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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신탁제도가 단순히 재산의 증식의 수단으

로 인식되어 매우 한정적인 영역에서만 활용되어 왔고, 이에 신탁제도에 

관한 일반인들과 학계의 관심이 미진하였음은 물론 제도의 정비와 연구 

또한 민사적 관점에서 보다는 주로 행정감독의 관점에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신탁제도의 발상지인 영미법계에서는 설계의 유연성이라는 신탁

의 특성을 반영하여 다양한 방면에서 신탁제도를 활용하여 왔으며 특히 

미국에서는 신탁의 기업조직적 특성에 주목하여 사업의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 즉 사업신탁(business trust)이라는 독자적인 제도를 발전시켜 

왔다. 그리고 싱가포르, 홍콩 등과 세계적인 경제 중심지에서도 기업조

직 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사업신탁을 적극 활용하

여 왔다.

   이와 같은 세계적 추세를 반영하여 2011. 7. 25.자로 전면 개정된 개

정 신탁법에서는 여러 가지 새로운 제도(신탁재산의 범위확대, 신탁선언, 

수익증권발행신탁, 신탁사채, 유한책임신탁 등)를 도입함으로써 우리나라

에서의 사업신탁의 활용 가능성을 열어 두게 되었다. 이에 본 논문은 ① 

사업신탁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미국과 싱가포르의 입법례) 및 우리

나라에의 시사점(입법론)과 ② 사업신탁의 기업조직으로서의 활용방안에 

주목과 하여 연구의 범위를 설정하였다. 

   사업신탁은“일정한 영업목적을 위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재산을 신탁재산으로 하여 수탁자가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이익의 창출을 

위한 기업조직적 기능을 수행하는 신탁”으로 정의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개념 정의에서 도출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사업신탁은 운용기능, 재

산분리기능, 전환기능 및 도산격리기능과 같은 기업조직적 특성을 발현

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기업조직적 특성에 주목하여 보면 사업신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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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도구로 활용되는 사업개시형 사업신탁, ② 

수탁자의 전문성과 운용능력을 활용하여 사업의 재생이나 위탁을 도모하

는 사업재편형 사업신탁, ③ 각기 다른 사업의 제휴를 통하여 사업통합

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제휴형 사업신탁, ④ 채무초과상

태인 채무자의 사업을 위탁하여 기업회생을 도모하는 사적정리제도로서

의 회생형 사업신탁, ⑤ 사업을 신탁한 후 이를 기초자산으로 하여 수익

증권을 발행함으로써 사업자본을 조달하는 자본조달형 사업신탁 등과 같

이 다양한 방면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이와 같은 활용가능성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비교법적으로 

볼 때 사업신탁의 기업조직적 특수성을 반영한 독자적인 입법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종래의 판례법에서는 

보통법상 신탁과 구별되는 사업신탁의 특수성을 간과한 나머지 상당한 

법적 규율에서의 혼란이 있어 왔고 이로 말미암아 사업신탁의 활용도가 

상당히 감쇄하게 되었다. 이에 미국은 사업신탁의 적극적인 활용을 도모

하고자 2009년 통일제정법상신탁법(Uniform Statutory Trust Entity Act)

을 제정하여 구시대적이고 불완전한 법률을 정비⋅통합하고 특히 사업신

탁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혁신적인 입법을 하였다. 한편 사업신탁을 정책

적으로 활성화하고 있는 싱가포르에서는 2004년에 사업신탁에 관한 독자

적인 법률인 사업신탁법(Business Trusts Act)을 제정하여 사업신탁의 등

록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한편, 특히 수익자의 유한책임을 명

시함으로써 사업신탁의 기업조직적 특성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입법례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기존의 신탁제도와 구별되

는 사업신탁만의 독자적인 입법의 범위를 설정할 필요가 있고, 이를 바

탕으로 법률관계의 간명화와 재산분리기능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기능적 수단으로서 사업신탁에 대하여 독립된 법인격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구체적인 입법 내용으로는 수탁자의 범위 확대 

및 권리⋅의무에 대한 유연성 확보, 수익자의 권리 보호 강화, 소극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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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고용관계의 승계에 관한 규정의 정비, 수익증권의 상장 허용, 시리즈 

신탁 및 조직변경⋅합병제도와 같은 새로운 제도의 도입, 신탁세제의 개

편 등이 있으며, 당사자의 사적자치와 신탁의 유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는 이와 같은 입법 내용은 기본적으로 임의규정이어야 한다는 점을 염두

에 두어야 한다.

   개정 신탁법이 사업신탁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다양한 기업조직제도를 

제공하여 공동기업구조에 관한 국민의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한 것이라

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계약법적 사고가 반영된 기존의 신탁법 체계 내

에 기업조직법인 사업신탁에 관한 법제를 두는 것은 물과 기름과 같이 

정합적인 체계라고 볼 수 없다. 이에 사업신탁제도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사업신탁만의 독립된 법률

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기업조직으로서의 사업신탁의 활용과 독자적인 

입법에 관한 논의가 활성화되기를 바라며 이러한 논의에 본 논문이 조금

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

주요어 : 사업신탁, 상사신탁, 유한책임신탁, 기업조직, 신탁법, 통일제정

법상신탁법, 제정법상 신탁, 싱가포르 사업신탁법

학  번 : 2005-2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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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의 신탁법은 1922년에 제정된 일본 신탁법에 기초를 두고 있

는 1931년 조선민사령 제1조 제7호의 2로부터 시작되었으며,1) 해방 이후 

1961. 12. 30. 법률 제900호로 신탁법이 제정된 이래 2011년 전면 개정되

기 이전까지 일부 자구 수정만이 있었을 뿐 단 한 번의 개정작업도 이루

어지지 않았다. 이처럼 신탁에 관한 기초적인 법제가 제대로 관심을 받

지 못한 이유는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믿고(信) 맏기는(託) 데에 익숙

하지 않은 우리나라의 사회상과 신탁제도의 독자성을 외면하고 이를 단

순히 자금조달의 도구 내지 금융업의 일부분으로 치부한 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단편적인 시각으로 인하여 우리나라

1)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된 신탁제도는 1920년 조선총독부령 제533호로 의용된 

일본의 담보부사채신탁법(법률 제52호)이었다. 그 후 1931년에 신탁법 및 신

탁업법이 도입되었는데 신탁법의 경우는 영국의 인도신탁법(The Indian Trust 

Act 1872)과 캘리포니아민법전(California Civil Code 1872)을 모법으로 한 일

본의 신탁법(법률 제65호)의 영향을 받아 1931. 6. 9. 조선민사령 제1조 7호의 

2로 의용된 일본신탁관련법을 통하여 도입되었고 같은 날 조선신탁업령이 제

정되어 신탁업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도록 하였다. 이후 미군정시 군정법령과 

해방 이후 헌법 부칙 제100호에 따라 이와 같은 법체계는 유지되다가 국가재

건최고회의의 구법정리조치에 의해 법제가 정비되면서 신탁법(1961. 12. 30. 

법률 제900호), 신탁업법(1961. 12. 31. 법률 제945호) 및 담보부사채신탁법

(1962. 1. 20. 법률 제991호)이 제정⋅공포되었으며 이들 법률들이 최근까지 

그대로 골격을 유지해 오고 있었다. 김상용, 신탁법의 새로운 전개, 한국에서

의 신탁의 역사, 유형 및 신탁법의 대개정, 한국비교사법학회 국제학술대회 

발표자료, 2012. 8. 16.; 최은순, “우리나라에서의 신탁(Trust) : 판례상의 쟁

점으로 본 현황과 과제”, 변호사 제38권, 서울지방변호사회, 2008., 14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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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신탁법제는 민사적인 관점에서의 제도적 정비와 연구보다는 행정감독

의 관점에서 구 신탁업법, 구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이상 현행 자본시장

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동산투자회사법, 담보부사채신탁법 등과 

같은 규제법적인 쟁점만이 주로 논의되어 왔다. 반면 신탁의 발상지인 

영미법계에서는 사업운영, 재산상속, 재산보호, 부동산개발, 투자, 자선, 

공익사업 등 다양한 영역에서 신탁제도가 널리 이용되어 왔고, 특히 법

제도의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보면 신탁은 단순히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

의 1 대 1의 계약관계를 넘어 다수 당사자가 개입하는 기업조직(business 

organization)의 일 유형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기업조

직으로서의 신탁, 일명 사업신탁(business trust)의 활성화로 인하여 기존

의 신탁법리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또는 기존의 신탁법리를 그대로 적용

할 수 없는 영역이 발생하게 되었는데 이에 관하여 영미법계는 이를 억

지로 메우거나 덮기 보다는 관련 법제를 새로이 정비하여 기존의 신탁법

리와는 사뭇 다른 사업신탁만의 독자적인 프레임을 형성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세계법제의 흐름을 반영하여 2011. 7. 25.자로 전면 개정되

고 2012. 7. 26.부터 시행된 법률 제10924호 개정 신탁법(이하 “개정 신

탁법”이라고 하며 이전의 법은 “구 신탁법”이라 한다)은 ① 신탁재산

의 범위를 확대하여 영업에 대한 신탁을 가능하게 하고, ② 신탁선언을 

통한 자기신탁의 설정을 허용하였으며, ③ 수익증권 및 신탁사채의 발행

을 가능하게 하고, ④ 신탁재산에 속하는 채무에 관하여 당해 신탁재산

만으로 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신탁을 도입함으로써 사업신탁제도가 싹틀 

수 있는 기반을 다지게 되었다고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비교법적으로 

볼 때 사업신탁에 관한 법적 분쟁에서는 기업조직적인 특수성이 반영된 

쟁점이 대두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를 규율하는 법리 또한 사업신탁

만의 독자성이 중시되는 영역이 된다. 그러나 현재 우리의 입법은 여전

히 사업신탁의 특수성을 간과한 채 (일반 민사신탁을 규율하는) 기존 신

탁법제의 체계 속에 사업신탁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있는바, 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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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지붕 두 가족처럼 사업신탁이 꽃피울 수 있는 환경을 제대로 제공하

고 있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나아가 신탁이 단순히 금융적 도구에 그치

는 것이 아니라 위탁자와 수탁자와 사이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수탁자

의 신탁재산에 관한 관리⋅운용능력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라는 점에 착

안한다면 기존의 프레임에서 벗어나 다양한 시각과 방향에서의 법제의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사업신탁의 활용

방안과 제도화를 위한 입법론을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본 논문에서는 ① 우리 법제가 나아가야 할 방

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사업신탁이 활성화된 미국과 싱가포르에서의 법적 

규율(입법례)을 고찰한 후 그 시사점(입법론)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하며, 

② 이를 기초로 사업신탁의 기업조직으로서의 활용방안에 관하여 검토하

기로 한다.  

제2절 연구의 범위

1. 전제 사항: 용어의 정의
   

   본 논문의 연구의 범위에 관하여 살펴보기에 앞서 가장 중요한 용어

인 사업신탁의 정의에 관하여 전제하기로 한다. 기존의 학계의 논의에서

는 신탁의 유형을 구별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상사신탁(商社信託), 영업

신탁(營業信託), 사업신탁(事業信託)의 용어를 혼용하여 사용하여 왔다. 

