용하여 채권자의 이익을 침해 해서는 아니 된다. 

회사의 주주가 자신의 권리를 남용하여 회사 또는 기타 주주의 

손실을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법에 따라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전체 주주의 화폐 출자액은 유한책임회사 등록자본금의 30% 미만이어서

는 아니 된다. 

‘회사법’제83조: 발기인의 출자방식은 본 법 제27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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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주주가 회사 법인의 독립적 지위와 주주의 유한책임을 

남용하여 채무를 도피하고 회사채권자의 이익에 엄중한 손실을 입혔을 

경우에는 회사의 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52 

회사 법인격남용과 주주의 유한책임을 겨냥하여 발전시킨 

법인격부인제도는 전통 회사법 이론에 대한 중대한 돌파이며 이 

제도의 도입은 중국 회사법 연혁에서도 획기적인 의의를 갖는다. 

하지만 채권자보호 측면에서 이 제도는 여전히 아래와 같은 단점들을 

갖고 있다.53 

첫째, 주식회사는 보통 주주 수가 방대하고 그 변동 또한 

빈번하기에 책임을 질 주주를 확정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또한 

실무에서는 흔히 채권자와 회사간의 정보비대칭으로 인하여 채권자의 

입증책임에 대한 부담이 크고 회사 법인격부인을 적용한다고 해도 

주주들이 흔히 기소 당하기 전에 자산을 이전하여 집행불능의 위험이 

있기에 소송비용이 높다.  

둘째, 중국 회사법은 비록 원칙상 회사 법인격 부인을 승인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적용요건 및 절차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부재하기에 

                                            
52 ‘회사법’ 제20조: 회사의 주주는 법률, 행정법규 및 회사의 정관을 준수

하고 법에 따라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며 주주의 권리를 남용하여 회사 또

는 기타 주주의 권익에 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또한 회사 법인의 독립

적 지위와 주주의 유한책임을 남용하여 회사 채권자의 이익을 손상해서는 

아니 된다. 

회사의 주주가 주주의 권리를 남용하여 회사 또는 기타 주주에게 손실을 

조성하였을 경우에는 법에 따라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회사의 주주가 회사 법인의 독립적 지위와 주주의 유한책임을 남용하여 

채무를 도피하고 회사 채권자의 이익에 엄중한 손상을 조성하였을 

경우에는 회사의 채무에 대한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 

53 王會傑，“論公司高管對債權人承擔責任的制度建構”，中國政法大學碩士學

位論文，2011, 9 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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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그 적용에 있어 의거할 법이 없는 상태이다. 

또한 현대 회사의 지배구조에 중대한 변화가 일어나 주주의 

지위가 점차 하락하고 단일 주주가 회사에 미치는 영향이 극히 

제한적이고 회사의 실질 지배자, 이사, 감사, 고급관리자의 역할이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주주행위의 규제에만 초점을 둔다면 

채권자보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본다. 아울러 회사 

법인격부인은 도산제도와 마찬가지로 사후적인 법률구제수단으로서 

적극적인 예방역할을 할 수 없고, 안정적이고 경상적인 채권자 

보호시스템을 제공할 수 없다. 

 

제3장 중국법상 채권자에 대한 경영자의 

의무 및 책임규정 

 

중국 현행 회사법은 전형적인 주주중심주의 모델을 취하고 

있는바, 회사의 여타 이해관계자들을 언급한 조항이 매우 드물고, 

실질적인 내용보다는 상징적인 문구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회사지배구조에 관한 연구에서도 이론연구에 많이 치우치고 

실증연구에서는 주로 소액주주의 이익보호, 이사회 및 감사회에 

대한 연구에 초점을 두고 회사지배에서 채권자를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참여에 대해서는 소수의 학자들만 이론적으로 

언급하고 실증연구는 더욱 부족한 상태이다. 54 앞서 논의한 

채권자보호제도의 공통점 역시 본 논문에서 주로 다루고자 하는, 
                                            
54 安毓秀, 앞의 논문(주30), 31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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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권자 이익침해의 근원이라 할 수 있는 회사 경영자의 

행위규제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개혁개방 초기에 중국은 기본적으로 계획경제체제를 유지하고 

있었고 회사법제가 극히 낙후하였으며 회사법의 일부 이론은 

기본적으로 전통 민법이론을 차용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그 

후 개혁개방이 진전됨에 따라 중국 연해지역과 경제특별구의 

급속한 발전으로 회사법제의 빠른 발전이 이루어졌다.55  이에 따라 

1992년 중국 해남성 경제특별구의 지방법규를 시작으로 증권법 

등에서 이사의 제3자책임에 대한 규정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채권자 보호에 있어 경영자의 행위에 초점을 두고 경영자의 적절한 

행위를 유도하는 보다 합리적인 입법의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했다. 

 

제1절 현행법상 관련 규정 및 문제점 논의 

 

Ⅰ. 1992년 해남성 경제특별구56 주식유한회사조례 

 

1988년 경제특별구 설립을 통한 외자 유치와 개혁개방을 

가속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해남성 경제특별구가 설립되었고 그 

결과 활발한 외자유입과 경제발전을 추진하고 기존 중국의 

회사법제도 또한 국제적인 추세에 발맞춰 변화의 필요성이 
                                            
55 류정상, “중국회사법상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에 관한 연구”, 「고려

법학」, 2009, 333면. 
56 “중국의 경제특별구(Special economic Zones)는 일정한 지역을 지정하

여 대외경제활동에 있어 기타 지역보다 더 개방되고 원활한 정책적․제도적 

지원이 이루어지는 특수지역을 말한다.”(郗藩封, “略論經濟特區”, ｢國際貿

易｣, 1990, 21頁에서 재인용). 현재 심천(深圳), 주해(珠海), 산두(汕頭), 하

문(廈門) 및 해남(海南) 등이 경제특별구로 지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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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두하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하에 1992년에 “중국해남성 

경제특별구 주식유한회사조례”가 시행되기 시작했고 바로 동 

조례에서 최초로 이사가 채권자에 대해 민사책임을 지는 

일반원칙을 도입했다. 

조례의 규정에 따르면 첫째, 이사는 직무수행 중 중대한 과실로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 회사와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동 조례 제106조). 둘째, 이사회의 결의가 법률, 행정법규, 

회사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를 위반하거나 그 권한을 넘어 

회사에 손해를 가한 경우 결의에 참여한 이사는 연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결의 당시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의사록에 

남아있는 자는 책임을 면한다(동 조례 제107조 제1항). 셋째, 

결의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대리인을 통하여 결의에 참여한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책임을 면할 수 

없다(동 조례 제107조 제2항). 

그러나 동 조례는 지방 입법기관이 제정한 지방법규로서 그 

적용범위에 있어 해남성에만 국한되어 있고 전국범위에서 효력을 

발생할 수 없으며 중국 “입법법(立法法)”의 규정 57 에 따라 

회사법과 같은 기본법에서 다뤄야 할 이사의 민사책임제도를 

지방법규에서 규정했다는 것은 부적절할 소지가 있다. 

                                            
57  ‘중화인민공화국입법법(中華人民共和國立法法)’제64조: (지방법규의 권

한) 地方性法規可以就下列事項作出規定：（一）爲執行法律、行政法規的規

定，需要根據本行政區域的實際情況作具體規定的事項；（二）屬于地方性事

務需要制定地方性法規的事項。 

  除本法第八條規定的事項外 ， 其他事項國家尚未制定法律或者行政法規的 ，

省、自治區、直轄市和較大的市根據本地方的具體情況和實際需要 ， 可以先制

定地方性法規。在國家制定的法律或者行政法規生效後 ， 地方性法規同法律或

者行政法規相抵觸的規定無效，制定機關應當及時予以修改或者廢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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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회사도산절차에서의 경영자의 책임 

 

회사가 도산하여 청산하는 과정에서 법률이 정한 상황이 발생 

할 경우, 법률은 회사채권자에게 직접 경영자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중화인민공화국회사법> 적용관련 

약간의 문제에 대한 규정(2)”에 따르면, 회사 도산청산 시 

유한책임회사의 주주, 주식회사의 이사 및 지배주주가 법정기한 

내에 청산팀(清算組)을 구성하여 청산을 시작하지 못하여 재산의 

가치하락, 유실, 훼손 혹은 멸실을 초래하였을 경우 초래한 

손실범위 내에서 상기 인원에게 회사채무에 대한 배상책임을 

청구할 수 있고 의무이행에 태만하여 회사의 주요 재산, 장부, 

중요문서 등이 멸실 되어 청산을 진행할 수 없을 경우, 채권자들은 

상기 인원에게 회사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을 질 것을 주장할 수 

있다. 또한 중국 회사실무에서 자주 등장하는 유한책임회사의 주주, 

주식회사의 이사 및 지배주주, 실질 지배자가 회사 해산 후, 악의로 

회사재산을 처분하여 채권자에게 손실을 발생시켰거나 법정절차에 

따라 청산을 하지 않고 거짓 청산보고서로 회사 등기기관에서 

법인말소등기를 했을 경우, 채권자는 회사채무에 대해 상응한 

배상책임을 질 것을 주장할 수 있다.58 

이외 “기업도산법”도 이사의 회사 채권자에 대한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바, 제128조에 의하면 “채무자가 동법 제31, 32, 

                                            
58 ‘<중화인민공화국회사법>적용 관련 약간의 문제에 대한 규정(2)(關於適

用<中華人民共和國公司法>若幹問題的規定)’ 제18조 및 제19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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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조 59 의 행위를 해서 채권자이익에 손실을 입힐 경우, 

채무자회사의 법정대표자 및 직접 책임인원은 반드시 법에 따라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즉, 만약 이사가 채무자회사의 법정대표자 

혹은 기타 직접 책임인원이라면 채권자는 이를 근거로 이사에게 

직접 책임을 청구 할 수 있다. 

이러한 규정들은 비록 채권자에게 일정한 권리를 부여했으나 

회사 경영자의 부적절한 행위가 통상 회사의 일상적인 경영활동 

중에서 발생하는 현실에 반해 단지 회사 도산 시에만 적용 

가능하다는 단점이 있기에 마찬가지로 채권자의 이익보호의 효과가 

크지 않다. 

 

Ⅲ. 증권법 및 관련 사법해석 

 

중국 증권법은 특정한 경우의 이사의 제3자 책임에 대하여 지

방법규를 초과하여 전국범위의 입법선례를 제공한다. 동법 제69조

                                            
59  ‘기업도산법(2007)’ 제31조: 인민법원이 파산신청을 접수하기 전 1년 
이내에 채무자의 재산과 관련되는 다음의 행위에 대하여 관리자는 인민법
원에 철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一)무상으로 재산을 양도한 경우 (二)명
백히 불합리한 가격으로 거래를 진행한 경우  (三)재산 담보가 없는 채무
에 대하여 재산 담보를 제공한 경우 (四)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채무에 
대하여 사전 상환을 청구한 경우 (五)채권을 포기한 경우 

제32조: 인민법원이 파산신청을 접수하기 전 6개월 이내에 채무자가 이 
법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정황이 있고 여전히 개별 채권자에 대하여 
상환을 진행하는 경우 관리자는 인민법원에 철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단, 개별상환이 채무자의 재산에 수익을 발생하게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33조: 채무자의 재산과 관련되는 다음의 행위는 무효하다. (一)채무를 
회피하고 재산을 은닉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二)채무를 날조하거나 또는 
진실하지 아니한 채무를 승인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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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르면, “이사는 증권거래 중 자신의 과실로 인해 허위정보를 

공시, 오도 혹은 중대한 누락이 있을 경우 발행인 및 상장회사와 함

께 투자자에 대해 연대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최고인민법원

이 2003년에 공표한 “증권시장에서 허위진술로 인한 민사배상 사

건의 재판에 관한 약간의 규정”제21조에서도 “발기인, 발행인 혹

은 상장회사가 허위진술로 인해 투자자의 손실을 초래했을 경우 민

사배상책임을 진다. 발기인, 상장회사의 책임이 있는 이사, 감사 및 

경리 등 고급 관리인원은 상기 손실에 대해 연대배상책임을 져야 

하며 과실이 없음을 증명 할 경우 면책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상기 증권법상 규정은 투자자 즉 제3자에 대한 경영자의 책임

을 명확히 해서 회사법의 미흡한 부분을 어느 정도 보완했고 투자

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투자적극성을 유인하는데 중요한 의의가 있

다. 60 

그러나 증권법과 회사법의 관계를 분석해보면, 중국 증권법은 

제2조에서 “본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회사법과 기타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증권법은 

정부채권을 제외하고는 그 내용이 대부분 주식회사의 주권과 

회사채의 모집, 발행, 거래 등에 관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항들은 근본적으로 회사법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지만 그 기술적 

특수성과 현실적 필요성 때문에 증권법에서 규율 하게 되었고 

회사법에 대한 특별법적 지위를 갖는다. 61  따라서 상기 규정 역시 

그 적용범위에서 증권거래 및 상장회사 정보공시에만 국한되고 

                                            
60任佩，“我國董事對第三人責任制度之反思”， 「商业研究」， 2004年 第1

9期, 146頁. 
61 이정표, 앞의 논문(주14),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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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에 관련규정이 없고 일반원칙에 대한 규정이 없는 한 

회사채권자를 전면적으로 보호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Ⅳ. 2006년 개정 회사법 

 

 중국 개정 회사법은 단지 회사에 대한 경영자의 충실의무, 

주의의무 및 경업금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의무의 

수혜자는 회사이고 채권자가 아니다. 중국 회사법은 회사채권자에 

대한 경영자의 의무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중국 ‘회사법’ 제150조의 규정에 따르면 “이사, 감사, 고급 

관리인원이 회사 직무 수행 시 법률, 행정법규 또는 회사정관의 

규정을 위반하여 회사의 손실을 초래 하였을 경우 회사에 대해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회사 자산은 채권자의 채권을 실현하는 

보장이므로 경영자의 행위가 회사 자산을 감소 했을 경우 채권자의 

채권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기에 회사에 대한 경영자의 

배상책임이 간접적으로 채권자 이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회사법’의 앞뒤 조항 및 전체 맥락을 함께 분석해 볼 

때, 상기 규정의 채권자 보호작용은 미미한바, 그 이유는 상기 회사 

경영자의 배상책임은 회사 내부인사와 주주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회사법’의 규정에 따르면 회사 경영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주주와 회사 내부인원만이 제기할 수 있으며 채권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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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인으로서 상기 소송행위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으나 

행위의 결과에 대해서는 상기 당사자들과 공동으로 부담해야 한다. 