   ① 우선 상사신탁의 경우 민사신탁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사용하여 

“신탁업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신탁을 인수․운영하는 상업목적의 신

탁”2) 또는 “수탁자가 신탁의 인수를 영업으로 하는 신탁”3) 이라고 

2) 이중기, 신탁법, 삼우사, 200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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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하여 왔으며, 이 경우 신탁행위가 영리목적을 가진 상행위4)의 일환

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 주목하여 상사신탁을 영업신탁이라고도 정의하

였다.5) ② 한편 사업신탁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기업조직의 한 

유형으로 이용되는 business trust를 직역하여 사용되던 개념으로서, 특히 

이러한 사업신탁은 회사의 대용으로 주주에 대응하는 이해관계 또는 지

분을 가지고 있는 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만들

어진 신탁이라는 점에서 유상성을 띄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단

순히 상사신탁의 하위개념으로 분류되기도 하였다. ③ 나아가 개정 신탁

법의 논의 과정에 있어 ‘영업(營業)’을 신탁재산의 하나로 인정하면서 

영업 그 자체를 신탁재산으로 하는 신탁을 영업신탁이라고 지칭하게 되

었고 이를 사업신탁과 동일한 개념으로 정의하기도 하였다.6) 요컨대, 현

재까지의 논의에서는 서로 다른 관점에서 신탁의 유형을 정리하다 보니 

「① 상사신탁 = 신탁을 영업으로 함 = 영업신탁, ② 사업신탁 = 수탁자

가 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유상성이 

보장되어야 함 = 상사신탁, ③ 영업신탁 = 영업을 신탁재산으로 함 = 사

업신탁」과 같이 상사신탁, 영업신탁 및 사업신탁의 용어를 혼용하여 사

용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본 논문에서 주목하는 것은 개정 신탁법에서 도입된 ‘영업’

을 신탁재산으로 하는 신탁으로서 이러한 유형의 신탁을 하나의 기업조

직으로서 제도화하는 것을 추구하고 있으므로 위 ③항의 개념을 근간으

로 하기로 한다. 다만 일반적으로 ‘영업(營業)’의 경우는‘일정한 영업

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인적·물적 조직)’7)의 개념으로 정의되어 

3) 유재관, 신탁법실무, 법률출판사, 2010., 15면.
4) 상법 제46조 제15호.
5) 유재관, 위의 책(전게주 3), 15면; 이재욱⋅이상호, 신탁법해설, 한국사법행정

학회, 2000., 35면; 최동식, 신탁법, 법문사, 2006., 8면.
6) 법무부 상사법무과, 신탁법해설, 법조협회, 2012., 6면.
7)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다23826 판결[상법상의 영업양도는 일정한 영

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

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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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행위를 위한 조직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용어인 반면, ‘사업(事業)’

의 경우는 사업자, 사업주체 등과 같은 복합어로 사용되어 ‘경제행위를 

영위하는 주체’로서의 실체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으

므로, 본 논문에서는 후자의 개념을 강조하기 위하여 ‘영업신탁’이라

는 용어 대신 ‘사업신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2. 연구의 범위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논문에서는 사업신탁 제도에 관한 비교

법적 고찰 및 입법론과 그 활용방안에 관하여 고찰해 보고자 한다. 

   우선, 제2장에서는 본격적인 논의에 대한 전제로서 필요한 범위 내에

서 신탁과 사업신탁에 대하여 개관하고, 특히 우리 법제에 사업신탁제도

를 도입할 필요성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다음으로, 제3장에서는 법제도적 시각에서 사업신탁의 활성화를 뒷받

침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에 대하여 고찰하기로 한다. 이에 사업신탁의 

발상지인 미국과 최근 사업신탁이 각광을 받고 있는 싱가포르에서의 사

업신탁법제의 흐름에 관하여 살펴본 후, 이를 기초로 우리 신탁법제의 

현 위치와 향후 과제로서 입법론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한편, 제4장에서는 기업조직으로서의 사업신탁의 활용가능성을 검토

하기 위하여 다양한 활용방안에 대하여 탐색해 보기로 한다. 본 논문에

서는 검토의 편의상 활용 가능한 사업신탁의 유형을 ① 사업개시형, ② 

사업재편형, ③ 사업제휴형, ④ 회생형, ⑤ 자본조달형으로 명명하여 설

명하기로 한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위와 같은 논의를 요약하고 본 논문의 의의

에 관하여 언급하기로 한다. 



- 6 -

제2장 신탁 및 사업신탁에 대한 개관

제1절 신탁의 정의

1. 일반론

   일반적으로 신탁(信託, trust)이란 ‘재산을 가진 자(委託者, settlor)가 

타인(受託者, trustee)에게 자기 또는 제3자(受益者, beneficiary)의 이익을 

위해 일정한 목적에 따라 당해 재산의 관리와 처분을 맡기는 일’이라고 

정의된다. 이에 신탁의 법률관계에서는 신탁재산을 둘러싼 위탁자, 수탁

자, 수익자의 3면 구도에 의하여 기초적인 권리⋅의무가 형성되게 되므

로, 그 개념설정에 관한 접근에 있어서도 ① 수탁자(특히 수탁자의 의무)

에 중점을 두는 견해, ② 수익자(특히 수익자의 권리)에 중점을 두는 견

해, ③ 신탁관계 자체에 중점을 두는 견해 등으로 나뉘게 된다.8) 그런데 

이와 같은 견해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신탁의 개념을 분석함에 있어서

는 크게 재산권의 실질적 이전과 신탁재산의 관리처분이라는 두 가지 요

건이 핵심이 되게 되므로,9) 대내적으로는 위탁자가 여전히 소유권을 보

유하여 관리, 수익하면서 등기 또는 등록과 같은 공부상의 명의만을 수

탁자에게 이전하는 명의신탁(名義信託)은 신탁법상 신탁의 개념에 포함

되지 않는 다는 것이 다수설과 우리 판례10)의 견해이다. 이에 본 논문에

서 인용하는 신탁은 신탁법상 신탁에 한정하기로 한다. 

8) 이상의 논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중기, 위의 책(전게주 2), 3, 4면 참조.
9) 홍유석, 신탁법, 법문사, 1999., 7면.
10) 대법원 1971. 1. 29. 선고 70도2716 판결. 일본에서도 명의신탁의 경우는 재

산권의 실질적 이전이 없으므로 신탁법상 보호를 부여할 신탁재산의 독립성

도 생기지 않는다고 본다. 新井誠, 信託法 第2版, 有斐閣, 2005., 116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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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신탁법 개정 신탁법

제1조(목적과 정의) ② 본법에서 

신탁이라 함은 신탁설정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

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

다)와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

제2조(신탁의 정의) 이 법에서 “신

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

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

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

2. 신탁법상 신탁의 정의

   신탁의 주요한 특징11) 중 하나로 원용되는 요소로는 구조의 유연성

(flexibility in design)이 있는데 이에 의하면 신탁관계자의 합의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신탁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 신

탁법상 신탁의 정의규정에서는 신탁재산, 신탁행위 및 수탁자의 신탁재

산 관리방법에 대하여 한정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실무상 

소극재산의 신탁이나 담보권신탁 등의 유효성에 관한 견해의 대립이 있

었다. 이에 사회경제 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신탁을 활성화

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신탁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의규정의 외연을 확대

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개정 신탁법 제2조는 신탁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표1. 구 신탁법과 개정 신탁법상 신탁의 정의규정]12)

11) 신탁의 주요 특징으로는 도산격리(Insolvency Protection), 도관과세(Conduit 

Taxation), 신인법리(Fiduciary Regime), 구조의 유연성(Flexibility in Design) 

등을 꼽는다. 자세한 내용은 John H. Langbein, “The Secret Life of the 

Trust: The Trust as an Instrument of Commerce”, 107 Yale Law Journal 

176(1997); Henry Hansmann and Ugo Mattei, “The Functions of Trust: A 

Comparative Legal and Economic Analysis”, 73 New York University Law 

Review 434(1998)  참조.
12) 밑줄은 개정 신탁법에서 변경된 부분을 표시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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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

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

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

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

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 또는 특정

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

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

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제2절 신탁의 법률관계

1. 신탁관계인

   가. 위탁자

   위탁자는 신탁재산의 소유자로서 신탁을 설정하고 수탁자에게 특정한 

목적에 따라 재산의 관리 또는 처분을 하도록 재산권을 이전 기타 처분

하는 자를 말한다. 즉 위탁자는 계약 또는 단독행위를 통한 신탁설정행

위의 당사자로서 자신의 재산을 신탁재산으로 출연하고 신탁행위를 통하

여 신탁의 목적을 설정하게 된다. 위탁자는 신탁설정단계에서는 신탁행

위의 당사자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지만, 신탁이 설정된 이후에는 

수탁자나 수익자로 지정되지 않는 한 신탁관계의 주된 당사자는 아니게 

된다.13) 그러나 위탁자는 신탁목적의 달성에 대하여 여전히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자이므로 이를 위하여 신탁에 대한 제반 감독권을 갖는다.14) 

13)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다13312 판결.
14) 개정 신탁법은 위탁자의 신탁에 대한 감독권으로서, ① 수탁자 사임에 대한 

동의권(제14조 제1항), ② 수탁자의 해임에 대한 동의권 및 해임청구권(제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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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위탁자는 신탁행위의 내용에 따라 제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기

본적인 의무에는 신탁 설정시의 신탁재산 출연의무, 수탁자에 대한 보수

지급의무 등이 있다.  

 

   나. 수탁자

   수탁자는 위탁자로부터 재산권의 이전 또는 처분을 위임받아 특정한 

목적에 따라 재산을 관리 또는 처분하는 자를 말한다. 신탁의 효력으로 

수탁자는 대내외적으로 신탁재산에 관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며, 다

만 신탁의 목적 범위 내에서 신탁계약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신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는 제한을 부담할 뿐이다.15) 수탁자는 신탁의 대표자로서 

수익자를 위하여 신탁재산을 관리하게 되므로, 그 직무권한 내에서는 신

탁재산에 대한 보존, 이용, 개량, 처분 및 소송 등의 관리행위 등이 포함

되며 이에 권리능력 뿐만 아니라 행위능력이 있어야 하며,16) 수탁자의 

직무권한은 신탁행위를 정함에 따라 결정된다.17) 한편 수탁자의 의무는 

원칙적으로 신탁행위에 의하여 정하여 지는 것이지만, 신탁법에서도 수

탁자의 의무에 관하여 적극적인 작위의무 내지 소극적인 부작위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신탁행위상 의무과 신탁법상 의무가 상충하는 경우 어느 

조 제1항 및 제3항), ③ 신수탁자의 선임에 대한 동의권 및 선임청구권(제21

조 제1항 내지 제3항), ④ 신탁재산의 강제집행 등에 대한 이의권(제22조 제2

항 및 제3항), ⑤ 서류의 열람․복사권 및 신탁사무의 처리 및 계산에 관한 설

명요구권(제40조 제1항), ⑥ 수탁자의 신탁위반행위에 대한 책임추급권(제43

조), ⑦ 수탁자의 보수변경청구권(제47조 제3항), ⑧ 신탁의 변경에 대한 동의

권 및 변경청구권(제88조 제1항 및 제3항), ⑨ 신탁의 합병 및 분할에 대한 

승인권(제91조 제2항 및 제95조 제2항), ⑩ 신탁의 종료에 대한 동의권 및 종

료명령청구권(제99조 제1항, 제2항 및 제100조) 등을 허용하고 있다. 광장신

탁법연구회, 주석 신탁법, 박영사, 88, 89면.
15)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70460 판결.
16) 이중기, 위의 책(전게주 2), 137, 251면; 최동식, 위의 책(전게주 5), 172면.
17) 개정 신탁법 제31조. 한편 수탁자의 권한을 신탁행위로 제한하더라도 신탁

법의 취지나 신탁의 본질에 반하는 제한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

례(대법원 2003. 1. 27.자 2000마2997 결정)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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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논의가 있으나 신탁법상 수탁자

의 의무규정은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가 있는 임의규정18)이므로 

양자가 충돌할 때 신탁행위의 내용을 우선하여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19) 신탁사무의 처리에 있어 수탁자가 준수해야 할 기본적 의무

로는 선관주의의무(duty of care), 충실의무(duty of loyalty), 자기집행의

무(duty not to delegate) 등이 있다. 

   ① 선관주의의무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신탁사무를 처리할 의무

를 의미하는 것으로 민법상 수임인에게 요구되는 것20)과 같이 거래상 일

반적으로 평균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의무 내지 그 자가 종사하는 

직업, 사회적 지위 등에 따라 보통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말

한다. ② 한편 충실의무는 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신탁사무를 처리할 

의무로서 영미 신탁법에서는 수탁자와 수익자 사이의 신임관계에서 인정

되는 당연한 의무로 인식되고 있었다. 구 신탁법에서는 충실의무에 관한 

명문규정이 없었으나,21) 제29조 및 제31조를 기초로 하여 우리 판례22)와 

학설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었는데, 개정 신탁법 제33조에서는 이를 명문

화하였으며 그 이념을 구체화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23) ③ 자기집행의무

는 수탁자는 위탁자와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신탁사무를 수행하는 자이므

로 원칙적으로 그 신임에 부응하여 스스로 신탁사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의무를 말한다. 신탁법 개정과정에 있어 수탁자의 재량에 따른 신탁사무

의 위임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자는 견해가 있었으나 수탁자의 재량에는 

18) 개정 신탁법 제32조 단서는 선관주의의무가 임의규정임을 명문화하였다.
19) 다만 공서양속, 신의칙 등을 적용하여 신탁법상 의무의 수준, 내용, 책임 등

을 경감하는 것은 무효라고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 안성포, “신탁법상 수탁

자의 충실의무에 관한 고찰: 2009년 법무부 개정안을 중심으로”, 상사판례

연구 제22집 제4권, 한국상사판례학회, 2009. 12., 58면. 
20) 대법원 2006. 6. 9. 선고 2004다24557 판결.
2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

102조는 선관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모두 명문화하고 있었다.
22) 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3다55059 판결.
23) 충실의무를 구체화하는 규정으로는 개정 신탁법 제34조(이익에 반하는 행위

의 금지), 제35조(공평의무), 제36조(수탁자의 이익향수금지), 제37조(수탁자의 

분별관리의무)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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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제한이 필요하고 민법상 대리인이나 수임인도 재위임을 할 수 없

는 것이 원칙인 점 등을 고려하여 개정 신탁법 제42조는 자기집행의무를 

원칙으로 유지하기로 하였다고 한다.24) 

   다. 수익자

   수익자란 신탁행위로부터 신탁이익을 향유하는 자를 말한다. 신탁법

상 수익자의 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민법상 권리능력이 있는 자는 누

구든지 수익자가 될 수 있으며 권리능력이 없는 사단도 수익자가 될 수 

있다. 수익자는 기본적으로 신탁이익을 향유하는 지위, 즉 신탁이라는 

단체적 성격을 갖는 재산에 대한 실질적 소유자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그에 기하여 여러 가지 이익과 권리를 향유하게 된다(自益權). 이러한 자

익권은 수익자가 일반적으로 신탁재산으로부터 급부를 받을 급부수령권

을 의미하는 것으로 신탁존속 중의 급부청구권(收益受益權) 뿐만 아니라 

신탁종료 후의 잔여재산에 대한 수익권(元本受益權)도 포함된다.25) 

   나아가 신탁제도의 취지는 수익자를 위하여 신탁재산을 신탁목적에 

맞게 보관⋅관리⋅처분하는데 있기 때문에 신탁의 법률관계의 정점에는 

결국 수익자가 있게 되는 것이고 이에 신탁재산의 보호 및 신탁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일정한 감독적 권능을 갖게 된다(共益權). 이러한 공익권

에는 수탁자를 감시⋅감독하는 권능(수탁자 감독권), 일정한 경우 신탁재

산을 보전하는 권능(신탁재산의 보전권) 및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

탁의 의사를 결정하는 권능(신탁운영권) 등이 포함된다.26) 한편 신탁에 

있어 재산출연자인 위탁자와 신탁이익 향유자인 수익자의 지위는 엄연히 

구별되므로 수익자에게 신탁재산 출연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다

만 수익자는 종국적으로 신탁이익을 향유하는 자의 지위에 있고 수탁자

를 감독하거나 신탁의 의사를 결정하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24) 법무부, 위의 책(전게주 6), 341면.
25) 이근영, “신탁수익권의 소멸시효”, 재산법연구 제24권 제1호, 한국재산법학회, 

2007. 6., 309-313면.
26) 이중기, 위의 책(전게주 2), 45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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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사적인 의무로서 신탁과 관련한 일정한 비용(신탁사무처리비용, 수탁

자의 보수 등)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2. 신탁재산

   가. 개념

   신탁재산이란 신탁을 설정한 목적의 객체로서 수탁자가 신탁목적에 

따라 관리⋅처분할 수 있는 재산을 말한다. 구 신탁법 제1조 제2항에서

는 신탁재산의 정의에 대하여 “특정의 재산권”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적극재산 이외에 소극재산도 신탁재산이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논란이 있

었고, 학설은 “재산권”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소극재산은 포함되지 않

는다는 견해27)와 입법기술상 착오이므로 소극재산도 포함된다는 견해28)

가 대립하고 있었다. 그러나 신탁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적극재산과 소

극재산이 결합된 사업신탁이나 유언신탁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소극재산에 대하여도 신탁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이에 소극재산이 포함되는 취지를 명시하기 위하여 “권”을 삭제하고 

“특정의 재산”으로 법문을 수정하였다.

   나. 개정 신탁법상 신탁재산 범위의 확대

   개정 신탁법에서는 신탁제도의 유연성을 제고하기 위해 구 신탁법에 

비해 신탁재산의 범위에 관하여 상당히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법문에서 “영업”이나 “지적재산권의 일부”또한 신탁재산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고, 재산에 대한 소유권이전 이외에 “담보권의 설정 그 

밖의 처분”으로서 신탁을 설정하는 것도 허용하여 그동안 논란이 있었

27) 이재욱⋅이상호, 위의 책(전게주 5), 74면; 홍유석, 위의 책(전게주 9), 79면.
28) 이중기, 위의 책(전게주 2), 10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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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사업신탁, 지적재산권의 일부신탁 및 담보권신탁 등의 신탁을 명시적

으로 허용하고 있다. 한편 신탁을 영업으로 하는 신탁업자에게 적용되는 

특별법인 자본시장법은 신탁재산의 범위에 관하여 “금전, 증권, 금전채

권, 동산, 부동산, 지상권, 전세권, 부동산임차권,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

기청구권, 그 밖의 부동산 관련 권리, 무체재산권(지식재산권을 포함)”

으로 열거하고 있었는데 개정 신탁법이 신탁재산의 범위를 확장함에 따

라 자본시장법의 개정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이에 2012. 3. 26.자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2-61호로 입법 예고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라고 한다) 제103조 제1항 제8호 및 제9호29)에

서는 “신탁재산에 대한 담보권”과 “신탁재산에 관련되거나 수반되는 

채무”를 신탁재산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는데 다만 “영업”에 있어서는 

투자자의 피해 가능성, 신탁업자의 경영건전성 저해 우려, 사업의 비전

문성 등을 이유로 이를 배제하고 있다. 그러나 본 논문 제3장 제4절 2.

항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사업신탁의 특성과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사

업신탁의 수탁자의 경우 “신탁을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 판단될 가능

성이 다분하기 때문에 이처럼 자본시장법이 신탁이 가능한 재산에 대하

여 한정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사실상 사업신탁을 도입하는 취지를 무색

하게 만들 것으로 보인다.30)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서는 신탁재산의 범위로서의 “영업”의 의미와 행정규제를 위한 업자

(業者)의 범위 설정을 위한 “영업”의 의미에 관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관하여는 후술하는 입법론에서 다시 살펴

보기로 한다. 

29) 자본시장법 개정안 제103조(신탁재산의 제한 등) ① 신탁업자는 다음 각 호

의 재산 외의 재산을 수탁할 수 없다. 

  8.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재산에 관한 담보권

  9.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재산과 관련되거나 이에 수반되는 채무. 이 경우 

해당 재산을 함께 수탁하여야 한다.
30) 오영표, “新신탁법 시행에 따른 자본시장법상의 법적쟁점: 신탁법과 자본시

장법의 조화로운 공존을 모색하며”, 은행법연구 제5권 제1호, 2012., 1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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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신탁재산의 특성

   (1) 신탁재산의 독립성

   신탁재산은 신탁행위에 따라 수탁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위탁자의 

개인재산으로부터 구별되게 되며, 나아가 그 명의상으로는 수탁자의 재

산이기는 하나 수익자를 위한 것이므로 수탁자의 고유재산과는 구분되게 

된다. 이를 신탁재산의 독립성31)이라 하며 전자를 위탁자로부터의 독립, 

후자를 수탁자로부터의 독립이라고 구별하기도 한다. 이러한 신탁재산의 

독립성은 신탁법상 ① 강제집행 등의 금지(제22조), ② 상속재산으로 부

터의 배제(제23조), ③ 파산재단 등으로 부터의 배제(제24조), ④ 상계의 

금지(제25조), ⑤ 혼동의 금지(제26조) 등으로 발현되게 되며 이러한 재

산분리기능으로 인하여 신탁제도가 기업조직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밑바탕을 제공한다. 한편 우리 판례는 신탁재산의 독립성은 수탁자

의 고유재산과 신탁재산이 분별하여 관리되어야 한다는 의미에 그칠 뿐 

신탁재산 자체에 대한 법인격까지 인정하는 취지는 아니라는 입장32)인데 

이는 신탁의 법적성질에 관한 채권설33)에 기초한 판단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신탁에 대하여 독자적인 법인격을 부여할지 여부는 입법정책적인 

문제에 해당할 뿐, 본질적으로 법인격을 가질 수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제도의 구성에 따라 신탁재산의 독립성이 독자적 법인격의 단

계로까지 강화될 수 있다. 이에 관하여는 후술하기로 한다. 

   (2) 신탁재산의 물상대위성

   신탁재산의 물상대위성이란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멸실, 

훼손 등에 의하여 수탁자가 얻은 재산이 당초의 신탁재산과 동일성을 갖

는 것을 말한다. 신탁재산은 신탁 목적에 의하여 내부적으로 결합된 통

31) 新井誠, 위의 책(전게주 10) 44면. 
32)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5다48956 판결.
33) 본 논문 제2장 제3절 2.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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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성과 개별 재산의 변동에 의해서도 변하지 않는 자기동일성을 갖고 있

고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부터 독립성을 갖고 있으며,34) 최초로 신탁을 

설정할 당시에는 신탁재산의 범위가 특정되어 있지만 그 후 관리 등에 

의하여 그 형태가 바뀌게 되므로 신탁재산을 당초의 신탁재산에만 한정

하게 되면 수탁자가 부당이익을 얻고 수익자가 손해를 입게 된다는 시각

에서 물상대위와 같은 법리가 인정된다고 한다. 