(제152조)62 

  따라서 비록 이 제도는 회사 고급 관리인원의 행위를 

규제하고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는 면에서 고무적이라 할 수 있으나 

회사 채권자, 특히 공개회사의 채권자 보호 역할을 수행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 원인으로 아래의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1) 현재 중국의 현실로부터 판단할 때, 회사에서 내부 인사들 

간에 서로 소송을 제기 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중국의 회사기관들 간의 상호제약 수준이 비교적 낮고, 그 중에서도 

특히 회사의 감사 및 감사회가 회사사무에 대한 적극성이 부족하여 

많은 회사의 상기 기관들이 형해화 되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은“인정(人情)”, 

“관계(关系)” 관념이 특히 강하여 감독, 관리 및 상호제약을 

무력하게 만든다. 

                                            
62  ‘회사법’제152조: 이사, 고급 관리인원이 동법 제150조에서 규정한 

상황이 있을 경우, 유한책임회사의 주주, 주식 유한회사에서 연속 180일 

이상 단독 또는 공동으로 회사 1%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는 감사회 

또는 감사회를 두지 않은 유한책임회사의 감사에게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출하도록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감사가 동법 제150조에서 규정한 

상황이 있을 경우 상기 주주는 이사회 또는 이사회를 설치하지 않은 

유한책임회사의 집행이사에게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도록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다. 

감사회, 감사회를 두지 않은 유한책임회사의 감사, 또는 이사회, 

집행이사가 전항에서 규정한 주주의 서면청구서를 받은 후 소송을 거부하거나 

또는 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거나, 또는 

사정이 급하여 즉각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면 회사의 이익에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초래할 수 있을 경우 전항에서 규정한 주주는 회사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명의로 인민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타인이 회사의 합법적 권익을 침범하여 회사에 손실을 초래하였을 

경우 본 조 제1항에서 규정한 주주는 앞 두 항의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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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유주식을 제외한 기타 주주들의 지분이 매우 분산되어 

주주가 상기 권리를 행사하는 비용이 높아져 회사를 위해 이익을 

쟁취하고 권리를 보호했다 해도 단일 주주에게 직접 돌아가는 

이득이 매우 적어 주주들이 권익보호를 추구하는 적극성이 높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3)문맥상 본 규정은 이사의 행위가 채권자에게 간접적인 

손실을 안겨줬을 경우에만 어느 정도 채권자이익을 보호하는 

기능을 하고 이사의 행위가 채권자의 채권에 직접적인 손실을 

초래했을 때는 아무런 도움이 못 된다. 예를 들어, 주식회사가 

외부에 허위정보를 공시하거나 회사 이사가 채권자를 악의로 

기만하여 손실을 입혔을 경우 채권자는 상기 제도를 통해 이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없게 된다. 

또한 ‘회사법’ 제153조의 규정에 따르면 이사, 고급 관리인원이 

법률, 행정법규 또는 회사정관의 규정을 위반하고 주주의 이익을 

손상하였을 경우 주주는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채권자에 대한 경영자의 의무와 책임을 명확히 하지 않아 

회사채권자가 손실을 입었을 경우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는 

구제수단이 없다. 

정리해보면, 회사 경영자와 채권자의 관계는 아래의 두 

측면에서 분석할 수 있다. 첫째, 경영자가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여 활동할 때, 그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채권자에 대해 

직접 책임을 지는가? ‘회사법’은 이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다. 중국 

민법통칙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경영자의 불법행위는 곧 회사의 

불법행위이며 회사가 채권자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고 경영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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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된다. 그러나 경영자의 불법적인 행위가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히거나 심지어 회사 도산의 이유가 될 경우에는 회사 채권자의 

채권은 상환불능 혹은 불완전변제의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 

다른 한편으로, 경영자가 직무집행과정에서 회사에 손해를 

입혔을 때 회사채권자에 대해 배상책임을 지는가? 현행 회사법에는 

이에 관한 규정이 없다. 따라서 전통 회사법이론에 따라 

회사채권자는 회사와의 계약에 의존해 권리를 주장하는 것 외에는 

회사사무의 관리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며 이사가 회사 자산을 

침해하는 행위를 해도 회사채권자는 이에 대해 속수무책이다. 63 

 

제2절 최신 입법동향 

 

Ⅰ. 최고인민법원 회사법 적용규정(三)발표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2011년 1월 27일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적용 문제 관련 약간의 문제에 대한 규정(3)≫’(이하 

‘적용규정’)을 공포하여, 2011년 2월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법적분쟁의 해결을 위한 재판의 근거가 되는 중요한 기준으로서 

헌법이나 법률 또는 행정법규를 제외하고, 중국에서 최고인민법원의 

사법해석은 재판에서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 최고인민법원의 법 

적용과 관련한 사법해석은 유사사건에 있어서 중요한 

법원(法源)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고 하급 법원에서 재판절차를 

                                            
63 安毓秀, 앞의 논문(주30), 60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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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하는 과정에서 법률의 적용에 대한 의문이 생기면 

최고인민법원에 구체적인 해석을 요구하고, 최고인민법원은 법률의 

구체적 적용을 위한 사법해석을 진행하여 당해 사건의 해결은 물론 

향후 예상되는 분쟁 해결의 통일적 기준을 제시한다. 

금번 ‘적용규정’은 총 29조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내용으로는 

발기인의 책임, 현물출자자의 책임, 가장납입의 금지, 명의주주와 

실질주주의 관계 등을 담고 있고, 채권자 보호측면에서는 여전히 

자본3원칙을 강조하여 회사 채권자를 보호하려는 사고를 담고 있다. 

그러나 고무적인 면은 회사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회사 경영자의 

(채권자를 포함한) 제3자에 대한 책임의 가능성을 열어 주었다는 

점이다. 

회사법 규정에 따르면, 이사, 감사, 고급 관리인원은 법률, 

행정법규 및 회사정관을 준수하고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와 

근면의무를 진다(제148조). 또한 이사, 감사, 고급 관리인원이 

회사의 직무수행 시 법률, 행정법규 또는 회사정관의 규정을 

위반하여 회사의 손실을 초래 하였을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제150조). 그러나 중국 민법상 “법인은 그 기관 구성원의 

직무행위에 대해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 64 는 원리에 따라 원칙상 

회사의 이사 및 고급 관리인원이 회사 명의로 종사한 행위에 대해 

회사채권자를 포함한 제3자에게 민사책임을 질 필요는 없다. 

그러나 “적용규정”에서 최고인민법원은 확고하게 자리잡은 

                                            
64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中華人民共和國民法通則）” 제43조 및 최고

인민법원의 사법해석인 “<민법통칙>을 관철하여 실행하는 약간의 문제에 

대한 의견(시범시행)(關於適用<中華人民共和國民法通則>若幹問題的意見

（試行）)”제58조 참조.  



 

 ４９

상기 원칙을 어느 정도 수정하여 제13조와 제14조에서 미출자 혹은 

출자도피와 관련된 경우에 채권자가 직접 이사와 회사 고급 

관리인원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주었다. 

(1)적용규정은 회사 채권자에 대한 이사, 및 고급관리인원의 

책임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회사가 증자를 할 때 주주가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완전히 이행하지 아니하여 주주 

또는 발기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원고(의무를 이행한 기타 주주 

또는 회사 채권자)가 회사법상 충실의무 및 근면의무를 해태하여 

출자를 완납하지 아니한 이사, 고급관리인원에게 상응한 책임부담을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승인하여야 하며, 이사, 

고급관리인원은 책임을 부담한 후 피고 주주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할 수 있다(제13조). 

상기 규정에서 “상응한 책임”의 의미, 즉 주주가 어느 정도로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이사와 고급 관리인원의 충실의무 

및 근면의무의 위반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가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적용규정”은 이사 및 고급 관리인원들이 회사자본 

납입문제를 더욱 유의하고 주주의 행위를 면밀히 주시할 것을 

요하고 있다. 따라서 이사와 고급관리인원들은 책임을 경감하기 

위해서는 주주가 증자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제때에 증자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기미가 보일 때 통지 혹은 이사회 결의 등 방식으로 

회사 자본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하였음을 증명해야만 할 것이다.65 

(2)적용규정은 또 주주와 주주가 불법적으로 출자금을 도피했을 

                                            
65 陳雲 ， “ 公司董事及高管的新責任 ” , 上海方旭律師事務所 
http://www.rplawyers.com/lwfbxq.asp?id=164&lm_id=1， 2011.5.1，최종방문일 

2012년 7월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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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의 처리방식에 대해 규정하였다. 주주가 정상적인 

심의비준절차를 밟지 않고 출자도피(출자금반환)를 한 경우, 회사, 

기타 주주 및 회사채권자는 당해 주주에게 회사에 원리금을 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더욱 중요한 점은, 출자 도피에 도움을 준 

이사와 고급 관리인원의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즉 출자 

도피에 협조한 이사와 고급 관리인원은 회사의 미변제 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게 된다(제14조).66 

                                            
66 ‘회사법 적용규정’ 제13조: 주주가 출자의무를 의행하지 않았거나 전면

적으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회사 또는 기타 주주가 그에게 회사에 대한 법

적 출자의무를 완전 이행할 것을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하여

야 한다. 

회사 채권자가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전면적으로 이행하지 아

니한 주주에게 미출자 원리금 범위 내에서 회사의 미변제 채무부분에 대한 

보충 배상책임을 부담할 것을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하여야 

하며,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전면 이행하지 아니한 주주가 상술

한 책임을 부담한 후 기타 채권자가 같은 청구를 제기하는 경우 인민법원

은 이를 지지하지 아니한다. 

주주가 회사 설립 시에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전면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회사 발

기인에게 피고 주주와 연대책임을 부담할 것을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하여야 하며, 회사 발기인이 책임을 부담한 후에는 피고 주주에

게 배상을 소구할 수 있다. 

회사가 증자를 할 때 주주가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전면 이

행하지 아니하여 이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회사법 제148조 제1항에서 규정한 의무를 다하지 않고 출자를 납부 완료

하지 아니한 이사, 고급관리인원에게 상응하는 책임부담을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하여야 하며, 이사, 고급관리인원은 책임을 부담한 후 

피고 주주에게 배상을 소구할 수 있다. 

제14조: 주주가 출자금을 도피한 후 회사 또는 기타 주주가 회사에 출

자 원리금을 반환하고 출자금 도피에 협조를 한 기타 주주, 이사, 고급관리

인원 또는 실제 지배인에게 그에 대한 연대책임을 부담할 것을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하여야 한다. 

회사 채권자가 출자금을 도피한 주주에게 출자금을 도피한 원리금 범위 내

에서 회사의 미변제 채무부분에 대해 보충 배상책임을 지거나 출자금 도피에 협

조를 한 기타 주주, 이사, 고급관리인원 또는 실제 지배인에게 그에 대한 연대책

임을 부담할 것을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하여야 하며, 출자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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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적용규정”의 채권자 보호내용에 관한 평가  

 

한국의 대법원은 특정한 법의 해석과 적용에 관하여 항소 및 

상고 등을 통하여 구체적 사건에서 당사자가 심판을 구하는 경우에 

수동적으로 이를 판단하여 판결하고 하급심 법원이 그 판결내용을 

참고하도록 되어 있음에 반하여,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계속 중인 

구체적 사건이 없더라도 적극적으로 법해석에 관한 지침을 

최고인민법원의 규정으로 발표할 수 있다. 최고인민법원의 규정들은 

법규로서의 효력은 없지만 사실상 하급 인민법원들이 이를 

기준으로 하여 재판을 진행하고 67 일부 법원은 심지어 최고 

인민법원의 사법해석의 출범을 기다려 사건을 접수하고 판결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 관해 비록 제도상의 비판은 있지만 사법해석이 

중국 재판실무에 확실히 지대한 영향을 주기에 이를 유의할 필요가 

있다. 