3. 신탁의 설정방법, 효력발생 및 공시

   가. 신탁의 설정방법

   구 신탁법에서는 위탁자와 수탁자간의 계약 또는 위탁자의 유언에 의

한 신탁의 설정만을 허용하였으나, 개정 신탁법은 신탁선언을 허용하는 

세계적인 추세와 자산유동화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위탁자가 자기 또

는 제3자 소유의 재산 중 특정한 재산을 분리하여 그 재산을 자신이 수

탁자로서 보유하고 수익자를 위하여 관리⋅처분한다는 것을 선언함으로

써 신탁을 설정하는 방식(자기신탁)도 허용하게 되었다.35) 

   나. 신탁의 효력발생 및 공시

   신탁은 그 설정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수탁자는 신탁설

정행위(및 부동산인 경우 등기이전)로써 신탁재산에 대한 완전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

을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개정 신탁법상 도입된 유한책임신탁의 경우는 

제3자 보호를 위하여 그 등기를 효력발생요건으로 한다.

34) 최동식, 위의 책(전게주 5), 143면; 오영준, “신탁재산의 독립성”, 민사판례

연구 제30집, 박영사, 2008., 902면.
35) 개정 신탁법 제3조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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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재산이지만 수탁자의 채권자는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없고 수탁자가 파산하는 경우 파산재단을 

구성하지 않는 등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존재하게 

되며, 수탁자가 신탁목적에 반하여 신탁재산을 처분하였을 경우 이에 대

한 원상회복 내지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게 되는 등 신탁재산에 대한 강

한 추급력이 인정되고 있다. 이처럼 신탁재산은 그 관리⋅처분 등에 강

력한 제한이 있는 관계로 이를 알지 못하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할 가능성

이 있으므로, 이에 개정 신탁법은 등기․등록할 수 있는 재산권은 물론 이

를 할 수 없는 재산권에 대하여도 공시를 허용하고 있다.36) 

제3절 신탁의 법적성질(기본구조)

1. 서언

   신탁의 법적성질(기본구조)에 관하여는 제도의 발상지인 영미법계에

서도 대인권설, 대물권설, 독자적권리설 등의 견해가 대립되고 있었는데 

대륙법계 국가인 일본과 우리나라가 이를 계수하면서 관련 논의가 새로

운 국면에 접어들게 되었다. 학자들의 논의의 근본적인 목표는 영미의 

형평법⋅보통법에 의해 정립된 신탁의 개념을 어떻게 하면 대륙법의 체

계(채권과 물권을 준별하는 권리 체계)에 정합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가

로 귀결되는 것이었고, 이에 신탁재산에 관한 수익자 내지 수탁자의 권

리가 채권과 물권 중 어느 유형의 권리에 해당되는지에 관한 의견의 대

립이 학설로 발전하게 되었다. 이하에서는 일본에서 논의된 신탁의 법적

성질에 관한 기존의 학설과 우리 판례의 내용을 정리하고, 현재 새롭게 

전개되고 있는 학설의 조류에 대하여 소개하기로 한다. 

36) 개정 신탁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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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탁의 법적성질에 관한 기존의 학설 및 판례37)

   가. 기존의 학설

   신탁의 법적성질에 관한 기존의 학설로는 ① 신탁재산의 소유권은 수

탁자에게 완전히 귀속되며 수탁자는 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신탁재산을 

관리⋅처분을 하여야 하는 채권적 구속을 받는다는 견해(채권설38)), ② 

신탁재산은 독립한 실질적인 법주체성을 갖고 있으며 수탁자는 신탁목적

에 따라 신탁재산을 관리하며 수익자는 신탁재산에 대한 물적 권리를 갖

는다는 견해(실질적 법주체성설39)), ③ 대외적 소유권만이 수탁자에게 귀

속되고 대내적 소유권은 수익자에게 귀속된다는 견해(제한적 권리이전

설40)), ④ 수익권은 대물적 권리가 아니라 신탁재산에 대한 간접지배권

인 수물권(隨物權)이라는 견해(수물권설41)), ⑤ 부동산신탁의 경우에는 수

익자의 권리를 물적 권리로 보고 금전신탁의 경우에는 채권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병존설42)) 등이 있다.

   나. 우리 판례의 태도 

   대법원43)은“부동산의 신탁에 있어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

탁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신탁의 효력으로서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결과 수탁자는 대내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한 관리

37) 이하의 내용은 정순섭, “신탁의 기본구조에 관한 연구”, BFL 제17호, 서

울대학교 금융법센터, 2006. 5., 10-14면 참조.  
38) 靑木徹二, 信託法論(初版), 1926.; 入江眞太郞, 全訂信託法原論, 1993.
39) 四宮和夫, 信託法, 1958.
40) 岩田新, 信託法新論, 1933.
41) 大阪谷公雄, 信託法の硏究(上)(下), 1991.
42) 田中寶, 信託法入門, 1992.
43)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7046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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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을 갖는 것이고, 다만, 수탁자는 신탁의 목적 범위 내에서 신탁계약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신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는 제한을 부담함에 불과

하다고 할 것이다”고 판시하여 기본적으로 채권설의 입장이라고 해석된

다고 한다. 

3. 새로운 학설의 전개: 일본에서의 논의44)

   최근 일본에서는 ① 신탁제도의 특수성 내지 독자성을 부정하고 민법 

내지 상법 등 기본 법률의 체계 내에서 파악하여야 한다는 견해,45) ② 

민사신탁과 상사신탁을 구별하면서 전자는 신탁재산의 존재와 위탁자의 

의사가 본질적인 요소이지만, 후자는 상사성을 가지는 계획과 시장의 의

사가 본질적인 요소라는 견해,46) ③ 신탁제도는 신인관계를 기초로 한 

독자적인 시스템이라는 견해,47) ④ 신탁의 이용현황을 기준으로 재산처

분형(유언신탁 등과 같이 위탁자의 재산처분에 중점을 두는 신탁), 계약

형(토지신탁, 연금신탁 등과 같이 신탁관계인의 교섭에 의하여 계약을 

통해 성립되는 신탁), 제도형(집합투자기구, 채권유동화기구 등과 같이 

제도화된 신탁)으로 구별하는 견해48) 등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

   생각건대, 구조적 유연성을 가진 신탁을 단순히 이분법적 사고(채권

인지 물권인지)로 설명하기 보다는 당사자의 의사, 신탁의 목적, 경제적 

실질, 제3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의 필요에 

따라 다면적으로 구성되는 개념으로서 파악할 필요가 있고 그러한 차원

에서 위와 같은 새로운 학설에 대한 진중한 경청이 필요하다고 본다. 

44) 이하의 내용은 안성포, “신탁의 기본구조와 그 법리 –일본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중앙법학 제9집 제2호, 중앙법학회, 2007. 8., 765-769면 참조. 
45) 道垣內弘人, 信託法理私法體系, 有斐閣, 1996.
46) 神田秀樹, 日本の商事信託 – 序說, 現代企業立法の軌跡と展望, 商事法務硏究

會, 1995.
47) 熥口範雄, フィデュシャリ- 信認の時代 – 信託と契約, 有斐閣, 1999.
48) 能見善久, 現代信託法, 有斐閣,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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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사업신탁에 대한 일반론

1. 사업신탁의 정의

   사업신탁의 발상지인 미국에서는 일찍이 “사업신탁은 기업조직의 한 

형태로서 신탁에 의해 재산이 수탁자에게 양도되며 수탁자는 신탁재산을 

기초로 발행한 양도 가능한 수익증권을 가진 수익자들의 이익을 위하여 

그 재산을 관리⋅운용하는 관계이다. 이러한 수익증권은 신탁재산에 대

한 지분을 표시하는 증서로서 회사의 주식과 같은 방식으로 발행⋅유통

되고 신탁재산에 관한 수익은 지분별로 수익증권의 소유자들에게 배분되

며 신탁의 청산시에도 마찬가지이다”라고 정의하여 왔다.49) 즉 위와 같

은 개념설정에 의하면 사업신탁은 위탁자의 재산이 수탁자에게 이전되고 

수탁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의 인수를 통하여 수익권을 보유하게 되는 

수익자들을 위하여 수탁자가 자산을 관리⋅운용하는 조직적 관계로서, 

결국 사업신탁은 주식회사의 기본구조인 주주, 이사, 자본이라는 3각 구

도를 위탁자 겸 수익자, 수탁자, 신탁재산의 관계로 재편한 기업조직의 

일 유형으로 이해하는 것이다.50) 

49) Hecht v. Malley, 265 U.S. 144 (1924). 원문은 다음과 같다.

   “The 'Massachusetts Trust' is a form of business organization, common in 

that State, consisting essentially of an arrangement whereby property is 

conveyed to trustees, in accordance with the terms of an instrument of 

trust, to be held and managed for the benefit of such persons as may 

from time to time be the holders of transferable certificates issued by the 

trustees showing the shares into which the beneficial interest in the 

property is divided. These certificates, which resemble certificates for 

shares of stock in a corporation and are issued and transferred in like 

manner, entitle the holders to share ratably in the income of the property, 

and, upon termination of the trust, in the proceeds.”
50) John H. Langbein, supra note 11; Henry Hansmann and Ugo Mattei, supra 

note 11; Robert H. Sitkoff, "Trust Law as Fiduciary Governance Plus As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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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우리 신탁법에서는 사업신탁에 관한 별도의 정의규정을 둔 것은 

아니지만, 개정 신탁법 제2조가 신탁재산의 개념을 “특정의 재산”으로 

규정하여 그 범위를 확장하고 있고, 특히 “특정의 재산”의 일 유형으

로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영업”을 열거하고 있으

므로, 위와 같은 규정에 따라 사업신탁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

다.51)52) 이와 같은 접근방식에 의하면 수탁자가 신탁행위를 통하여 적

극재산과 소극재산의 집합체인 특정 사업을 양도받음으로써 실질적으로 

해당 사업 자체를 신뢰한 것과 같은 상태를 만들어 내는 것이 가능하게 

되는데 이러한 신탁을 사업신탁이라고 정의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위와 같은 양국의 정의 방식의 차이점은, 사업신탁의 기업조직적 특

성에 주목할 것인지(미국의 정의방식), 아니면 신탁이 기본적으로 계약이

라는 관점을 유지한 채 사업신탁을 신탁계약의 일 유형으로 포섭할 것인

지(우리나라의 정의방식)에 있는 것으로, 이러한 관점의 차이는 제도적인 

측면에서 사업신탁을 어떤 방식으로 규율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조직법

적 규율인지 아니면 계약법적 규율인지)로 귀결될 뿐, 영업이라는 유기

적인 재산을 신탁할 수 있다는 실체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53) 이에 본 논문에서는 양국의 개념을 병용하여 사업신

탁이란 “일정한 영업목적을 위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재산을 

신탁재산으로 하여 수탁자가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이익의 창출을 위한 

기업조직적 기능을 수행하는 신탁”라고 정의하고자 한다. 

Partitioning”, The Worlds of the Trust, L. Smith ed., Cambridge University 

Press(2013) 등 참조. 
51) 법무부, 위의 책(전게주 6), 5-6면; 안성포, “새로운 기업형태로서의 신탁:  

2010년 신탁법전면개정안을 중심으로”, 기업소송연구 제9권, 기업소송연구

회, 2011, 207-210면. 
52) 일본에서도 사업신탁의 허용근거를 신탁의 정의규정(일본 신신탁법 제2조)

에서 찾고 있다고 한다. 최수정, 일본 신신탁법, 진원사, 2007, 14면; 法務省 
民事局参事官室, 信託法改正要綱試案 補足説明, 2005, 4頁.