중국에서 채무자(기업)는 규모가 작고 자산이 적은 경우 소송 

후 판결의 집행에 있어 어려움이 크다. 지금껏 주주가 출자금을 

도피하면 직접 당해 주주의 책임을 묻는 것이 해결방식중의 

하나였으나 실생활에서 불법적인 출자금도피를 증명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기에 이런 방식은 아주 적게 채택되고 있다. 

핵심문제는 지금껏 중국의 다수 기업이 채권자로부터 오는 

                                                                                                        

도피한 주주가 상술한 책임을 부담한 후 기타 채권자가 같은 주장을 제기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하지 아니한다. 
67 “중국 최고인민법원 회사법 적용문제에 대한 규정 발표”, 법무법인(유)

태평양 Legal Update China, Vol. 32, 20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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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을 크게 느끼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사와 고급관리자로 하여금 

직접 채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채권자에게 또 다른 선택을 

부여하여 회사 배후의 “개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고 심지어 

개인재산의 동결을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채권자가 이러한 “개인”에 더욱 많은 압력을 가할 수 있어 분쟁의 

효과적인 해결을 기대할 수 있다.68 

그러나 사법해석의 본원인 “회사법”상 관련 규정이 없으므로 

통일적이고 유기적인 법체계를 유지할 수 없으며, 일반적인 규정이 

없어 특정부류의 사례들이 누적이 된 경우에야 사법해석의 방식으로 

규제를 하고 있어 법이 변화하는 실무에 비해 늘 뒤쳐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회사법에서도 회사 채권자에 대한 이사의 의무를 

규정하여 회사법이 사법해석 및 앞에서 논의한 기타 특별법과 함께 

회사 채권자 이익보호를 위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본다. 

 

 

제4장 비교법적 고찰 

 

앞서 본 논문의 제2장에서는 채권자 보호의 필요성과 채권자에 

대한 경영자의 의무 및 책임을 규정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러나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 부적절할 경우 일련의 문제들을 야기하게 

되며 법률적용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의 기타 측면에도 

                                            
68 陳雲，“公司董事及高管的新責任”， 上海方旭律師事務所  
http://www.rplawyers.com/lwfbxq.asp?id=164&lm_id=1, 2011.5.1, 최종방문일 

2012년 7월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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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반드시 신중을 기해야 한다.  

각국 법제는 모두 재무곤경에 처한 회사의 경영자의 적절한 

행동을 유도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또한 이들 법제는 

경영자의 행동을 요구하는 시점과 요구하는 행동의 내용에서 

다양성을 보이고 있다. 이를 두 가지 물음으로 정리해 본다면: 

(1)법률의 강행규정은 어느 시점에 채권자의 이익을 위해 

간섭을 진행해야 하는가? 즉 채권자에 대한 회사 경영자의 의무는 

어느 시점부터 개시되는가? 회사의 지급불능 또는 채무초과 시점 

또는 그 이전인가? 

(2)경영자의 의무가 발생한 시점부터 그들은 무엇을 하거나 

하지 말아야 하는가? 

상기 물음에 대한 답으로, 경영자의 행동 통제 및 동기부여를 

염두에 두고 채권자의 위험을 감소시키려는 취지에서 독일, 영국, 

미국, 한국 등 법제는 상이한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다. 본 장에서는 

중국 보다 앞서 회사제도를 발전시켜 왔던 외국법상 다양한 채권자 

보호제도의 장단점을 비교법적인 시각에서 검토하고 중국 채권자 

보호제도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기로 한다. 

 

제1절 경영자의 의무개시시점에 관한 논의 

 

처음부터 주식회사의 법인격을 의제하여 이론을 발전시키고, 

이사의 권한과 의무를 법정하여 왔던 대륙법계와는 달리 

영미법계에서는 이사의 책임 내지 의무의 범위를 둘러싼 판례를 

통하여, 사회 경제적 발전과 상황의 변화에 따라 이사가 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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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하여야 할 대상이 누구인가를 놓고 조금씩 확장의 경향을 보여 

왔고 그 중심에는 회사의 채권자들이 있다고 할 수 있다.69 

회사 도산 시, 회사의 이익은 채권자의 이익으로 전환되고 

회사의 도산은 경영자의 의무의 전환을 유발한다는 점에는 이론이 

없다. 그러나 문제는 도산의 근처나 경계에 이른 경우 어느 

시점부터 경영자들의 의무가 채권자에게로 전환되는가 하는 것이다.  

경영자의 채권자에 대한 책임을 인정한 미국의 유명한 Credit 

Lyonnais사례 70 에서 Allen 판사는 채권자에 대한 이사의 의무를 

회사 도산 시에서 한발 앞당겨 ‘회사가 도산에 임박했을 때’ (in the 

vicinity of insolvency)부터 부과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즉 

의무전환시점을 도산신청시점이 아닌 지급불능 등 도산 요건이 

드러나는 시점으로 보는 선례를 만들었다. 

그러나 “도산임박”을 경영자 책임전환의 요건으로 볼 경우, 

용어의 정의가 명확하지 아니한 문제점이 있다. 이에 관해, 

의무전환시점의 판단에 있어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기준에는 아래와 

같은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대차대조표 기준이다. 이 기준은 채무자인 회사 자산의 

가치가 부채보다 낮은지의 여부를 고려 하여 채무자인 회사의 

도산신청에 앞서 일정한 시기를 기준으로 신인의무를 부담한다고 

보는 것으로서, 이른바 ‘채무초과’의 경우에 의무전환이 발생한다고 

본다. 둘째는 현금흐름기준인데, 이 기준은 채무자인 회사가 채무의 

                                            
69  이호선, “ 株式會社 理事의 債權에 대한 責任-영미법계를 중심으로 ” , 

「법조(法曹)」, 2006년2월, 155면. 
70 Credit Lyonnais Bank Nederland v. Pathe Communications Corp., Civ. 

A. NO 12150, 1991 WL 277613, Del. Ch. Dec. 30, 1991, p.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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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기일이 도래한 때에 해당 채무를 지급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고려 한다. 이에 따르면 어떤 회사가 그 채무를 통상의 업무 

과정에서 지급 기일에 지급할 수 없는 경우 그 회사는 지급불능이 

된다. 즉 어떤 회사가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합리적인 

시장가치를 초과한 부채를 보유하는 경우에 그 회사는 

지급불능상태에 있다는 것을 의미 한다. 71  실제로 지급불능보다 

채무초과의 시점이 빨리 도래하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채무초과가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영미법계에서는 이사들이 채권자들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일련의 판결들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들에 

대한 이사들의 책임이 발생하는 시점이 언제인가를 놓고 

아직까지는 판례가 일관된 입장을 정립하지 못하고 있다. 기업을 

경영하는 이사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책임이 어느 시점에서 

채권자에 대한 책임으로 전환 내지 확장된다는 명확한 기준 제시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사 자신들의 채권자에 대한 명확한 

책임범위에 관한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는 이사들은 경제적으로 

타당한 쪽보다는 법률적 책임을 회피하고 보자는 입장에서 결정을 

내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기업경영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기업 정신을 위축시킬 수 있다. 또한 예측 

가능한 책임범위에 관한 기준 제시는 채권자들로 하여금 이사에 

대한 불필요한 소송 등을 줄여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 장점도 

                                            
71 오성근, “상법상 이사의 회사채권자에 대한 책임론”, 「企業法研究」，

第23卷 第1號（通卷 第36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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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72 

이론적으로 주주는 점진적으로 회사의 실질적 소유자의 지위를 

채권자에게 이전하게 된다. 즉 회사의 재산상황이 달라짐에 따라 

경영자의 부책 대상도 전환되며 아래 세가지 경우를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73 

첫째, 회사가 투자대상을 선택함으로써 채무초과에 빠지게 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어떠한 투자가 행하여지더라도 채권의 

변제에 영향이 없으므로 투자대상을 선택하는데 관심이 거의 없게 

된다. 따라서 이 경우 이사로 하여금 회사(주주)에 대한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하게 하여 주주의 가치를 최대화할 수 있는 

투자를 결정할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정당화된다. 이 경우 

채권자에 대한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채권자에 대한 회사의 재산을 유지할 의무’ 와 ‘주주의 가치를 

최대화시켜야 할 의무’를 양립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둘째, 회사가 투자대상을 선택함으로써 회사가 채무초과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있는 경우, 즉 경영악화 시 주주와 채권자 간 이해의 

대립이 심각해진다. 높은 이익을 창출할 가능성이 있지만, 거액의 

손실을 초래할 수도 있는 투자대상에 대해, 주주의 입장에서는 설사 

거액의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유한책임원칙에 의하여 더 이상의 손

실은 입지 않게 되기에 이를 선호하게 되지만 반대로 채권자는 채

권을 변제 받을 수 없는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위험이 적은 대상을 

선호하게 된다. 이 경우 만약 경영자가 주주와 채권자에 대해 동시

에 주의의무를 부담한다면 선택의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며 사실상 

                                            
72 이호선, 앞의 논문(주68), 167면. 
73 오성근, 전게논문(주70), 24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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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입장 및 채권자 입장에서 동시에 투자가치 있는 투자요건은 전

반적으로 투자가치 있는 프로젝트를 사라지게 하고, 투자부족이라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셋째, 회사가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경우, 즉 회사의 

채무초과 시에는 회사의 가치와 채권의 가치가 비례관계에 있으며, 

주주의 가치는 사실상 거의 없다. 그리하여 회사의 채무초과 시 

회사의 실질적 소유자의 지위는 주주에서 채권자에게로 전환된다. 

그리고 채무초과 시 채권의 가치는 회사의 가치와 비례하기 때문에 

채권자에게는 채무초과 시의 회사의 가치를 극대화 시켜야 할 

유인이 있다. 따라서 채무초과 시에 이사는 채권자에 대하여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고 본다. 

도산단계에서는 이미 채권자들의 손실이 현실화 되어 있기 

때문에 도산직전 또는 도산으로 이어지는 결정과정에서부터 

채권자들을 실질적으로 보호 할 필요가 있으며 회사가 도산임박에 

처해 있거나 채권자들의 손실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시점에 이사들이 일정한 범위 내에서 

채권자들에 대하여도 의무를 부담한다는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가 

있다. 74  

요컨대, 회사와 채권자에 대한 선관주의의무가 양립하지 않는 

이상 채무초과의 시점에 비로소 선관주의의무의 상대방이 

주주로부터 채권자로 전환되게 된다. 따라 채권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 하고자 하는 관점에서 이사의 회사채권자에 대한 책임이 

채무초과시점이 아닌 채무초과시점의 전에도 발생할 수 있다는 

                                            
74 이호선, 앞의 논문(주68), 15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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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해는 타당하지 않다.75 

 

제2절 경영자행동에 초점을 둔 다양한 채권자 보호제도 

 

회사법은 지급능력이 있는 기업의 이사의 주주에 대한 의무를 

규정한다. 도산법은 지급불능 기업의 주주들보다 회사채권자들의 우

선순위를 보장한다. 그러나 도산임박과 같은 과도기에는 채권자들의 

권한이 분명하지 않아서, 의사결정권한의 배분이 덜 명료하고, 채권

자의 권리는 더욱 취약해진다. 

회사의 도산 또는 도산임박 시 채권자들이 즉시 대응하기 위해

서는 회사를 완벽하게 감시할 수 있어야 하겠으나, 실제 채권자들로

서는 회사가 제공하는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한편, 경영자는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으나, 자신들을 선임해준 주주에게 충성하

기 위해 파산직전의 상황에서 험을 증가시키는 투자전략을 택할 인

센티브가 있다.  

이런 왜곡된 인센티브의 효과를 시정하고, 경영자의 적절한 행

위를 유도하기 위해서, 몇몇 법제는 회사 도산임박시에 개입을 시작

한다. 여기에는 부인권 행사나 특정채권의 후순위화 등 제도도 있지

만 본 논문에서는 회사법과 도산법의 경계에서 이사의 행위에 초점

을 둔 제도들을 고찰하기로 한다. 

 

Ⅰ. 경영자 행위의 직접적인 통제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  

 

1. 독일법상의 이사의 도산신청의무 

 
                                            
75 오성근, 전게논문(주70), 239-24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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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접근은 회사가 지급불능 상태에 빠지면 이사에게 

도산절차의 개시를 신청할 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스페인은 명시적으로, 이태리는 간접적으로 이사에게 

도산절차개시 신청의무를 부과하고, 미국에는 이런 의무가 없다.76 

그 중에서 가장 전형적인 독일법의 제도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독일법상의 도산신청의무는 독일 유한회사법 (GmbHG) 

제64조 제1항, 주식법 (AktG) 제92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회사 지급불능 시 이사들은 지체 없이 도산 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는 지급 불능의 발생 이후 3주77보

다 늦어져서는 안 된다. 상기 내용은 채무가 자산을 초과했을 경우

에도 준용하여 적용한다.”  

독일법은 위의 두 기준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될 경우, 이사들

에게 구체적인 채권자 보호의무를 부과하게 되며 그 시점에서 회사

의 이사들은 법원에 도산 절차의 개시를 신청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파산 절차의 개시가 지연되어 채권자들

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게 된다.78 

독일법은 기존의 지급불능 상태가 단기간 내(3주)에 치유될 수 

                                            
76 Lorenzo Stanghellini, “Directors’ Duties and the Optimal Timing of 

Insolvency- A Reassessment of the ‘Recapitalize or Liquidate’Rule”, 

studio presentato alla conferenza della European Association of Law 

and Economics, Roma, 2009, p. 4. 
77 상기 유예기간은 나라별로 다양한데, 보통은 매우 짧다. 스페인은 2달, 

프랑스는 45일, 오스트리아는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체 없이 

도산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78 Thomas Bachner, “Wrongful Trading- A New European Model for 

Filling for Creditor Protection?”, European Business Organization Law 

Review, 2004, p.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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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경우라면 활발한 회생 노력의 가능성에 대해 고려하고 있다. 

만일 이사들이 그 기간 내에 지급불능 상태를 효과적으로 끝낼 수 

있는 타협안이나 다른 회생전략을 결정하여 수행한다면, 그들은 그

들의 임무를 충실히 따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만일 지급불능 상태

가 3주가 경과했을 때 치유되지 아니하였거나, 혹은 그보다 좀 더 

이른 단계에서 이사들이 3주 경과 시까지 지급불능 상태의 치유 되

지 않을 것이라 결론을 내렸다면, 이사들은 지체 없이 도산절차 개

시신청을 해야 한다. 

 독일 도산법 제19조는 도산절차개시의 요건으로 지급불능뿐만 

아니라 채무초과를 두고 있다. 이 때 자산은 시장가치로 평가되어야 

하고, 달리 말하면 기업의 계속성이 그 평가에 밀접하게 영향을 미

친다. 이사의 예상에 기업의 계속성이 없다면, 자산의 가치를 적절

히 낮게 평가해야 한다. 따라서, 독일회사의 이사들은 채무초과 사

실을 알았을 때부터 21일 안에 도산신청을 해야 한다.  

독일식의 해결책은 명료하다는 장점이 있다. 도산신청의무나 새

로운 채무부담 금지의무는 다소 쉽게 확인 가능한 지급불능을 요건

으로 하고, 지급불능 상태에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종종 초래되는 

손실확대로부터 채권자들을 보호하려는 목표를 관련 비용으로 달성

한다. 79 또한 적어도 이론적으로 개개의 채권자들에게 이사들을 상

대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는 무기를 줌으로써 소송에 대한 유

인책을 제공하며, 따라서 이사들의 의무가 실질적으로 실행될 가능

성을 높인다. 

그러나 이 제도의 단점이라면 도산신청이라는 극히 구체적인 

                                            
79 Lorenzo Stanghellini, 앞의 논문(주75), 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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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내용을 명시하고 보다 이른 시기에 도산절차를 개시하도록 함

으로써 이사들이 채권자를 위한 바람직한 워크아웃절차를 도모하지 

못하여 파산절차의 성급한 개시의 위험성이 있다. 회사의 자구노력

이 때로는 법원의 개입에 의한 도산절차보다 더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아니 된다. 

 

2. ROL 원칙: 자본확충 또는 청산(‘recapitalize or liquidate’ 

rule)80 

 

대부분의 지급불능인 회사들은 형식적인 도산이전에 상당기간 

동안 손실을 기록했다는 점에서 손실과 도산 사이에 확실한 통계적

인 상호 관련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81 그러나 채권자는 회사의 상

태에 대해 완벽히 알 수 없으며, 따라서 그들은 상당한 손실발생위

험의 증가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 반대로 이사들이 회사에 

손실이 발생했다는 판단을 하는 시점은 보통 회사가 지급불능이 되

는 시점보다 빠르다. 따라서 경영자의 의무개시시점을 형식적인 도

산 이전의 시기로 앞당길 필요가 있으며 이태리, 프랑스, 스페인 등 

일부 EU 국가들은 독일보다 유연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상기 국가들이 취하는 ROL규칙은 손실이 발생하여 장부상 가

치에 의해 판단된 순자산이 개별법역에 따라 요구되는 최저자본에 

미치지 못한다면, 그러한 손실이 이후 발생하는 수익이나 주주의 출

                                            
80 김건식, 앞의 논문(주6), 280면. 
81 Lorenzo Stanghellini, 앞의 논문(주75), p.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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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 의해 일정 기간82내에 회복되지 않는 한, 회사는 주주가 선임

한 청산인에 의한 지불 가능한 청산과정(a solvent liquidation)을 

통해 분해되며 청산된다. 

회사가 ROL의 조건하에 있다는 사실을 이사가 인식하는 시점

(혹은 인식했어야만 했던 시점)과 자본의 재구성의 완료시점 사이

에, 이사는 채권자의 잠재적 손실을 최소화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83 

ROL규칙의 적용 결과, 만약 이사가 순자산의 불균형을 발견했

다면, 그들은 주주총회를 소집해야 할 뿐만 아니라, 자본구성변경도 

요구해야 한다. 이로 인해, 주주는 회사의 실제가치와 전망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표출해야 하며 이사는 주주가 그러한 판단을 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주주가 새로운 출자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회사의 가치가 주

금의 가치에 미치지 않는다고 주주가 결론을 내렸다는 신호를 준다. 

만약 이러한 신호가 효과적으로 작동한다면, ROL 규칙은 심지어 내

부자들도 회사의 결말이 도산할 운명이라는 것을 예상하고 있다는 

효과를 가지며, 따라서 채권자의 손실을 제한하게 되는 효과를 가져

온다는 견해도 있다.84 

채권자의 감시가 완벽하다면, ROL 규칙은 명백히 불필요하거나 

비용이 들지만 집단행동의 문제점이나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해 채

권자의 감시가 완벽하지 않다면 ROL 규칙은 고려할 가치가 있다. 

비록 독일법상의 도산절차 개시신청의무와 마찬가지로 ROL 원

                                            

 
83 Lorenzo Stanghellini, 앞의 논문(주76), p. 20. 
84 Lorenzo Stanghellini, 앞의 논문(주75), pp.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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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도 요구되는 행동내용이 구체적이어서 경영자에게 재량의 여지가 

별로 없으나 경영자에게 부여된 시간이 1개월에서 4개월이란 점에

서 독일법 3주에 비해 여유로운 것이 장점이다.85 

 

3. 영국법상의 부당거래 

 

상기 두 제도에 비해 회사 도산 시 채권자의 손실을 최소화하

기 위한 좀 더 유연하고 정교한 방법은 영국법상의 부당거래제도이

다. 2003년 5월, 유럽 집행위원회는 “회사법의 최신화와 유럽연합

에서의 회사지배구조의 강화 - 미래를 향한 계획 ” 

( ‘ Modernising Company Law and Enhancing Corporate 

Governance in the European Union - A Plan to Move 

Forward’)86를 발간했다. 위원회의 개정안 보고서는 ‘만일 회사

가 그의 부채를 변제하는 것을 계속할 수 없는 것이 예측가능하고, 

경영진이 회사를 회생시키고 변제를 보증하거나, 청산 절차에 들어

갈지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을 때, 이사들이 회사의 도산이라는 결과

에 대해 개인적으로 책임이 있는지에 대한 부당거래 규칙’을 발전

시키려는 제안을 포함하고 있다.  

영국법상의 부당거래는 영국도산법 제214조에 규정되어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항에 의하면 “본 조의 2항이 회사의 이사거나 이사였던 사

람과의 관계에서 적용되는 것으로 나타날 경우, 법원은 청산인

                                            
85 김건식, 전게논문(주12), 281면. 
86 이 행동계획(Action Plan)은 공식적으로는 고위 회사법 전문가의 그룹 

(the High Level Group of Company Law Experts)으로, 비공식적으로는 

의장인 Jaap Winter를 따서 Winter Group이라고 알려진 작업반에서 수행

한 이전의 작업에 기초하였다. Winter Group의 보고서 역시 부당거래 규책

을 발전시킬데 관한 제안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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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quidator)의 신청에 따라 그 사람이 법원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만큼 회사의 자산에 대해여 출자를 할 책임이 있다고 선언할 수 있

다.” 

제2항은 이사에게 그러한 책임이 인정되는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a) 회사가 파산적 청산(insolvent liquidation)에 들어갔을 

때  

(b) 회사의 청산 절차의 개시 이전의 어느 시점에, 그 사람이 

그 회사가 파산 절차에 들어가는 것을 피할 수 있다는 합리적인 

전망이 없음을 알았거나 그러한 결론 내렸어야 할 때  

(c) 그 사람이 당시 회사의 이사였을 때” 

제3항은 이사가 회사의 채권자들에 대한 잠재적인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그가 취했어야 하는 모든 조치를 취하였을 때의 

면책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제4항은 제2항과 제3항에서 이사의 행동을 평가할 때 적용할 

기준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바, 주의(care)와 능력(skill)의 

객관적인 최소한의 기준을 포함하고 있다. 그런데 이는 관련된 

이사가 평균 이상의 능력을 갖추었을 때에는 더욱 강화된다.  

영국 도산법 제214조 제2항 (b)의 규정으로부터 볼 때, 영국법

은 시점에 대한 판단기준에서 독일법에 비해 넓은 개념으로 정의하

고 있다. 즉, “회사 정리의 개시 이전의 어느 시점에, (그 이사는) 

도산법 제214조의 기준에 따라 회사가 도산청산절차(insolvent 

liquidation)를 피할 수 있다는 합리적인 전망이 없다고 알았거나 

그렇게 결론 내렸어야 한다.” 이는 이사가 부당거래에 대해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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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할 수 있는 가장 이른 시점이며, 한 번 이 시점에 도달한 이

상 이사들은 세 가지의 옵션에 놓이게 된다. 

첫째, 이사들은 회사의 즉각 청산을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그

들은 자동적으로 부당거래로 인한 어떠한 책임에서도 면제된다. 그

러나 예측이 지나치게 비관적일 경우, 시기상조로 파산을 개시하는 

위험을 안게 될 것이다. 둘째는, “회사의 채권자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모든 조치”를 취

하는 것으로, 성공적일 경우 이사들은 도산법 제214조 제3항에 따

른 면책을 받는다. 셋째는 경영을 평소처럼 계속하고, 그들의 노력

으로 위험을 해소할 수 있다는 근거 없는 희망을 계속 품는 것이다. 

이런 행위가 바로 부당거래제도가 이사들에게 개인책임을 부과함으

로써 규제하려는 불합리적인 행위이다. 87따라서 회사가 구제불능상

태임에도 비상의 구조조정조치를 강구하지 않고 사업을 계속하는 

이사는 부당거래책임을 질 가능성이 크다. 

문언상으로만 보았을 때, 채권자보호 측면에서 부당거래제도는 

도산에 선행하는 행위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도산신청의무보다 

이른 시기에 개입하게 된다. 도산법 제214조의 용어가 이사가 적정

한 사례에서 구체적인 지급불능 이전에 채무초과상태로 인한 도산

적청산에 들어가는 것을 피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전망이 없다고 결

론 내렸어야 한다는 가능성을 허용한다는 데에는 거의 의문이 없다. 

그러나 사실상 재판실무로부터 볼 때 영국의 판례에는 이사들의 채

무초과로 인한 도산보다 이른 시기의 의무를 인정한 예가 없으며, 

독일 주식법(AktG) 제92조 제2항 또는 유한회사법(GmbHG) 제64

조 제1항에 따른 독일 사례보다 채권자를 더 확장해서 보호하지 않

                                            
87 Thomas Bachner, 앞의 논문(주77), pp. 30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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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당초의 기대와는 달리 실제로 부당거래책임은 별로 집행

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회사가 구제불능상태에 빠진 시점을 입증

하는 것이 어려운 것도 이유겠지만 그와 아울러 소송을 수행할 청

산인의 자금부족도 부당거래책임을 묻는 소송이 드문 원인으로 지

적되고 있다. 채권자에게 지급할 회사재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청산

인이 승소 가능성이나 자금회수 전망이 불투명한 부당거래소송을 

감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나아가 청산인이 제소하지 않는 경우에

는 채권자는 달리 손쓸 방법이 없다.88 

비록 부당거래제도의 상기 단점으로 인해 그 실효성이 기대만

큼 높지는 않지만 그것이 존재하는 이상 경영자들은 회사의 재정상

태에 관심을 갖고 채권자보호의 필요가 부각되는 부실회사에서 재

정상태에 대한 그들의 주의를 강화할 수 있다. 적어도 이론적으로 

부당거래는 독일법의 지불불능이나 채무초과라는 경직된 기준에 비

해서는 ‘전망’이라는 다소 동적인 기준을 도입하고, 회사경영에 

유연성을 제공하였다는 의미에서 바람직한 규칙이라고 평할 수 있

다. 또한 이러한 가능성은 영국 도산법 제123조 89가 채권자에게 부

여한 관대한 도산 신청권과 함께 회사 경영자들에게 채권자 이익을 

위해 행동 할 보다 큰 유인을 제공한다.  