53) 안성포, 위 논문(전게주 68), 2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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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신탁의 기능54) 

   가. 운용기능

   위탁자가 보유한 특정한 사업을 그 사업 분야에서 고도의 전문지식과 

경험, 영업상 노하우, 생산 및 판매시설 등을 가진 수탁자에게 신탁함으

로써 수탁자의 운용능력을 활용할 수 있다. 한편 위탁자가 자신의 운용

능력은 그대로 활용하되 특정한 사업만을 분리하는 효과를 도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기신탁의 형태로 사업신탁을 설정하는 것(즉 자기신탁

형 사업신탁)을 상정해 볼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위탁자가 스스로 수

탁자가 되어 계속 사업을 관리⋅운용하기 때문에 자신의 운용능력을 여

전히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나. 재산분리기능

   신탁된 사업은 위탁자가 영위하는 사업과 구별될 뿐만 아니라 수탁자

의 고유사업과도 구별되어 독립적인 사업으로 운영되게 된다. 즉 신탁사

업과 관련되는 재산은 수탁자의 고유사업과 관련되는 재산과 물리적 또

는 장부상으로 구별되기 때문에 회계·세무 상으로 고유사업과는 별도로 

관리⋅운영되게 된다. 이와 같이 동일한 주체 내에서 사업별로 회계·세

무를 구별할 수 있다는 점이 신탁을 이용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된다. 한편 자기신탁형 사업신탁의 경우에는 신탁된 사업과 나머지 사업

을 운영하는데 있어 직원, 영업상의 노하우, 생산 및 판매 시설 등을 공

통적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러한 경우에도 위와 같은 재

산이 어떤 사업에 귀속 되는지를 먼저 결정한 후에 이용하는 주체가 소

유하는 주체에게 그 이용대가를 지급함으로써 두 사업 사이의 귀속관계

와 수익의 계산이 구별 될 수 있어 각 사업의 특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54) 이하의 내용은 주로 早坂文高, “事業信託について, 事業信託の展望”, 公益
財団法人トラスト60, 2011. 4., 5-6頁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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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한다.

   다. 전환기능

   일반적으로 신탁의 전환기능이라 함은 재산권자에 있어서는 ① 권리

자 속성의 전환과 ② 권리자 수의 전환을, 재산권에 있어서는 ③ 재산권 

향유의 시간적 전환과 ④ 재산권의 성질과 상태의 전환의 4가지 기능으

로 분류할 수 있다.55) 그 중 사업신탁과 관련한 전환기능은 ④항의 기능

으로서, 실체적인 측면에서는 신탁을 이용하여 사업의 고유가치를 양도 

가능한 증권에 화체하거나 사업에 수반되는 적극재산에 차입금 등의 소

극재산을 혼화하여 포괄재산화 하는 등의 변형적 기능을 의미하고, 절차

적인 측면에서는 회사법상 영업양도, 분할, 합병 등과 같은 복잡한 절차

를 거치지 않고서도 사업을 분리⋅통합할 수 있도록 하는 편의적 기능을 

의미한다. 한편 자기신탁형 사업신탁의 경우에는 이러한 전환기능을 토

대로 위탁자가 수탁자의 지위에서 사업에 관한 운영권은 그대로 보유하

되 자본조달의 도구로서 신탁을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라. 도산격리기능

   일반적으로 신탁에 있어 도산격리는 위탁자, 수탁자 및 신탁재산의 3

가지 측면에서 문제되는데, ① 위탁자로부터의 도산격리는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의 금지56) 및 위탁자의 파산절차 내지 회생절차로 부터

의 절연57)으로, ② 수탁자로부터의 도산격리는 강제집행 등의 금지58) 및 

파산재단으로 부터의 배제59)로, ③ 신탁재산으로부터의 도산격리는 수탁

55) 안성포, “신탁제도의 발전을 위한 입법과제: 집단신탁을 중심으로”, 비교

사법 제14권 제3호 통권 제38호下, 한국비교사법학회, 2007. 9., 1025-1028면.
56) 개정 신탁법 제22조.
57) 신탁법상 명문 규정은 없지만 학설상의 이견이 없다고 한다. 이에 관하여는 

한민⋅박종현, “신탁과 도산법 문제”, BFL 제17호,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2006. 5., 29면 참조.
58) 개정 신탁법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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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신탁행위로 인하여 수익자에게 부담하는 채무에 대하여는 신탁재산

만으로 책임을 지는 것60)으로 각각 실현되고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제

도적 장치는 기본적으로 신탁재산의 독립성이라는 이념에서 출발하고 있

는바, 자산유동화에 있어 유동화기구에 이전된 기초자산이 자산의 원소

유자나 자산의 관리자의 도산의 위험으로부터 격리시키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 있어서 신탁은 자산유동화의 필수 요건인 

도산격리기능이 이미 제도적으로 구비되어 있다고 한다.61) 

제5절 사업신탁제도 도입의 필요성

1. 현행법제상 공동기업의 유형, 이용현황 및 문제점

   가. 현행법제상 공동기업의 유형 및 이용현황

 

   현행법제상 다수 당사자의 공동출연에 의한 기업조직(공동기업)의 유

형을 법인격 유무를 기준으로 분류하여 보면 ① 법인격이 없는 민법상 

조합, 상법상 익명조합, 합자조합 및 선박공유,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유

한책임조합, 변호사법상 법무조합 등과, ② 법인격이 인정되는 상법상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상법상 회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전문직 특수법인(공인회계사법상 회계법인, 세무

사법상 세무법인, 변호사법상 법무법인, 변리사법상 변리사법인, 법무사

법상 법무사합동법인 등) 등이 있다. 

   그런데 법인격이 없는 공동기업의 경우 소규모⋅비공개 기업에는 적

59) 개정 신탁법 제24조.
60) 개정 신탁법 제38조.
61) 안성포, “유동화에 따른 신탁재산의 독자성에 관한 소고”,  증권법연구 제

7권 제2호 2006. 12., 28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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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할 수 있지만, 소수 개인의 경영능력과 자본조달능력에는 한계가 있고 

특히 사업위험에 대해 구성원이 무한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에 기업의 성

장에 있어 근본적인 장애요소를 안고 있다. 이에 경영자들과 투자자들은 

사업의 독립성과 영속성을 보장되는 별도의 법인격을 가진 공동기업, 특

히 그 중에서 구성원의 유한책임이 인정되면서도 자본구조와 경영조직이 

개방적이어서 다수의 출자가 용이하고 주식상장을 통한 대규모의 자본흡

수가 가능한 주식회사의 구조를 선호하게 되었다. 이러한 연유로 비록 

현행법제에서 다양한 형태의 공동기업제도를 허용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사업의 규모나 성격과는 무관하게 대부분 주식회사의 형태로 기업이 조

직⋅운영되고 있다.62) 

   나. 현행법제의 문제점

   위와 같은 주식회사에로의 편중현상에 대하여 학계와 실무에서는  상

당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회사법의 경우 채권자 보호

에 관한 규정들이 대부분 강행규정으로 해석되고 있고,63) 같은 연장선상

에서 자본의 확정⋅유지⋅불변의 원칙과 같은 법리가 강조됨으로써 기업

의 자율이 상당히 왜곡되고 있다. 또한 당사자의 이해관계, 경제적 실질, 

사업의 특수성 등이 고려되지 아니한 채 각종 법정기관의 설치, 주주의 

62) 2011년을 기준으로 총 신고법인수(440,023개) 중 주식회사가 약 95%(417,876

개), 유한회사가 약 4%(17,554개), 합자회사가 약 0.8%(3,750개), 합명회사가 

약 0.2%(843개)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국세청, 국세통계연보(2011), 2011. 12., 

8-1-2 법인세신고현황 참조.
63) 회사법의 규정은 회사라는 단체와 이를 중심으로 한 법률관계에 관한 규정

이므로 그 강행규정성을 본질로 한다고 한다. 왜냐하면 회사, 특히 주식회사

의 법률관계는 회사의 사원을 비롯하여 회사의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공통의 

이익 혹은 상호 충돌하는 법적 이해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회사법

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자유로운 처분을 허용하는 개인법과 달리 단체법적

원리가 지배되어 개인법상의 계약자유원칙이 크게 수정된 상태에서 적용될 

수밖에 없고, 다수결원리, 사원평등의 원칙과 같은 획일적인 원리에 의한 법

률관계가 요구된다고 한다. 이철송, 회사법강의 제22판, 박영사, 201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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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보호, 회계처리 등에 있어 회사법이 일률적으로 적용됨으로써 기업

지배구조와 이익배당 등에 있어 사적자치가 상당히 제한되고 있다. 이에 

시장의 변화에 신속히 대처하여야 하는 프로젝트성 사업, 운영자의 전문

성과 인적자산이 중시되는 지식기반사업 등과 같이 기업지배구조와 이익

배분에 있어서의 합리성과 유연성이 강조되는 영역에 있어서는 기존의 

공동기업, 특히 주식회사의 형태는 적합하지 않고 새로운 공동기업의 유

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64) 

2. 사업신탁제도 도입의 필요성

   가. 새로운 공동기업 유형의 도입 및 한계

   주식회사제도가 대규모의 자본이 집중되는 물적회사에 적합하도록 고

안된 제도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설립, 자본조달, 운영, 해산 등에 있

어 신속성과 자율성이 필요한 영역에 있어서는 복잡한 절차를 규정한 회

사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기업경쟁력과 비용의 측면에서 결코 바람

직하지 않다. 자본집약경제에서 지식기반경제로의 패러다임의 변화는 기

업구조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고 특히 인적자산이 창출하는 아이디어, 노

하우, 기술, 지적재산권 등과 같이 무형자산이 중시되는 구조로 빠르게 

이전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는 여러 측면에서 종래의 상식과는 다른 기

업유형의 필요성이 강조되게 된다. 

   이에 2011. 4. 14.자로 개정되고 2012. 4. 15.에 시행된 법률 제10600

호 개정 상법에서는 기존의 공동기업 형태(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

사, 주식회사) 이외에 합자조합65)과 유한책임회사66) 제도를 새롭게 도입

64) 송인방⋅양영석, “지식기반산업시대 새로운 법적 기업유형의 창출 및 착근

방안: 개정상법상 유한책임회사와 합자조합 고찰 중심으로”, 산업경제연구 

제21권 제2호, 2008. 4., 한국산업경제학회, 873-874면
65) 상법상 합자조합은 조합의 업무집행자로서 조합의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

을 지는 조합원과 출자가액을 한도로 하여 유한책임을 지는 조합원이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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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그러나 ① 합자조합은 기본적으로 독자적인 법실체성(거래당사

자능력, 소송당사자능력, 자체자산에 대한 1차적 책임 등)을 인정받지 못

하는 공동기업이며,67) 특히 무한책임조합원의 경우 조합의 채무에 대하

여 무한책임을 부담하게 되므로 기업의 재산분리기능이 완벽하게 작동되

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유한책임조합원이 내부적으로 업무집행조

합원이 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도 그 구체적인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지 

않고 있고, 특히 업무를 집행하는 유한책임조합원의 조합채무에 관하여 

부담하는 책임의 범위도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상당한 문제의 소지를 안

고 있다.68) ② 한편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자본금제도와 채권자보호절차

가 그대로 적용되고 있고, 여전히 노무나 신용의 출자를 허용하지 않는 

등 주식회사제도의 단점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또한 업무집행자가 바뀔 

때 마다 정관을 변경하여야 하며, 지분 양도시 양도인에 대한 환급과 양

수인의 신규 출자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하여도 관련 규정의 해석상 논란

이 있는 등 기업 운영에 있어 유연성과 명확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

다.69) 

   요컨대, 견해에 따라서는 합자조합은 합자회사와 유사하고 유한책임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서 성립하는 조합을 말한다(상

법 제86조의 2). 
66) 상법상 유한책임회사는 사원의 유한책임이 인정되면서도(상법 제287조의 7) 

내부적으로는 조합적인 실질을 가진 인적회사로서, 대내적으로는 인적회사이

고 대외적으로는 물적인 회사라고 할 수 있다. 상법은 유한책임회사의 내부

관계에 관하여는 정관이나 상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합명회사에 관

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상법 제287조의 18). 
67) 합자조합의 독자적 실체성 부재에 관한 비판에 대하여는 김재문, “새로운 

기업형태의 도입에 관한 상법개정안에 대한 소고”, 경영법률 제18집 제1호, 

한국경영법률학회, 2007. 211-212면 참조. 
68) Ibid., 215면.
69) 현행 상법상 유한책임회사제도의 문제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백희영, 

“미국 유한책임회사에 대한 연구: 유한책임회사 도입의 문제점과 개선책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267-279면; 장현진, “유한책임

회사의 구조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123-145면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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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유한회사와 유사한 제도이므로 이미 기존의 제도가 유지되고 있

는 마당에 이와 같은 기업유형을 도입할 실익이 크지 않다고 평가될 수 

있는 것이다. 