이러한 유연성은 심지어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형식적으로 

도산한 회사에도 사적 워크아웃의 길을 열어 주었다. 도산임박회사 

이사가 즉각 거래를 중단하고 청산에 들어가면 부당거래 책임은 피

할 수 있으나, 조기의 거래중단이나 청산이 반드시 능사는 아니다. 

                                            
88 김건식, “영국 도산법상의 부당거래와 부실기업 이사의 의무”, 「기업법, 

지식재산법의 새로운 지평」(김문환 정년기념논문집 제2권), 법문사, 2011, 

88면. 
89 영국 도산법 제123조에 따르면, 750파운드를 초과하는, 논쟁의 여지가 

없는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도산을 증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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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독일의 도산지연책임은 도산상태에서 3주 내에 사적 갱생으로 회

생을 못할 경우 도산신청을 해야 하는데 반해 영국법상으로는 지급

불능이라고 해서 구제불능은 아니므로 사적인 회생절차를 가능하게 

했다. 영국 도산법 제214조는 합리적인 이사로서 지급불능으로 인

한 청산을 회피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전망이 있다고 믿는다면 이사

들이 회생 노력을 사적으로 계속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으며, Re 

Continental Assurance 사건91의 사실관계가 나타내듯이, 유예기간

은 3주보다 훨씬 오래 지속될 수 있다. 오직 이 기간의 협상들이 실

패하였을 때에만 합리적인 이사는 지급불능으로 인한 청산이 회피

할 수 없게 되고, 따라서 파산법 제214조 제3항의 회사 채권자의 

잠재적인 손실을 줄이기 위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생각된다. 

이 제도는 최후의 수단으로서 도산절차개시 신청의무를 두지만, 

법원의 개입 없이 채권자단과 함께 자발적으로 사업을 되살리려는 

선의의 노력을 배제시키지 않기 때문에 확실히 독일법에 비해 유연

하다. 입법자는 도산법 제214조와 같이 추상적인 언어를 사용하여 

법적 확실성의 대가로 유연성을 얻은 것이다. 

 

 Ⅱ. 경영자의 행위통제에 있어 보다 추상적인 제도들 

 

1. 미국 델라웨어주 판례법상의 신인의무  

 

영미법계에서 신인의무는 전통적으로 회사 자체에 대한 의무로 

                                            
90 김건식, 앞의 논문(주6), 283면. 
91  Re Continental Assurance Corporation of London Plc (Singer v. 

Beckett)[2001] BPIR. 이 사례에서, 도산상태는 은 1991년 12월 20일에 

이루어졌으나, 공식적인 청산은 그보다 3개월 이후인 1992년 3월 27일에

서야 착수되었다. 그 동안에, 2명의 잠재적인 구매자와 협상이 행하여졌고, 

이로 하여 이사들은 회사가 구조될 수 있다고 믿을 수 있는 좋은 이유를 

가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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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되어 왔고 따라서 주주들이나 채권자들이 이 의무의 위반을 이

유로 당해 이사에 대한 제소권을 갖지는 못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92 중국 학계에도 서로 대립되는 두가지 견

해가 존재한다. 일부 학자들은 회사의 경영자들은 회사가 채무상환

능력을 상실했거나 지급불능일 경우 회사 채권자에 대해 직접적인 

신인의무를 부과한다고 본다.93  반대로 일부 학자들은 회사 경영자

들이 종국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것은 회사이익의 극대화이며 회사

이익과 채권자 혹은 기타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혼동하지 말아야 하

며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을 경우에 만약 경영자에게 상기 

의무를 부과한다면 채권자들이 회사의 일상적인 경영관리에 부당하

게 간섭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며 설령 경영상태가 악화되고 도산

임박일지라도 경영자와 채권자간에 신인의무를 부과 할 수 없다고 

본다. 94  

미국에서는 오래 전부터 회사법과 도산법의 교차영역의 판례를 

통하여 인정되어 온 하나의 예외가 있다. 바로 회사가 재정적 위기

에 처했을 경우, 비록 연방 도산법에 의한 도산신청을 하지 않았더

라도, 이사의 의무는 주주에 대하여 초점이 맞추어져 있던 데로부터 

채권자에게 이전되어 간다는 것이다.95 아울러 상기 “의무 전환 이

론(duty shifting doctrine)” 은 20 여년 전부터 학계와 실무에서 

재차 큰 관심을 끌었다. 

이 이론에 의하면 도산 신청을 한 회사는 미국 연방 도산법의 

적용을 받지만 도산을 신청하지 않았지만 재정적으로 위태로운 회

                                            
92 이호선, 앞의 논문(주68), 164면. 
93 馮果、柴瑞娟，“論董事對公司債權人的責任”，國家檢察官學院學報，200

7年第1期，117頁. 
94 房邵坤、王洪平，“公司董事對公司債權人之信義義務與注意義務—加拿大

最高法院 Peoples Department Stores Inc.(Trustee of) v. Wise案評述”, 

「環球法律評論」, 2005年第4期, 506頁. 
95  Henry T.C. Hu & Jay Lawrence Westbrook, Abolition of the 

Corporate Duty to Creditors, 107 Columbia Law Review, 2007, p. 1323 



 

 ６９

사는 의무전환이론이 적용된다. 앞서 언급했던 1991년의 중대한 판

결인 Credit Lyonnais Bank Netherland N.V. v. Pathe 

Communications Corp 판결 96 에서, 델라웨어 형평법원 판사 

William Allen은 “도산에 임박한 (vicinity of insolvency) 회사

들”은 주주를 위한 경영진의 의무가 회사의 모든 이익 공동체 

(community of interest), 즉 채권자와 주주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

을 모두 포함하는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전환된다고 판시 하

였다.그 후 2007년 5월 North American 사건에서는 델라웨어주 

대법원은”실제 도산 상태 (actual insolvency)"에 들어가야 의무전

환이 일어난다고 판시하여 Credit Lyonnais 판결에서의 요건을 수

정하였다. 

우선 Credit Lyonnais 사건에서는 기업담보차입매수(leverage

d buyout)를 통해서 탄생한 MGM-Pathe Communications Co.

(MGM)라는 델라웨어주 회사가 문제되었다. Pathe Corporation이 

MGM의 지배권을 취득하고 몇 달 뒤, MGM의 거래채권자들이 MG

M 회사를 도산법원에 내몰았다. Credit Lyonnais Bank Netherland 

은행은 MGM과 Pathe 양쪽 회사의 채권자였다. MGM이 도산의 위

기로부터 벗어나려는 시도를 돕기 위하여, 상기 은행은 자체적으로 

경영진을 선임했다. 도산 이후 지배주주인 Pathe는 은행의 영향을 

받은 경영진이 MGM을 외국 영화 배급사 컨소시엄인 UIP에 파는 

등의 거래를 하는 것을 거부한 것에 대하여 다투었다. Pathe는 이 

거래들이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경영진이 이 

거래를 거부한 것이 충실의무의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Allen 판사는 이 주장을 기각하면서 “경영진은 이 거래들을 

MGM의 관점에서 신중히 평가하였고, 회사 재정이 특별히 어려운 

                                            
96  Credit Lyonnais Bank Nederland, N.V. v. Pathe Communications 

Corp., Civ. A. No. 12150, 1991 WL 277613, Del. Ch. Dec. 30,1991, p.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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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서, 경영진이 회사와 98%의 주주간의 서로 다른 이익을 적

절히 의식하고 있었다”고 하였다. 그는 나아가 “적어도 회사가 도

산에 임박했을 경우 이사회는 회사사업에 대한 의무를 진다(owes 

its duty to the corporate enterprise)”는 법리를 선언하면서 “회

사 도산임박 시 ”  이사회는 “ 회사를 지탱하는 이익공동체

(community of interests)에 대하여 충분한 정보 및 신의 성실에 

따른 노력으로 회사의 장기적 이윤창출능력을 최대화 할 의무가 있

다”고 판시했다.97 

Allen 판사는 그의 이 주장을 뒷받침할 어떤 판결이나 법조문, 

감독의무와 경영판단원칙 간의 관계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았고 회

사 내에서 충돌하는 이익의 해결을 위한 일반적인 규칙도 언급하지 

않았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형평법원은 그 이후에도 의무전환이론을 

계속 고수하였으며 마침내 2007년 5월 델라웨어주 대법원은 North 

American Catholic Educational Programming Foundation v. 

Gheewalla 판결98에서 Credit Lyonnais 판결의 의무전환이론을 대

체적으로 승인하고 그 재정적인 의무개시시점에 대해 다소 수정을 

가하였다. 

North American 사건에서, 원고는 Clearwire 회사의 이사를 

피고로 하여 충실의무 위반을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회사는 

원고 등으로부터 주파수 사용허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시장상황의 변화로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 회사 채권자인 

원고는 Clearwire 회사가 도산(insolvency) 상태이거나, 도산영역

(zone of insolvency)에 있기 때문에 피고 이사가 채권자에게 신인

                                            
97 Id. At 33-34 
98 North American Catholic Educational Programming Foundation, Inc. v. 

Gheewalla, A. 2d 92, Del. 2007, 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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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를 부담하며 이미 Clearwire 회사의 프로젝트가 더 이상 진전

될 수 없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질질 끌었다는 점에서 

피고가 신인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델라웨어주 대법원은 절차적인 문제로, 회사가 도산상태 혹은 

도산에 임박한 상태(insolvent or near-insolvent)인지와 상관없이 

채권자들은 이사를 상대로 직접 청구를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하

지만 흥미로운 부분은 이 판결이 의무전환이론을 처음으로 수용했

고, 회사의 재무상황의 변화에 따라 이 이론이 적용됨을 판시했다는 

점이다. 특히, 법원은 더 명확하고 엄격한 “도산상태(insolvency)"

에 들어간 시점으로 Credit Lyonnais 판결의 “도산영역(zone of 

insolvency)” 이라는 기준을 대체했다.99
 

법원은 회사가 도산상태에 들어가 경우, 채권자들은 “회사 가

치를 감소시키는 충실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피해를 보는 회사의 주

요한 이해관계인(principal constituency)"이 되므로 이사에 대하여 

충실의무 위반으로 대표소송(derivative claims)을 제기할 수 있다

고 판시했다. 

역사적으로 의무전환이론은 초기의 판례들100에서 회사의 막바

지 상황에서 이사들이 회사자산을 함부로 분배하고 회사자산을 빼

돌리는 것을 막고, 채권자 우선권의 침해, 사기행위의 가능성을 규

율 하는 것이 주요 목표였으나 상기 두 판례에서 보다시피 이 이론

의 현재 모습은 회사의 미래가치를 추구하기 위한 자산의 운용, 즉 

                                            
99 North American Catholic Educational Programming Foundation, Inc. v. 

Gheewalla, No,521, 2006, Slip op. Del. May 18, 2007, pp. 17-19. 
100  예를 들어, Wood v. Dummer, 30 F. Cas. 435, 437 (No. 17944) 

(C.C.D. Me. 1824), Bovay v. H.M. Byllesby & Co. supra 38 A. 2d 

Del.1944, p. 808, 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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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중요한 사업결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앞서 살펴본 영국법상 부당거래의 경우 이사에게는 “회사 채

권자들에 대한 잠재적인 손해를 최소화 할” 의무가 부과된다. 이 

의무가 소극적인데 비하여 채권자에 대한 신인의무는 적극적인 것

이며 채권자 이익만을 추구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러나 채권자에 대

한 신인의무가 이사에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를 할 것을 요구하

는 지는 분명하지 않다. 특히 도산임박시의 지연문제에서 경영판단

원칙을 적용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법원의 태도가 일관되지 않고 있

다. 101
 

 

2. 한국법상의 이사의 제3자 책임  

 

한국 상법상 경영자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의 수혜자는 

회사이고 채권자는 아니지만 경영자의 부적절한 행위 및 

도사임박시의 경영자의 부작위와 관련해 채권자에게 아무런 

구제수단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한국 상법은 미국과는 달리, 채권자 

개인에게 경영자를 상대로 직접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 상기 문제의 해결에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상법 제401조에 의하면 이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 할 경우 그 이사는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

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것인 때에는 

그 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회사에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 있

                                            
101 김건식, 앞의 논문(주6), 29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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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사회의 결의에 참가한 이사로서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자는 그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한다. (동법 제399조 제2

항․제3항). 

원래 회사의 경영자는 회사의 위임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수임

자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질뿐 제3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위 의무에 위반하여 손해를 가하였다 하더라도 당연히 손해배상의

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제3자에 대한 일반 불법행위의 요

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대표이사 등의 회사에 대한 의무위반이 있

더라도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는 없는 것이다. 그러

나 한국 상법은 이사의 업무집행의 중요성, 회사와 거래하는 제3자

를 보호할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경우 위와 같이 일반 불법

행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이사로 하여금 제3자가 입은 손

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102 

비록 한국상법 제401조에서 제3자 범위에 회사채권자가 포함

되는지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지만 한국상법학계에서는 

통상적으로 채권자가 포함된다고 본다. 즉, 이사가 고의 또는 중과

실로 회사채권자에게 손해를 가하는 경우 한국상법 제401조에 의하

여 당해 이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103 

특히 회사가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에는 물품의 매매와 같은 

사안에 관한 계약뿐 아니라 주식과 전환사채의 발행과 같이 지배구

조에 영향을 미치는 계약도 있다. 회사의 이사는 지금과는 다른 상

황에서 과거의 다른 이사가 한 결정을 번복하는 데 큰 장애를 느끼

                                            
102 구회근,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판례 분석”, 「저

스티스」 통권 제90호. 
103 정찬형, 상법강의(상)(제12판), 박영사, 2009, 90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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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을 수 있으며 더구나 그로 인한 책임을 자신이 아닌 회사가 

진다면 더욱 그러할 것이다. 상법은 제401조를 통해 회사의 위법한 

행위를 초래한 이사 개인에게 책임을 물음으로써 소유지배구조가 

변함에 따라 변화할 수도 있는 이사의 행동에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거래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 한다. 104 

한국상법 제401조에 의하면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

임이 성립하려면 이사의 악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임무해태가 필요

한데 문제는 여기서의 이사의 임무해태가 회사의 임무에 관해서 요

구되는 것이냐 아니면 제3자의 손해에 대해서 요구되는 것이냐 하

는 점이다. 이에 대해서는 법정책임설과 특수 불법행위책임설 양 설 

모두 회사의 임무에 관해서 요구되는 것이라 보고 한국대법원판례

105도 동일한 입장이다.106 

비록 독일과는 달리 한국 상법이나 통합도산법에 파산이나 

회생을 신청할 이사의 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았지만 회사 

경영악화시 경영자에게 아무런 의무가 없다고 볼 수는 없다. 

한국에서도 회사 경영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회사의 경영과 

재무상태를 확실히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은 이사의 

                                            
104 김화진, “은행의 지배구조와 은행 이사의 법률적 책임- 상법 제401조

의 해석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法學｣ 제51권 제4호, 2010. 12, 156면. 
105 “이사가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고의 또는 중

대한 과실로 인한 임무해태행위라 함은 이사의 직무상 충실 및 선관의무위

반의 행위로서 위반한 事情이 있어야 하고 通常의 거래행위로 인하여 부담

하는 회사의 채무를 履行할 능력이 있었음에도 單純히 그 履行을 遲滯하고 

있는 사실만으로는 이를 임무를 해태한 위반한 경우라고 할 수는 없다.” 

(한국대법원 1985. 11. 12 선고 84다카2490 판결) 
106 김병연, “상법상 이사의 책임제한에 대한 연구”, ｢비교사법｣, 通卷40號, 

2008. 3, 24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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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주의의무에 속한다고 볼 것이다.107 

대법원 판례는 상법 제401조 제1항의 이사의 제3자 책임은 

이사의 직무상 선관주의의무(충실의무) 위반의 행위로서 위법성이 

있는 경우에는 악의 또는 중과실로 그 임무를 해태 한 경우에 

발생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108  문언상 이 규정은 앞에서 살펴본 

미국의 법제보다 이사의 채권자에 대한 책임을 넓게 인정하고 

있으나 회사의 경영이 정상적이라면 이사에게 401조에 근거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황이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것이므로 실제 

적용 시에는 그다지 차이가 없다. 

또한 이사들의 책임 범위를 채권자들에게 확장시킨다 하더라도 

회사의 이윤창출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을 위축 내지 제한시키지 

않도록 유의 할 필요가 있다. 경영자에게 지나치게 광범하고 애매한 

의무를 부여하게 되면 그들의 역할과 기능을 능동적인 경영자에서 

수동적인 자산관리자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다. 따라서 통상의 

합리적인 경영자라면 어떤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해 기대 가능한 

정보를 모아 이를 전제로 결정을 내렸다면 경영판단을 위한 

재량으로 인정하여 채권자들로부터 면책시킬 필요가 있다. 물론 

한국법의 경우 이사의 책임은 악의 또는 중과실의 경우에만 

인정되므로 실제로는 경영판단원칙을 적용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 

 

 

                                            
107 김건식, 앞의 논문(주6), 291면.  
108 대법원 2002.3.29. 선고 2000다47136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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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中 회사채권자 보호에 있어 경영자의 

행위 규제와 관련된 몇 가지 개선책  

 

 

제1절 中 기업도산법상 도산시점에 관한 규정 

 

국제적으로 도산원인을 규정하는 입법방식에는 열거주의와 

포괄주의가 있는데, 전자의 경우 영국의 도산법과 1978년 이전의 

미국도산법이 여기에 속하고, 도산원인을 포괄적이고 추상적으로 

규정하는 대륙법계의 국가들은 대부분 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중국의 신 ‘기업도산법’은 제2조에서 “채무변제기가 도래한 채무의 

상환이 불가능하고 또한 채무전부를 상환하기에 자산이 부족한 

경우 또는 상환능력이 현저히 결여된 경우 동 법의 규정에 따라 

채무를 변제한다.”는 규정을 두어 ‘포괄주의’ 입법례를 채택하고 

있다.109 

그러나 보다시피 신 ‘기업도산법’은 지급불능과 채무초과 

상태를 각각 단독으로 기업법인의 도산시점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즉 채무초과를 독립적인 도산근거로 보지 않고, 또 다른 요건인 

만기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요건을 만족해야만 한다. 이 

기준에 의하면 채무초과시 회사는 대출 등을 통해 회사채무를 

변제하기만 하면 도산절차까지 갈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로 하여 

많은 회사들이 급한 불을 끄는 방식으로 만기채무를 변제하고 

도산을 회피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회사의 외부인인 제3자는 

                                            
109 양효령,「중국 신 기업파산법의 이해」, 진원사, 2007, 29면. 



 

 ７７

통상 회사의 진실한 재무상황을 파악하기 어렵기에 채무초과기업의 

결손이 점점 커지는 것을 전혀 감지 하지 못할 수 있다. 결국 어느 

날 돌연 자금고리가 끊어지고 결손이 폭로되어 사회경제발전에 

엄청난 충격을 가할 가능성이 있다. 

학계에서 도산시점을 지급불능과 채무초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는 반면 일부 학자들은 여전히 지급불능을 도산의 

유일한 근거로 할 것을 주장하는데 그 이유인즉, 역사적인 원인으로 

인해 중국의 많은 국유기업들은 줄곧 자기자본이 부족했고 과거의 

“撥改貸” 체제 110 하에서 주로 은행 대부금으로 기업운영을 

유지해왔기에 이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상당수의 국유기업이 도산에 

면하게 된다는 것이다.111 

그러나 국가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유기업에 대한 

보호는 확실히 필요하지만 보호방식에 있어서 마땅히 시장경제의 

법칙에 따라야 한다고 본다. 그렇지 아니할 경우, 국유자산의 더욱 

막대한 손실만 초래할 것이다. 보유자본이 매우 적은 국유기업에 

대해서는 주주대표인 중앙정부 혹은 지방정부가 “회사법”의 

규정에 따라 적립금, 공익금 이윤유보방식 혹은 직접증자의 

방식으로 회사의 재무상황을 개선해야 하며 장기간 채무초과상태에 

                                            
110 “撥改貸” 체제란 국유기업의 운전자금과 투자자금을 국가재정에서 지

급하던 것을 은행대출로 충당하도록 전환시킨 개혁조치를 말한다. 1983년

부터 1984년에 걸쳐 실시되기 시작하였으며, 국유기업의 연성예산제약을 

타파하고 예산제약을 강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급격

한 개혁은 기업의 수입을 모두 국가에 상납하고 지출은 모두 국가 재정자

금으로 충당하는 통일적 수입과 지출 제도 (统收统支) 하에서 자체 유보자

금이 별로 없던 기업들로 하여금 재무구조의 대폭 악화로 인한 채무부담에 

시달리게 하는 문제점을 가져 왔다. 

111 王利明，“關於制定我國破產法的若幹問題”， 「中國法學」， 2002年 第

5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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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해있고 주로 인행대출에 의해 생존하는 국유기업에 대해서 

정부는 합병, 구조조정 혹은 증자 등 방식으로 조속히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구제가망이 없는 국유기업은 신속히 도산 

절차에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며 맹목적인 

도산지연은 더욱 많은 국유자산의 손실만 가져올 뿐이며 

국유기업에만 한해 혜택을 주는 것은 불필요하다. 

또 다른 한 이유는, 채무초과기준은 단지 회사의 일시적인 

재무제표상의 액면수치만 보고 회사 실제경영 및 미래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는 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기준을 

채택하고 있는 나라들에서는 상기 기준을 운용함에 있어서 그렇게 

단순한 방식을 채택하지 않는다. 독일을 예로 든다면, 채무초과의 

판단은 일반적인 대차대조표가 아닌 특수한 제표, 즉 

채무초과제표(Ueberschuldungsbilanz)에 근거한다. 채무초과는 말 

그대로 채무가 자산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채무초과제표의 

작성을 위해 회사의 자산에 대한 가치평가를 진행할 경우 반드시 

기업의 계속 경영성에 대해 예측해야 하는바, 예측이 낙관적일 경우 

회사자산의 가치는 계속기업의 가치로 측정하고 예측이 비관적일 

경우에는 장부가치보다 낮은 것이 일반적인 해산가치에 따라 

계산해야 한다. 예측이 낙관적일 경우 만약 계속기업의 가치에 의해 

작성한 대차대조표로부터 볼 때 회사의 자산으로 회사의 전부 

채무를 상환할 수 없을 경우에도 회사가 도산경계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112  즉, 독일법상 도산경계를 판단하는 기준인 채무초과는 

                                            

112白江，”公司支付不能或資不抵債時申請破產的義務和責任”，「華東政法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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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회계장부가치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계속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된다. 

중국 회사법과 도산법은 독일법과 같은 경영자의 도산신청의무

에 관한 규정이 없다. 도산시점과 관련 해서는 독일법과 영국법의 

장단점을 종합하여 고려해 볼 수 있다. 앞서 논의했듯이 독일식의 

해결책은 명료하다는 것과 적어도 이론적으로 개개의 채권자들에

게 이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는 무기를 줌으로써 

이사들의 의무가 실질적으로 이행될 가능성을 높이는 장점을 갖고 

있으나 단점이라면 도산신청이라는 극히 구체적인 행동내용을 명

시하여 파산절차의 성급한 개시의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반대로 영국법상의 부당거래의 단점은 의무가 발생하는 시점 

및 행동내용이 막연하여 집행하기 어렵다는 것이고 장점은 이론적

으로 독일법의 지불불능이나 채무초과라는 경직된 기준에 비해서

‘전망’이라는 다소 동적인 기준을 도입하고, 회사경영에 유연성

을 제공하였다는 것이다. 비록 재판 실무에서는 독일법의 의무개

시 시점보다 더 이른 시기에 법이 개입되지 않지만 그대신 영국 

도산법은 채권자에게 관대한 도산 신청권을 부여하여 (영국 도산

법 제123조) 회사 경영자들에게 채권자 이익을 위해 행동 할 보다 

큰 유인을 제공하고 있다. 

  이사들의 행동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 중국 회사

법에 있어 영국 도산법상의 제도를 참고하여 적어도 채권자에게 

자신의 이익을 수호할 수 있는 구제 수단으로 지급불능보다 이른 

“채무초과”의 시점을 도산개시시점으로 규정하고 따라서 채권자

                                                                                                        

學學報」, 2008 年 第 1 期, 54-55 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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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빈약한 권리에 채무초과인 경우 도산을 신청할 수 있는 또 하

나의 권리를 더하여 부실기업 이사들이 보다 이른 시기에 채권자 

이익을 고려하여 행동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제2절 채권자에 대한 경영자 책임제도의 구축 

 

중국의 회사는 그 크기를 막론하고 거의 모두 지배주주가 존재 

하지만, 회사 지배주주가 이사, 고급관리인원을 통해 회사, 소주주 

및 채권자 이익을 해하는 문제가 시종 효과적인 규제를 받지 

못하고 있다. 회사의 소주주와 채권자는 기본적으로 거의 비슷한 

위험과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문제의 매듭은 회사 경영자의 의무와 

책임이 불확실 해서 그들의 행위가 효과적인 감독과 규제를 받지 

못하는 데 있다. 