   나. 사업신탁제도 도입의 필요성

   앞서 본 비판적 견지에서 살펴보면 급변하는 시장수요에 부응하고 이

에 대한 효율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법제를 일부 변형

하는 식의 소극적인 대응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존

의 제도와는 차별성이 있는 새로운 유형의 기업형태가 제시될 필요가 있

다. 그리고 앞으로 고안될 새로운 기업형태는 그 전제조건으로 기존 제

도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특징인 ① 사적자치와 ② 구성원의 유한

책임이 보장되어야 하며, ③ 특히 주식회사제도와 대비되는 경쟁력을 갖

기 위해서는 위 제도의 한계를 넘을 수 있는 장점도 함께 확보되어야 한

다. 그런데 본 논문에서 주목하는 바와 같이 사업신탁제도가 이러한 요

건에 상당히 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① 우선 사업신탁은 계약법리가 적용되는 신탁에 기반을 둔 제도로서 

사적자치와 설계의 유연성을 강점으로 한다. 이에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설립, 자본조달, 운영, 해산 등에 관한 요소를 개별⋅구체적으로 정

할 수 있어 경영에 있어 신속성과 탄력성을 확보할 수 있다. 물론 이와 

같은 사적자치의 확보는 기존의 공동기업의 유형에 좀 더 자율성을 부여

하는 방법으로도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회사가 실재하는 법적주체라는 

대륙법계의 이론(법인실재설)과 채권자 보호에 국가의 후견적 개입이 필

요하다는 경직된 사고방식이 자리 잡은 현 상황에서는 근시일 내에 획기

적인 회사법의 개정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단순히 기

존의 제도를 변형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업신탁이라는 신유형의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새로운 패러다임(기업의 사적자치)의 등장에 따른 

거부감을 다소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고, 나아가 관련 쟁점을 분석함에 

있어서도 형식 논리가 아닌 경제적 실질에 맞는 합리적인 결론이 도출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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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특히 사업신탁구조에서는 수탁자가 신탁이라는 

형식적인 법적 외형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아니라 수익자라는 실질적 이

익귀속주체를 위하여 일한다는 사고방식에 바탕을 두고 있으므로 대리인

의 권한 및 신인의무의 내용과 범위, 구성원에 대한 이익분배와 채권자 

보호와의 관계 등의 전반적인 법률관계 해석에 있어 경제적 실질이 핵심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② 한편 유한책임의 관점에서 보면, 법인격이 없는 공동기업과 법인격

이 있는 공동기업 중 무한책임사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이 사업위험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로 부터 

대규모의 자본을 모집하는데 한계가 있게 된다. 이에 반해 사업신탁은 

재산분리, 도산격리 등과 같은 기능적 장점을 통하여 구성원의 유한책임

이 확보할 수 있으므로 대규모의 자본 집중이 가능하며, 나아가 개정 신

탁법상 유한책임신탁과 같이 수탁자의 유한책임까지 보장되는 경우에는 

능력 있는 운영자를 사업에 참여시킬 수 있어 기업의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70)

   ③ 마지막으로 사업신탁제도는 주식회사제도와 비교하였을 때 다음과 

같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먼저 주식회사의 경우 소유와 경영의 분리

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이에 회사법에서 각종 법정기관의 설치를 강제하

는 등 기업지배구조의 디자인에 있어 상당한 제약을 가지고 있다. 반면 

사업신탁의 경우는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수탁자의 선임⋅해임 요건, 수

탁자에게로의 수권범위 등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므로 신속한 의사결

정과 안정적인 기업운영을 위하여 당사자가 원하는 방향으로의 구조적 

설계가 가능하다. 한편 이익배분의 관점에서 보면 주식회사의 경우 채권

자 보호라는 이념 하에 법이 정한 배당가능이익의 한도 내에서만 배당이 

가능하며 특히 자본충실제도라는 틀에 얽매여 이익배분과 관련한 경제적 

실질이 상당히 왜곡되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사업신탁의 경우에는 당사

70) 다만, 유한책임신탁은 단지 수탁자의 유한책임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수익자

의 유한책임이 명시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구성원의 유한책임법리가 주식

회사와 같이 완벽하게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부분 쟁점에 관하여는 

본 논문 제3장 제4절 2.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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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의사에 따라 이익배분의 내용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문

제점이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다. 결국 이상과 같이 양 제도의 대비점을 

비교해 보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이익배당에 관심이 있고 기업지배에 

관심이 없는 투자자들에게는 주식회사 보다는 사업신탁이 매력적인 투자

처가 될 수 있다.71)

   어떠한 기업의 주체가 기업조직의 형태를 선택함에 있어서는 여러 가

지 동기와 사정이 반영되어야 하므로 만약 기업법제가 허용하는 선택지

가 상당히 제한적일 경우에는 자유로운 기업 활동이 저해될 우려가 있

다. 그런데 현행 회사법제와 같이 주로 자본이 강조되는 기업형태 하에

서는 기업지배구조, 이익배분 등 여러 측면에 있어 구성원 간의 사적자

치가 존중되는 기업유형에 대한 수요를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할 우려가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새로운 공동기업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관련하

여 사업신탁제도가 하나의 해결책을 제시하여 줄 수 있다는 점을 논증하

고자 하며, 이하에서는 사업신탁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와 입법론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신탁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고찰해 보기로 

한다. 

71) 이중기, 기업의 분할과 자금조달수단으로서의 사업신탁 - 싱가포르와 홍콩

의 경험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신탁법제와 유동화법제 관련 최

근 쟁점 학술대회 발표자료, 2014. 2. 7., 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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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사업신탁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및 입법론

제1절 서언

   제2장에서는 신탁과 사업신탁을 개관하고 기존의 공동기업의 문제점

과 이에 따른 사업신탁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런데 

이처럼 사업신탁이 긍정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영역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지 않으면 그 활용 가능성은 사전

에 봉쇄되어 버릴 우려가 있다. 이에 본장에서는 사업신탁의 발상지인 

미국과 최근 사업신탁이 각광을 받고 있는 싱가포르의 사업신탁법제의 

흐름에 관하여 살펴보고, 우리나라에의 시사점(입법론)에 대하여 검토하

기로 한다. 

제2절 미국

1. 사업신탁의 기원과 발전

   가. 19세기 산업혁명과 기업조직 간의 경쟁 대두

   미국에서의 사업신탁의 기원은 19세기 후반의 산업혁명기로부터 시작

된다. 산업혁명으로 인한 다방면에서의 산업의 발전과 이에 따른 폭발적

인 부의 축적은 특정 목적(기반시설의 건립, 부동산의 취득 및 개발, 천

연자원의 채취 등)을 위한 자본의 집약과 사업의 운용을 위한 도구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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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업조직(business organization)에 대한 막대한 수요를 탄생시키기에 

이른다. 이와 같은 수요에 따라 신탁(trust), 회사(company), 합자회사

(joint stock company), 합자조합(limited partnership), 조합(partnership) 등

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기업조직들이 상호 경쟁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서 합자회사, 합자조합, 조합의 경우에는 구성원들이 사업의 실패에 따

른 무한책임72)을 지게 된다는 단점으로 인하여 점점 기업조직시장에서의 

경쟁(contest in the market of business organization)에서 도태되기에 이

른다.73) 

   나. 메사추세츠주 신탁

   앞서 본 바와 같은 기업조직 간의 경쟁은 특히 미국의 산업혁명의 중

심지였던 메사추세츠주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메사추세스주에서는 

제조회사법(Manufacturing Corporation Act 1809)과 일반회사법(General 

Corporation Act 1851)을 제정하여 회사제도의 정착을 위한 기틀을 마련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회사의 설립과 운영에 대하여 상당한 제약

을 가하고 있는데,74) 그러한 제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① 회사의 설립에 

대한 주정부의 특허주의,75) ② 회사의 사업목적에 대한 제한(특히 회사

72) 조합의 경우 The Uniform Partnership Act (1914) §15에서 조합원들의 무한

책임을 규정하고 있었다. 합자조합의 경우 유한책임사원(limited partner)은 

The Uniform Limited Partnership Act (1916) §7에 따라 조합의 경영에 참여

하지 않은 한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유한책임만을 부담하고 있었지만, 

무한책임사원(general partners)의 경우에는 여전히 사업실패에 대한 무한책

임을 지는 위험부담을 안고 있었다.
73) John H. Langbein 교수는 이와 같은 기업조직 간의 경쟁과 도태를 두고 다

윈의 진화론에 비유하기도 하였다. John H. Langbein, supra note 11, p. 17.
74) 이러한 회사법의 규제적 입법은 무분별한 투자와 이로 인한 사업실패로부터 

채권자와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였다고 한다. John H. Langbein, 

supra note 11, p. 184.
75) 회사의 설립을 위해서는 주정부의 회사설립허가서(corporate charter)의 발

급을 통한 형식적 권한 부여가 필요하였다고 한다. Susan P. Hamill, “From 

Special Privilege to General Utility: A Continuation of Willard Hurst’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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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부동산 소유 금지76)),77) ③ 최소 및 최대 자본금에 대한 규제,78) ④ 

주주79) 내지 회사기관80)의 수에 대한 제한, ⑤ 매년 손익계산서 및 대차

대조표에 대한 제출의무,81) ⑥ 다른 회사의 주식에 대한 소유제한,82) ⑦ 

상당히 쉽게 인정되는 회사의 월권행위이론83) 등이 있었다. 

of Corporations”, 49 AM. U. L. REV. 81, 88(1999).
76) State Street Trust Co. v. Hall, 41 N. E. 2d 30, 34 (Mass. 1942); Sheldon A. 

Jones, Laura M. Moret and James M. Storey, “The Massachusetts Business 

Trust and Registered Investment Companies”, 13 DEL. J. CORP. L. 

421(1988). 
77) General Corporation Act (1851)에 근거한 법인의 경우 그 사업목적이 농업 

및 원예, 채광 및 채석, 인쇄, 운하, 가스제조판매 및 운송 등 특정분야로 제

한되어 있었다고 한다. 이후 1974년 사업회사법{Business Corporation Act 

(1874)}에서는 사업목적을 한정하지 않고 합법적 목적이면 가능한 것으로 변

경하였으나, 여전히 부동산 거래는 법인이 행할 수 있는 사업영역에서 제외

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부동산 거래의 상법화는 투기를 부르고 특히 부동산

이 법인의 소유가 되면 (예전에 교회가 부동산을 소유하였던 때와 같이) 부

동산의 유통이 차단된다는 생각 때문이었다고 한다. 工藤聡一, ビジネス・ト

ラスト法の研究, 信山社出版, 2007., 37-40頁.
78) Dodge v. Ford Motor Co., 170 N.W. 668, 680 (Mi. 1919)
79) Louisville Banking Co. v. Eisenman, &c., 94 Ky. 83 at 88-89, 321 S.W. 

531(1893)에서는 주주의 구성은 2인 이상이어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Lincoln 

Court Realty Co. v. First Nat’l Bank, 187 Ky. 288 at 291-92, 219 S.W. 158 

(1920)에서는 1인 주주 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하는 차원에서 1인 주주에게 회

사의 채무에 대한 연대책임을 부여 하였다. 
80) Kentucky Acts (1892) §14에서는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는 제

한을 두었다. 
81) The Public Statutes of the Commonwealth of Massachusetts, title  

XV.(Corporation) ch.105(Certain powers, duties, and liabilities of corporation), 

ch.106(Manufacturing and other corporation). 자세한 내용은 다음 인터넷 주

소 참조. https://archive.org/details/publicstatutesof00mass
82) Thomas E. Ruthledge and Christopher E. Shaefer, “The Trust as an 

Entity and Diversity Jurisdiction: Is Navarro Applicable to the Modern 

Business Trust?”, Real Property, Trust and Estate Law Journal, Vol. 48

(2013), p. 4.
83)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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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이와 같은 회사규제주의에 대한 반향84)으로서 설립절차, 설립

목적, 투자자 및 기관의 구성, 다른 기업조직과의 연관성85) 등에 있어 

원칙적으로 아무런 제한86)이 없었던 (그렇지만 유한책임이라는 효과에서

는 회사와 동일하였던) 신탁이 각광을 받기 시작하였고, 여러 사업분야 

중에서도 특히 회사의 경우에는 금지되었던 부동산의 취득 내지 개발 업

무를 영위하는 단체로서 활용이 두드러지게 되었다.87) 이러한 기원에 따

라 사업신탁을 흔히 메사추세츠주 신탁(Massachusetts trust)이라고도 부

른다고 한다.88) 

84) Ashworth v. Hagen Estates, 165 VA 151, 181 SE 381 사건에서는 사업신탁

이 회사규제주의에 대한 대체제도로 활용된 점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

고 있다. “One of the main objectives of a trust contract is to obtain most 

of the advantages of corporations, but with freedom from the burdens, 

restrictions, and regulations generally imposed upon them.”
85) 회사의 경우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시장을 장악

하는 것이 금지되었었던 반면, 신탁의 경우에는 이러한 제한이 없었는데, 이

에 당시 석유산업부문의 선두주자였던 Rockefeller Standard Oil은 회사가 아

닌 신탁의 방식으로 기업조직을 구성한 후 경쟁기업의 주식을 소유하는 방식

으로 석유산업을 독점적으로 장악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로써 기업간 자유경

쟁을 옹호하고 독점을 금지하는 연방법의 필요성이 대두되게 되었으며 위와 

같은 연유로 최초 연방독점금지법의 이름이“Sherman Antitrust Act”가 되

었다고 한다(밑줄은 강조). Robert H. Sitkoff, “Trust as Uncorporation: A 

Research Agenda”, 2005 U. Ill. L. rev. 31(2005) p. 32.
86) Gardiner v. Gardiner, 212 Mass. 508, 99 N.E. 177 (1912); 신탁에 대한 유일

한 법적제한은 그 사업목적이 법률과 주의 정책에 위반되어서는 아니된다는 

것 밖에 없었다고 한다. William C. Dunn, “Trusts for business purposes ”,  

Michigan Law Review Vol. 21, No. 7(May, 1923), pp. 827-829 참조.
87) William v. Inhibits of Milton, 215 Mass 1, 102 N.E. 355(1913) 사건에서 메사

추세츠 대법원은 부동산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조합이나 회사가 아닌 

신탁으로 과세된다는 판결을 하였다고 한다. 문기석, “법인대용화 가능성을 

가진 기업형태로서의 미국 사업신탁제도에 관한 소고”, 법학논총, 제33집 

제2호,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77면.
88) 오성근, “사업신탁의 기업조직적 특성과 수익자책임법리”, 기업법연구, 제

22권 제1호, (사)한국기업법학회, 2008. 3., 421면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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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20세기 사업신탁의 전개 및 이용현황

   메사추세츠 신탁을 시작으로 1910년대부터 1920년대에 걸쳐 사업신탁

은 미국 전역으로 전파되어 각종 투자업,89) 부동산개발 및 경영, 특허권

관리, 천연자원의 개발, 제조업, 출판업, 판매업, 공익사업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그 후 1930년대 대공황을 거치면

서 경기침체에 따라 그 활용도가 떨어지게 되었고 이어 1935년 미국 연

방대법원 판결{Morrissey v. Commissioner, 296 U. S. 344 (1935)90)}에서는 

89) 투자회사들이 메사추세츠 신탁의 형태를 선호하게 된 이유는 동 신탁의 형

태가 초기 미국의 투자회사들이 모델로 삼았던 영국의 투자신탁의 형태(비법

인성, 기관으로서의 수탁자, 양도 가능한 수익증권의 발행)와 유사하였으며, 

나아가 이미 동 신탁의 형태를 이용하고 있는 부동산신탁이나 공기업지주신

탁과 유사한 사업구조(수익자들은 수탁자가 관리하는 자산포트폴리오에 투자

하여 수익을 얻으며 수탁자는 당해 투자자산의 영업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구조)를 취하고자 하였기 때문이라고 한다. 문기석, 위의 논문(전게주 87), 78

면. 
90) Morrissey v. Commissioner, 296 U.S. 344 (1935) 사건은 골프장과 클럽하우

스 등의 건축 및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을 회사(corporation)와 같은 단

체(association)로 보아 과세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이다. 본 사

건에서 미연방대법원은 어떠한 신탁이 사업재산에 대한 권원의 이전, 경영의 

집중, 조직의 영속성, 수익권의 양도성, 복수의 구성원의 허용, 구성원의 유

한책임 등과 같이 회사와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면 세법상 단체로 보아 

과세를 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관련 판시 부분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What, then, are the salient features of a trust—when created and 

maintained as a medium for the carrying on of a business enterprise and 

sharing its gains—which may be regarded as making it analogous to a 

corporate organization? A corporation, as an entity, holds the title to the 

property embarked in the corporate undertaking. Trustees, as a continuing 

body with provision for succession, may afford a corresponding advantage 

during the existence of the trust. Corporate organization furnishes the 

opportunity for a centralized management through representatives of the 

members of the corporation. The designation of trustees, who are charged 



- 35 -

종래와 달리 회사와 같은 기능을 하는 (사업)신탁의 경우에는 법인세가 

부과되어야 한다고 판단함에 따라 이후 점차 쇠퇴의 길을 걷게 된다. 

   그러나 1930년대 후반부터 미국 연방세법이 점진적으로 사업신탁에 

대한 정책적인 면세조치91)를 취함에 따라 1940년대에는 증권투자신탁

(securities investment trusts)으로, 1950년대에는 부동산투자신탁(real 

estate investment trusts)으로, 1980년대에는 뮤추얼 펀드(mutual fund)와 

자산증권화(asset securitization) 분야에서 활발히 이용되었다고 한다.92) 

with the conduct of an enterprise, who act 'in much the same manner as 

directors,' may provide a similar scheme, with corresponding effectiveness. 

Whether the trustees are named in the trust instrument with power to 

select successors, so as to constitute a self-perpetuating body, or are 

selected by, or with the advice of, those beneficially interested in the 

undertaking, centralization of management analogous to that of corporate 

activities may be achieved. An enterprise carried on by means of a trust 

may be secure from termination or interruption by the death of owners of 

beneficial interests and in this respect their interests are distinguished from 

those of partners and are akin to the interests of members of a 

corporation. And the trust type of organization facilitates, as does corporate 

organization, the transfer of beneficial interests without affecting the 

continuity of the enterprise, and also the introduction of large numbers of 

participants. The trust method also permits the limitation of the personal 

liability of participants to the property embarked in the undertaking.”
91) 이러한 정책적인 면세조치의 근거는 신탁이 수동적인 투자자(즉 투자자가 

투자대상자산을 직접 지배․관리하지 않음)의 자금을 동원하기 위한 수단으로

서 단순한 도관(conduit)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에 기인하였다고 한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오성근, 위의 논문(전게주 88), 429-431면 참조.
92) 문기석, 위의 논문(전게주 87), 78면; 오성근, 위의 논문(전게주 88), 421면; 

Thomas E. Ruthledge and Christopher E. Shaefer, supra note 174, p. 6;  

Steven L. Schwarcz, “Commercial Trusts as Business Organizations:  

Unraveling the Mystery”, 58 Bus. Law. 559(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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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신탁에 관한 판례법의 태도

   가. 판례법의 시각93) 

   미국 판례법상 사업신탁에 관한 규율은 기본적으로 신탁의 법률관계, 

즉 수익자, 수탁자 및 신탁재산이라는 3각 구도에 따른 법률관계를 기초

로 하고 있다. 한편 그 법적성격에 있어서는 회사와 유사한 기능을 하지

만 법인격은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구성원의 무한책임이 인정되는 조합

과도 구별되는 제3의 기업조직94)으로 인정받게 되었는데, 이처럼 기업조

직으로서의 신탁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① 조직의 영속성(수탁자의 사망, 

결원에도 불구하고 기업조직이 유지됨), ② 기업의 단일성(법인격이 없음

에도 불구하고 수탁자의 인격을 통하여 구성원으로부터 독립한 법적 존

재로서의 실질적 단일성을 실현함),95) ③ 기업경영의 독립성(수탁자의 사

업운영상의 자율성),96) ④ 자본의 집중(수익권의 양도성 인정,97) 회사와 

같이 수권자본에 대한 제한이 없어 자기자본의 기동적 조달 가능98)), ⑤ 

구성원(수익자)의 유한책임(수익자는 신탁과 관련한 채무에 대하여 대외

적인 책임을 부담하지 않음99)) 등을 실현할 수 있다고 보았다. 다만, 위

93) 본 목차의 내용은 주로 오성근, 위의 논문(전게주 88), 422-424면, 433-449면

을 참조하였다.
94) Hecht v. Malley, 265 U.S. 144 (1924) 사건에서 미연방대법원은 “The 

'Massachusetts Trust' is a form of business organization …”이라고 표현하

고 있다(밑줄은 강조).
95) General Am. Oil Co. v. Wagoner Oil & Gas Co., 118 Okla. 183, 247 

P.99(1925); Schwartz v. Abbot Mortors, Inc., 344 mass. 28, 181 N.E. 2d 

334(1962).
96) Harry G. Henn and John R. Alexander, The laws of corporation and other 

business enterprises, 3rd ed., West Group, 1983, p. 121.
97) People Bank v. D'Lo Royalties, Inc., 235 So. 2d 257(Miss. 1970); Annotation, 

Massachusetts or Business Trusts, 156 American Law Reports. 1945, p.93.
98) Guy A. Thompson, Business Trusts as Substitutes for Business for Business 

Corporations, St. Louis, Thomas Law Book Company, 1920, p. 15.
99) Ibid, p.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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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은 특성 중 구성원(수익자)의 유한책임에 관하여는 사업신탁의 실

질적 법률관계를 고려하여 여러 주의 판례별로 회사법리와 조합법리를 

선택적 내지 혼용적으로 적용하는 경향을 보여 왔던바 이에 관하여는 항

을 바꾸어 살펴보기로 한다. 