회사경영에서 이사를 포함한 경영자의 지위가 높아지면서 경영

자들이 반드시 주주, 채권자이익을 포함한 회사 전반적인 이익을 수

호해야 한다는 관념과 원칙이 점차 각국에 의해 받아 들여지고 보

다 많은 판례와 회사법 개정안에 의해 채택되고 있다. 앞서 논의했

듯이 영미법계 국가들에서 이사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는 회사에 

대한 것이지 회사 주주나 채권자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전통 회사

법상의 관념은 영미법계 각국의 회사법 특히 미국 회사법에 의해 

점차 폐기되었다.113  대륙법계 국가들도 회사는 주식, 회사채, 기업

어음 등의 발행을 통해 회사 외의 다수인과 집단적인 관계를 맺게 

되며 이사가 기업정보에 대해 허위공시를 하거나 기업재산을 부적

                                            
113 張民安，「現代英美董事法律地位研究」，北京法律出版社，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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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하게 운용했을 경우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므로 이사가 외부

적으로 직접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보다 현실적인 의의가 있

다고 보고 있다. 경영자의 제3자책임 제도가 각국에 도입되었다는 

사실은 각국의 회사법이 날로 회사이익과 사회이익의 균형을 추구

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이외에도 많은 학자들은 경영자의 제3자책임은 회사 법인격부

인제도의 기능을 대체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즉 회사의 

지배주주가 이사를 겸임하고 있고 지배주주의 개인사업처럼 운영되

고 있는 소규모 회사에서 채권자들이 회사재산의 부족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을 경우, 이사의 제3자책임의 방식으로 책임재산을 이

사인 지배주주의 개인재산으로 확장할 수 있다.114 

법전통의 시각에서 볼 때 영미법계에서는 법원의 재량이 전반 

재판실무에 일관되며 판사들이 가능한 한 모든 사례의 특유한 

사실들에 정의를 분배하려고 노력하는데 반해 독일, 한국 

대륙법계의 판사들은 법을 적용함에 있어 규칙에 매인 방식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115  대륙법계의 전통을 이어 받은 중국 역시 

마찬가지이다.  

비록 이미 중국 증권법 및 회사법에 대한 사법해석을 통해 

실생활에서 자주 발생하는 경영자들의 채권자 이익을 침해하는 

일부 행위에 대해 경영자에게 민사책임을 부과하고 있으나 

법제정의 속도는 영원히 역동적인 실생활의 변화를 따라 갈 수 

없기에 회사법, 사법해석 등에 일반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114 任佩，앞의 논문(주59), 145頁. 
115 Thomas Bachner, 앞의 논문(주77), pp. 315-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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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법적인 시각에서 앞서 소개했던 같은 대륙법계의 전통을 

이어 받은 한국법상의 논의는 채권자에 대한 경영자의 의무와 책임 

규정이 없는 중국법의 해석상 참고할 여지가 있다고 본다. 이러한 

회사 경영자의 제3자책임 규정은 경영자가 회사로 하여금 채권자를 

상대로 기회주의 행위를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억제하는 기능을 할 

수 있으며 도산에 임박한 기업일 경우 더욱 그러하다. 

 

Ⅰ. 한중 양국 회사법상 경영자의 제3자 책임의 차이점 

 

제3장에서 소개한 중국 회사법 제153조에서 규정한 경영자의 

제3자책임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다. 첫째, 중

국회사법은 경영자의 제3자책임의 제3자 범위를 주주로만 한정하고 

채권자를 포함시키지 않았다. 둘째, 경영자는 반드시 법률, 행정법규 

또는 회사정관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 셋째, 이사의 행위

로 주주에게 손해가 발생하여야 한다. 넷째, 주주들은 인민법원에 

가서 경영자를 상대로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중국 회사법상의 경영자의 제3자책임과 한국상법상의 이사의 

제3자책임을 비교 해보면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존재한다. 

 

1. 주관적 요건 

 

중국회사법의 제153조에서는 이사의 주관적 요건을 요하지 않

고 객관적 요건만 규정하고 있다. 이사가 법률, 행정법규 또는 회사

정관을 위반하여 주주에게 손해를 가하기만 하면 주주에게 연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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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한국상법은 이사의 주관적 요

건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한국상법 제401조의 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사의 악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임무해태가 있

어야 한다. 이 조항에서 말하는 임무해태란 회사에 대한 선관주의의

무 위반뿐만이 아니라 법령 또는 정관 위반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보며 이사의 악의 또는 중과실의 주관적 요건에 관해서, 다수설(법

정책임설)은 회사에 대한 임무해태에 대해 존재하면 족한 것으로 

보고 있다.  

 

2. 제3자의 범위 

 

중국회사법의 제15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영자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은 주주에 대한 책임만을 가리킨다. 반면에 한국상법상 제

40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3자는 주주와 회사채권자를 포함 한다

는 데는 이견이 없다.   

 

3. 이사의 연대책임 

 

한국상법 제401조 제1항에 의하면 “이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 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

2항에서는 상법 제399조 제2항과 제3항을 준용하여 “이사의 행위

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것인 때에는 그 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책

임이 있으며 결의에 참가한 이사로서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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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경우 그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

다. 이에 반해 중국 회사법은 이러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116 

  

Ⅱ. 채권자에 대한 경영자 책임에 관한 개선책 

 

1. 기존의 제3자 범위를 회사채권자에로 확장 

 

회사법은 회사의 전반적인 활동을 규제하는 일반법이므로 회사

법상 경영자의 제3자(주주, 채권자, 일반 대중)에 대한 책임을 명확

히 함으로써 재판실무에 명확한 근거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회사 채권자의 채권은 회수하기 이전에는 회사 자산의 일부분이며 

특히 회사가 지급불능일 경우 회사의 재산은 사실상 채권자의 재산이나 

다름 없다. 따라서 광의의 회사이익에는 주주의 이익뿐만 아니라 채권자

를 포함한 여타 이해관계자의 이익도 포함되어야 하며 회사 경영자가 채

권자에게 주의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법의 공평과 정의의 원칙에 부합되

는 것이다.117 따라서 광의의 제3자는 회사 이외의 모든 이해관계자

를 가리키는 것으로 회사 채권자를 배제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2.  책임을 지는 경영자의 범위 

 

우선, 앞서 논의했듯이, 본 논문에서의 경영자의 범위에는 ‘회사

법’ 제217조에서 규정한 회사의 경리, 부경리, 재무책임자, 상장회

                                            
116 류정상, 앞의 논문(주55), 318면. 
117  殷少平, “强化公司負責人對公司債權人的義務與責任”， 「中國證券報」， 

2006年6月24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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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이사회 비서 및 회사정관이 정한 기타인원이 포함되며, 제일 주

요하게는 이사와 감사가 포함된다. 현재 외국의 많은 회사관련 입법

과 판례는 제3자에 대해 책임을 질 이사의 범위를 확장하여 해석하

는 경향이 있다. 외국의 입법 및 재판실무로부터 볼 때, 이사를 대

체로 아래 몇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1)이사장, 대표이사, 

집행이사 및 호칭이나 행위가 외부인에게 회사를 대표하는 이사로 

인식될 수 있는 자. (2) 대표이사를 협조하여 회사의 일부 업무를 

주관하는 이사. (3) 회사업무의 관리에 참여하지 않는 일반 이사일 

경우, 기타 이사의 경영을 방임하고 이사장 또는 대표이사 및 일부 

업무를 주관하는 이사들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행위를 

감독 및 저지 하지 못했을 경우 제3자에 대해 어느 정도 책임을 져

야 한다.118 

회사 등기기관에 등기 되어 있고 실제로 이사의 직책을 이행하

는 명실상부한 이사 외에도 실무에는 표현이사, 사실상 이사, 명목

상 이사 및 외부이사, 내부이사, 집행이사, 독립이사 등 여러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아래 가장 중요한 몇 가지 유형의 이사들

에 대해 분석해 본다. 

(1)명목상 이사 

명목상 이사는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하여 회사등기기관에 이사

로 등록이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이사의 직책을 이행하지 않는 자

를 가리킨다. 이 부류의 이사들이 채권자에 대해 책임을 지는 지 여

부에 대해서는 서로 대립되는 견해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들은 엄

                                            
118 梅慎實， “論董事的民事責任”, 「法律科學」，第70期，1996年3月，36

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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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히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선임되고 이사로 등록되어 있기에 마땅

히 회사 관리의무를 부담해야 하며 통상 회사와 명시적 혹은 묵시

적인 계약관계를 맺고 있더라도 그것은 단지 회사 내부의 권한배분

일 뿐 회사 외의 채권자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 채권자

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본다. 

(2)사실상 이사 

사실상 이사는 정식으로 주주총회의 임명 및 등기절차를 거치지 

않았지만 실제로는 이사의 신분으로 회사경영에 참여하여 외계에 

그러한 인식을 심어준 자를 말한다. 이 부류의 이사들은 명실상부한 

이사와 실질적으로 별반 차이가 없기에 당연히 책임을 지는 이사의 

범위에 포함 시켜야 한다. 

(3)그림자 이사 

영국법상의 부당거래제도에는 또 그림자 이사(shadow 

director)(제214조 제7항) 라는 개념이 언급된다. 사실상 이사보다 

더 많이 문제 되는 것은 그림자 이사이다. 그림자 이사란 법적으로

는 이사는 아니지만 회사의 의사결정에 이사와 같은 정도로 영향력

을 미치는 자를 가리킨다. 그림자 이사는 회사 이사들이 타인의 지

시를 습관적으로 따르는 경우에 그 타인을 가리킨다. (‘도산법’ 제

251조)119 요컨대, 이사의 유형에 상관없이 종국적으로 채권자의 리

스크가 실현되지 않도록 감시 할 책임이 있는 자가 채권자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120 

마지막으로, 경영자의 면책사유를 명시 할 필요가 있는 바 이사

                                            
119 김건식, 앞의 논문(주84), 78면. 
120 Peter O Mülbert, 앞의 논문(주27), p. 48. 



 

 ８７

회 결의 및 해당 결의의 집행이 제3자에게 손해를 초래한 경우에 

어떤 이사가 책임을 지는가는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규정을 참조

할 수 있다. 즉 관련 결의 시 이의를 표명하고 동시에 회의기록에 

해당 이의가 기재된 이사는 책임을 면할 수 있다. (‘회사법’ 제113

조 제3항)121 

 

3. 주관적 책임요건 추가 

 

중국 회사법에 의하면 이사는 주주에게 실질적 손해를 가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객관적 요건에 따른 

결과이며 만일 이사의 주관적 책임요건과 결합시키지 않으면 중국

회사법상 이사의 책임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어 직무수행상의 소

극적 태도를 초래할 것이므로 주관적 요건인 악의 또는 중과실의 

요건을 추가함으로써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범위를 제한할 필

요가 있다.122 

 

4. 연대책임을 명확히 규정 

 

중국 회사법은 한국의 상법 제401조의 규정을 참조하여 제3자

에 대한 책임을 연대책임으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121  ‘회사법’ 제113조 제3항: 이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대해 책임을 진다. 

이사회의 결의가 법률, 행정법규 또는 회사정관, 주주총회 결의를 위반하여 

회사에 심각한 손실을 초래하였을 경우, 결의에 참여한 이사는 회사에 대

해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의결 시 이의를 표명했음이 증명되고 또 그것이 

회의록에 기재되어 있는 이사는 그 책임이 면제될 수 있다. 
122 류정상, 앞의 논문(주55), 3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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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이 연대책임인지 보충책임인지에 대

해서는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제도의 두 가지 입법목적으로부터 

답을 구해야 할 것이다. 우선,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제도의 확

립은 이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데 있다. 이사의 권한이 점차 확대됨

에 따라 그 행위의 범위가 커지고 이로 인해 다른 거래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칠 가능성도 커지게 된다. 따라서 만약 이사의 제3자에 대

한 책임을 보충책임 즉, 회사의 재산으로는 배상을 할 수 없는 경우

에 한하여 부담하는 책임이라고 한다면 일반적 상황에서 이것은 형

식적인 제도에 지나지 않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보통 이사 개인에 

비해 회사가 경제적으로 보다 우월한 것이 일반적이고 따라서 이사 

개인의 배상보다 피해자의 구제에 더 효과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제도의 목적 중의 하나가 제3자의 

이익에 충분한 구제수단을 제공하는 것이다. 제3자가 직접 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을 허용하는 규정은 제3자로 하여금 

손해배상의 상대방을 명확히 선택하게 하여 채권자보호의 실익이 

있다. 

 

Ⅲ. 경영자에 대해 요구하는 행동내용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한국과 마찬가지로 중국법상의 

경영자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의 수혜자 역시 회사이고 채권자는 

아니다. 그러나 이사들의 책임은 주주에 대한 것이든, 채권자에 

대한 것이든 회사에 대한 의무라는 공통의 뿌리에 근거를 둔 

것으로서 사실상 범위와 내용에 본질적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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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의무는 크게 충성의무(fiduciary duty)와 

주의의무(duty of care)로 나눌 수 있으며 때로는 신인의무의 

개념을 사용하기도 한다. 중국 회사법 역시 이사, 감사, 고급 

관리인원은 법률, 행정법규 및 회사정관을 준수하고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와 근면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회사법’ 제148조 

1항) 신인의무의 경우에는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포함하는 

개념이나 충실의무에 보다 치중하며 수임인의 특성상 자신의 

지위를 남용하여 사적인 이익을 도모하거나 수임인의 직책과 

사적인 이익이 충돌하는 지위에 놓이지 말 것을 요한다.123 

그렇다면 회사 관리인으로서 경영자는 채권자에 대해 어떠한 

주의의무를 부담해야 하는가? 

첫째는 회사의 지불 능력을 유지 할 의무이다. 회사와 관련된 

모든 당사자들 가운데서 회사의 재무와 운영상황에 대해 제일 잘 

파악하고 있는 이들이 바로 경영자들이다. 회사 지불 능력은 회사 

존속의 기본 보장이기에 지불능력을 유지하는 것 역시 경영자의 가

장 기본적인 의무라고 본다. 상기 의무의 대상에는 회사, 주주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이 포함되며 그 중에서도 회사 채권자에 대한 의

미가 제일 클 것이다. 따라서 법이 이 방면에 대한 경영자의 의무를 

강조할 필요가 있다. 중국 회사법에서 이와 관련이 있는 규정을 굳

이 찾는다면 적립금(公積金)제도를 예로 들 수 있다.124 

                                            
123 張捷，“英美公司董事信義義務的起源與啟示”， 「世界經濟情況」，2007

年12期，5頁. 
124  ‘회사법’ 제 167 조: 회사가 당해 연도의 세금을 납부하고 남은 이윤을 

배당할 때 이윤의 10%를 인출하여 회사의 법정적립금에 산입해야 한다. 

회사의 법정적립금이 누계로 회사 등록자본금의 50% 이상을 차지할 경우에는 

인출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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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상기 제도의 단점은 의무의 주체 및 의무위반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일부 국가에서 규정한 이

사의 “지급능력증명(solvency test)”제공의무를 참고하여 회사의 

의결 절차에서 고급 관리인원의 담보책임을 강화 즉, 결의가 법률을 

위반하지 않았고 채권자의 채권에 불합리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

치지 않음을 보증하게 하여 회사 채권자에 대한 고급 관리인원의 

주의와 신중성을 기할 수 있다. 

둘째는 회사가 도산에 임박했을 경우의 채권자에 대한 의무이다. 

이 시기에 고급 관리인원들은 흔히 여러 이해 관계자들 간의 이해

상충으로 인해 난감한 처지에 놓이게 된다. 채권자에 대한 경영자의 

책임이 발생하는 것도 통상 회사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도산상

태에 들어가 채권의 전액보상이 불가능한 경우이다. 따라서 이 단계

에서의 채권자에 대한 주의의무를 강화해야 한다고 본다. 도산신청

을 할 것을 요구하는 독일법이나 채권자의 손실을 최소화 할 것을 

요구하는 영국법과는 달리 중국 회사법이나 도산법은 경영자의 행

동내용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그렇다고 해서 도산임박회사

                                                                                                        

회사의 법정적립금으로 전 연도의 결손을 보전하지 못할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법정적립금을 인출하기 전에 먼저 당해 연도의 

이윤으로 결손을 보완하여야 한다. 

회사는 납세후의 이윤에서 법정적립금을 인출한 후 주주회의 또는 

주주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납세후의 이윤에서 임의의 적립금을 인출할 수 

있다. 

회사가 결손을 보완하고 법정적립금을 인출한 후의 납세후의 이윤은, 유

한책임회사는 본 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배당하며 주식유한회사는 주주가 

소지하고 있는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당하되 주식유한회사 정관에 소지 주식

의 비율에 따라 배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상황은 제외이다. 

주주회의, 주주총회 혹은 이사회가 전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회사가 결손을 

보완하고 법정적립금을 인출하기 전에 주주에게 이윤을 배당하였을 경우 주주는 

반드시 규정을 위반하고 배당한 이윤을 회사에 반환해야 한다. 회사가 소지하고 

있는 본 회사의 주식에 대해서는 이윤을 배당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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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영자가 아무런 의무가 없다고 볼 수는 없다. 중국에서도 회사 

경영이 악화하는 상황에서는 회사의 경영과 재무상태를 부단히 파

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보다 많이 채권자의 이익을 위해 

고려하는 것이 이사의 주의의무에 속한다고 볼 것이다. 

 

Ⅳ. 경영자에 대한 직접소송 관련 개선책 

 

절차상의 문제로 미국 델라웨어주의 관련 판례와는 달리 한국 

상법과 중국 회사법상의 제3자는 이사를 상대로 대표소송이 아닌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채권자 이익 침해 사례들은 소수의 

악의로, 직접적으로 채권자의 채권을 침해한 행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회사의 채무상환능력을 저하시킴으로써 회사채권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이다. 즉 회사 경영자의 행위가 채권자의 

채권과 회사의 이익을 동시에 침해하는 경우이다. 또한 채권자의 

제소행위에 아무런 제한도 가하지 않을 경우 소송남발을 초래할 수 

있다. 비록 대표당사자 소송으로 어느 정도 이런 문제를 완화할 수 

있으나 그 기능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상기 채권자에 대한 

경영자의 민사책임에 대한 보완으로 주주의 대표소송중의 일부 

요소들을 참조해 직접소송에 대해 아래와 같은 개선책을 제안한다.  

법률 규정에 따르면 대표소송은 제소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즉 주식회사일 경우, 연속하여 180일 이상 단독 혹은 공동으로 

회사 주식의 1%이상을 소지한 주주만이 대표소송을 제기 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또한 전치절차(前置程序)를 규정하여 

일반적인 경우 반드시 회사내부의 구제조치를 소진한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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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소송을 제기 할 수 있다. 125 

첫째, 대표소송중의 전치절차는 대표소송의 본질에 의해 

결정된 것이다. 왜냐하면 대표소송을 하는 이유는 회사의 이익이 

불법행위자에 의해 침해를 받은 것이므로 회사가 진정한 원고이며 

단지 회사를 대표하는 기관인 이사회, 감사회 등이 기소를 

거절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태만하여 이해관계자가 회사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제소했을 경우에 필요한 것이다. 126  그러나 

이러한 전치절차의 의의는 여기서 그치지 않으며 그 목적은 회사가 

내부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다. 회사사무의 복잡성, 전문성으로 인해 회사 경영진은 기타 

대체 가능한 구제방식을 찾을 수 있는 보다 유리한 지위에 있을 수 

있고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하는 소송을 통하지 않고서도 

                                            
125  ‘회사법’제152조: 이사, 고급 관리인원이 본 법 제150조에서 규정한 

상황이 있을 경우 유한책임회사의 주주, 주식유한회사에서 연속 180일 이상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회사의 1% 이상의 주식을 소지한 주주는 감사회 

또는 감사회를 두지 않은 유한책임회사의 감사에게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출

하도록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감사가 본 법 제150조에서 규정한 상황이 

있을 경우 전술한 주주는 이사회 또는 이사회를 설치하지 않은 유한책임회사

의 집행이사에게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도록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다. 

감사회, 감사회를 두지 않은 유한책임회사의 감사, 또는 이사회, 집행이사

가 전항에서 규정한 주주의 서면청구서를 받은 후 소송을 거부하거나 또는 청

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거나, 또는 사정이 급

하여 즉각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면 회사의 이익에 만회할 수 없는 손해를 

조성할 수 있을 경우 전항에서 규정한 주주는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명의로 직접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타인이 회사의 합법적 권익을 침범하여 회사에 손실을 조성하였을 경

우 본 조 제1항에서 규정한 주주는 앞 두항의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

송을 제기할 수 있다. 
126  顏運秋 ， “ 公司利益相關者派生訴訟的理論邏輯與制度建構 ” ， 「 法商研

究」，2005年第6期，30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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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도를 찾을 수 있다. 127  이렇게 하면 

일정한 범위 내에서 소송횟수를 줄이고 사회적 비용을 크게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회사의 채권자 유형이 다양하고 채권자들간의 

이익충돌도 무시할 수 없기에 단일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 

한편으로는 소송주체가 지나치게 많아 소송효율이 저하하는 문제가 

생기고 다른 한편으로는 채권자간의 이익충돌로 인해 소송을 

제기한 채권자로 인해 여타의 채권자들의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반대로 회사채권자들이 소송에 참여하여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수호할 수 있도록 최대한 보장해야 하므로 주주 

대표소송중의 일부 요소를 참고한 절충적인 방식이 필요하다고 

본다. 즉 소송을 제기하는 주체의 자격요건을 “연속하여 180일 

이상 단독 혹은 공동으로 회사의 1%이상의 주식을 소지한 

주주들이 대표소송을 제기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참고하여 

채권자의 제소자격에도 일정한 제한을 둘 수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한편으로는 회사채권자들이 직접 소송에 

참여하여 자신의 이익을 수호하는 것을 보장할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소송 남발로 인한 소송효율 저하 및 소송제기자격을 

가진 채권자들이 기타 채권자의 이익에 손해를 입히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 두가지 목적을 두루 감안한 절충 방안이라고 본다.  

 

                                            
127 向國文，「董事對公司債權人的義務研究」，湖南師範大學2007年碩士學

位論文，63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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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결론 

    

본 논문에서 주안점을 둔 부분은 주주, 경영자 및 채권자 간의 

이익충돌과 이익균형이며 이는 회사법의 중요한 연구과제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채권자이익의 보호 정도 또는 수준은 거래 비용, 거래 효율, 

거래 위험에 크게 영향 주며 한 나라의 투자환경을 조성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경제활동의 주요 참가자가 회사라는데 비추어 볼 때 사회 

신용문제의 핵심은 회사 신용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며 회사 신용문제는 

주로 회사가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지 여부와 회사 채권자 

보호제도와 직결된다. 따라서 회사 채권자 보호제도를 정비하는 것은 

거래 안전과 정상적인 경제질서의 유지 및 사회신용의 구축에 있어 

절실히 필요한 것이다.  

본 논문의 연구는 아직 미흡한 부분들과 향후 진일보 연구가 

필요한 내용들이 많다. 예를 들어, 경영자라는 개념이 포섭하는 

범위가 매우 크고 각종 유형의 경영자들의 직권도 모두 상이하므로 

각자 부담하는 의무와 책임에도 약간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광의의 경영자 개념을 사용하고 경영자의 의무개시 

시점과 행동내용에 초점을 두고 각종 유형의 경영자에 대해 

세부적인 구분을 진행하지 않았다. 또한 경영자에 대한 직접소송에 

관해서도 주주 대표소송의 일부 요소를 참고할 것을 제기하였으나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관련 내용에 관해서는 

향후 더욱 많은 실제사례, 이론, 입법례를 결부시켜 깊이 있는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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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China’s Corporate Creditor 

Protection Regime 

-Focusing on Directors Behavior Control- 

 

JIN LINA 

Department of Law 

The Graduate School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Along with the development of society and economy, the company 

system is also consistently changing. Among the changes, the notable one is 

conversion of the centrum of corporate governance from shareholders to 

board of directors and management, which is not only conmen recognition of 

scholars from China and abroad, but also experienced by general public. In 

real life, people’s cognition about a company, especially famous companies, is 

often connected directly with executive officers (directors) of it.    

The global financial crisis 2008 and aftermath of it increase likelihood of 

insolvency of Chinese companies. Under such circumstances, malicious 

shareholders and directors are more likely to abuse system of limited liability 

to act to the detriment of creditors. Therefore, the importance of protecting 

interested parties of a company including creditors has become an important 

topic within China and other countries. Especially unsecured creditors 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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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ditors with claimant for a given amount would suffer serious damages, and 

thus there is the necessity of concerning about their situation. 

Different jurisdictions have set up variety of creditor protection 

mechanisms to control the opportunistic behavior on director’s part in the 

vicinity of insolvency. China also has attempted to establish creditor 

protection regime encompassing “Corporate Law”, “Security Law”, 

“Insolvency Law” as well as “Judicial Interpretation of the Supreme People's 

Court”, but is still focusing on controlling shareholder’s some certain 

behaviors, by sticking with the traditional mechanisms based on legal capital 

regime. Also, the scope and requirement of application and nature of 

director’s liability are obscure, and related provisions are fragmented, thus 

Chinese creditor protection mechanism seems not to work effectively. More 

importantly, there are few books, papers, researches and precedents related to 

creditor protection in China. 

First of all, this paper describes significance and necessity of developing 

creditor protection regime on a number of levels, such as theoretical basis and 

realistic demand of creditor protection and limitations of existing legislations. 

Then, briefly introduces specific provisions in Chinese law and regulations, 

which are focusing on directors’ behaviors and latest progress of legislations 

in this regard, and raise the problems of existing regime. 

Secondly, this paper pursues a comparative study on various approach 

adopted by different jurisdictions, such as USA, Britain, Germany and Korea, 

to get implications for Chinese creditor protection regime.  

This paper concludes by suggesting improvements of several issues, such 

as the exact point of time, at which corporate are formally insolvency 

prescribed in Chinese law, liability system of directors to third-party, 

creditor’s direct suit against directors, and finally clarifies the future tasks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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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research.  

 

Keywords: corporate creditor protection, vicinity of insolvency, director’s 
duty, behavior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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