   나. 수익자의 책임에 관한 판례법의 추이100)

   (1) 서언

   일반적인 신탁법리에 의하면 신탁재산에 대한 대내외적인 소유권은 

수탁자가 갖는 것이고 이에 신탁사무의 처리에 있어서도 수탁자가 당사

자 본인으로서 자기 명의와 책임으로 행위를 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위

험은 수탁자에게 귀속되게 된다.101) 그러나 이와 같은 소유 및 위험부담

의 구조는 수익자가 신탁사무에 개입하지 아니하고 수동적인 위치에서 

신탁이익만을 향유하는 순수한 의미의 신탁의 경우에는 가능한 것이지

만, 사업신탁과 같이 수익자가 능동적인 위치에서 신탁사무에 대하여 적

극적으로 개입102)하는 경우에는 신탁재산의 진정한 소유자 및 신탁사무

100) 본 목차의 내용은 주로 오성근, 위의 논문(전게주 88), 433-449면; 工藤聡
一, 위의 책(전게주 77), 79-106頁을 참고하였다.

101) 현행 신탁법제에서는 수탁자가 신탁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게 되며 신

탁사무의 처리에 있어서도 신인의무에 기초한 광범위한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바(즉 수탁자를 중심으로 한 신탁재산의 지배구조 형성), 이는 신탁재산

을 둘러싼 거래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경제학적 원리에 기인한 것이라고 한

다. 자세한 내용은 John H. Langbein, “The Contractarian Basis of the Law 

of Trusts”, 105 Yale L. J. 625, 640-643 (1995); John H. Langbein, “Rise 

of the Management Trust”, Tr. & Est., 52(Oct. 2004); Robert H. Sitkoff, 

“An Agency Costs Theory of Trust Law”, 89 Cornell L. Rev. 

624-34(2004); Robert H. Sitkoff, “The Economic Structure of Fiduciary 

Law”, 91 B. U. L. Rev. 1039, 1040-41, 1044(2011) 등 참조.
102) 사업신탁의 경우 일반적인 신탁과 달리 신탁증서를 통하여 수익자에게 수

탁자의 해임권, 신탁조항의 개정요구권 등을 부여하였다고 한다. M. L. 

Weissman, “A New Look at Business Trusts”, 49 Ill. B. J.(1961), p. 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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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실질적 집행자가 누구인지(따라서 신탁에 관한 손실 내지 채무의 부

담주체를 누구로 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문제가 대두되게 된다. 이에 관

하여 미국의 판례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법칙에 따라 판단하고 있다. 

   (2) 메사추세츠 법칙

   메사추세츠 법칙이란 수익자가 기업경영에 관여하지 아니하고, 신탁

재산에 대한 지배권이 잠재적이고 간접적인 형태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사업신탁을 신탁으로 간주하고, 조합법리에 의한 수익자의 무한책임을 

배제하는 법칙을 말한다.103) 즉 위 법칙에서는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와 

같은 연대적 회의를 통하여 상호 결합(association)함으로써 신탁의 운영

에 대하여 수탁자의 권한을 넘는 지배력(ultimate control)을 가지는 경우

에는 (조직의 외형이 신탁이라고 하더라도) 그 본질을 조합으로 보아 구

성원(수익자)에게 무한책임을 부과하였고, 반대로 이러한 결합과 지배력

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본질을 신탁으로 보아 (회사법리를 유추

하여) 구성원의 유한책임의 인정하였다.

   한편 이처럼 조합법리와 회사법리 중 어떠한 법리를 적용할지 여부는

‘결합’과‘지배력’라는 두 가지 심사기준에 의하여 판단되었는데 구

103) Williams v. Inhabitants of Milton, 215 Mass. 1, 102 N.E. 355(1913); 

Goldwater v. Oltman, 210 Cal. 408, 292 P. 624(1930); The First Nat'l Bank 

of New Bedford v. Charter, 305 Mass. 316, 25 N.E. 2d 733(1943); 

Commercial Casualty Ins. Co. v. Pearce, 320 Ill. App. 221, 50 N.E. 2d 

434(1943); Kadota Fig Assn. v. Case-Swayne Co., 73 Cal. App. 2d 796 (Cal. 

Ct. App. 1946); Federal Deposit Ins Corp. v. Slinger, 913 F. 2d 7(1st Cir. 

1990) 등 참조

   The First Nat'l Bank of New Bedford v. Charter 사건에서 관련 판시는 다

음과 같다.“We think that under our decisions above cited the agreement 

of the parties as expressed in the by-laws, viewed as a whole, constituted 

the directors and the trustee agents of the company, but left in the 

shareholders the ultimate power of control of its affairs with the result that 

the relationship of partnership and not that of a trust was cre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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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적으로는 ① ‘지배력’이 주요한 심사기준(control test)이 되어, 수익

자가 수탁자에 대한 선임권, 지시권 및 해임권, 신탁의 변경권 및 종료

권과 같은 권리를 갖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신탁의 운영에 대한 실질

적 지배력을 갖는지 여부를 판단하였고,104) ② ‘결합’의 경우는 위와 

같은 지배력 여부를 추단할 수 있는 하나의 징표(수익자들이 결합하는 

이유는 신탁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로서 부수적인 심사기준이 되었다고 한다.105) 그리고 이러한 심사기준은 

메사추세츠주 이외에도 아리조나주,106) 아칸사스주,107) 캘리포니아주,108) 

콜로라도주,109) 아이다호주,110) 일리노이주,111) 메릴랜드주,112) 미조리

주,113) 몬타나주,114) 뉴저지주,115) 뉴욕주,116) 노스다코타주,117) 오클라호

마주,118) 펜실바니아주,119) 로드아일랜드주,120) 웨스트버지니아주,121) 위

104) R. Franklin Balotti and Jesse A. Finkelstein, The Delaware Law of 

Corporations & Business Organizations, Wolters Kluwer Law & Business, 

2009, Sec. 25.3.; William O. Douglas, “Vicarious Liability and Administration 

of Risk II”, 38 Yale Law Journal 720(1929), pp. 740-742.
105) Robert C. Brown,  "Common Law Trusts as Business Enterprises”, 

Indiana Law Journal Vol. 3(1928), pp. 598-599.
106) Reilly v. Clyne, 23 Ariz. 432, 234 Pac. 35 (1925).
107) Baker-McGrew Co. v. Union Seed & Fertilizer Co., 125 Ark. 146, 188 S. 

W. 571 (1916); Betts v. Hackathorn, 159 Ark. 621, 252 S. W. 602 (1923).
108) Ex parte Girard, 186 Cal. 718, 200 Pac. 593 (1921).
109) Wimer & Co. v. Downs, 77 Colo. 377, 237 Pac. 155 (1925).
110) Spotswood v. Morris, 12 Ida. 360, 85 Pac. 1094 (1906).
111) Hart v. Seymour, 147 Ill. 598, 35 N. E. 246 (1893) ; H. Kramer & Co. v. 

Cummings, 225 Ill. App. 26 (1922).
112) Warburton v. Perkins, 150 Md. 304, 133 Atl. 141 (1926).
113) State v. Lee, 288 Mo. 679, 233 S. W. 20 (1921); Rand v. Morse, 289, Fed. 

839 (1923).
114) Gordon Campbell Petroleum Co. v. Gordon Campbell-Kevin Syndicate, 75 

Mont. 261, 242 Pac. 540 (1926).
115) Simson v. Klipstein, 88 N. J. Eq. 229, 102 Atl. 242 (1917).
116) Crehan v. Megargel, 234 N. Y. 67, 136 N. E. 296 (1922).
117) Wells-Stone Mercantile Co. v. Glover, 7 N. D. 460, 75 N. W. 91 (1898).
118) Liquid Carbonic Co. v. Sullivan, 103 Okla. 78, 229 Pac. 561(1924).
119) Prinz v. Lucas, 210 Pa. 620, 60 Atl. 309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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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콘신주122) 등에서도 수용되기에 이른다. 

   그러나 이러한 메사추세츠 법칙에 대하여는, 두 가지 심사기준이 모

두 적용할 경우 유한책임이 인정되는 범위가 부당히 축소하게 되어 신탁

의 기업조직으로서의 기능이 저해된다는 비판과 회사의 경우에도 주주들

이 주주총회를 통하여 결합한 후 각종 공익권 등을 통하여 지배력을 행

사하게 되므로 ‘결합’과‘지배력’이 있다고 하여 사업신탁을 조합으

로 취급할 이유가 없다는 비판 등이 제기되었다.123) 그리고 이러한 비판

과 궤를 같이하여 ‘결합’과‘지배력’에 대한 명시적이고 객관적인 기

준이 없다는 문제점이 대두되었고 이에 유사한 사실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상이한 결론에 이르는 혼선이 발생하기도 하였다.124) 

   (3) 텍사스 법칙

   텍사스 법칙이란 수익자에 의한 지배의 정도와 관계없이 사업신탁을 

일률적으로 조합으로 보고 수익자에게 조합원으로서의 무한책임을 부담

시키는 법칙을 말한다.125) 초기 텍사스주 판례126)는 사업신탁의 독자성을 

120) Rhode Island Hospital Trust Co. v. Copeland, 39 R. I. 193, 98 Atl. 273 

(1916).
121) Marchulonis v. Adams, 97 W. Va. 517, 125 S. E. 230 (1924).
122) Baker v. Stern, 216 N. W. 147.
123) 메사추세츠 법칙에 대한 비판은 Calvert Magruder, "The Position of 

Shareholders in Business Trusts," 23 Columbia Law Review, 423(1932) 참조.
124) 예를 들어 수익자가 수탁자의 선임권 내지 해임권을 보유하는 경우 이를 

지배권으로 보아 조합이라고 본 사례{Flint v. Codman, 247 Mass. 463, 142 

N.E. 256(1924); Old River Farms Co. v. Roscoe Haegelin Co., 98 Cal. App. 

331, 276 P.1047(1929)}가 있는 반면, 이와 같은 권한만으로는 신탁에 대한 지

배의 정도에 이른다고 볼 수 없어 신탁으로 본 사례{Smith v. Anderson, 15 

Ch. D. 24 (1880); In re Siddall, 29 Ch. D. 1 (1885); Rhode Island Hospital 

Trust Co. v. Copeland, 39 R. I. 193, 98 Atl. 273 (1916)}도 있다.
125) Thompson v. Schmitt, 115 Tex. 53, 274 S.W. 554(1925). 위 사건에서 텍사

스 법칙에 관한 판시 부분은 다음과 같다.“It seems plain, too, that the 

association formed by the writing termed a declaration of trust was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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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하여 일정한 범위 내에서의 수익자의 유한책임을 인정하였지만, 

Thompson v. Schmitt 사건 이후 텍사스주 법원은 기존의 견해를 변경하

여 사업신탁의 본질을 단순한 조합으로 간주하게 되었다.127)

   그리고 이처럼 사업신탁이 조합으로 간주된 이유는 ‘이익분배기준

(profit-sharing test)’과 ‘대리법리(law of agency)’가 적용되었기 때문

이다. ① 우선 ‘이익분배기준’은 과거 영국 판례법128)에서 ‘이익을 

분배받는 자는 (당사자 사이에 조합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와 제3자가 

조합과 거래하는 것이라고 인지하였는지 여부 등과 관계없이) 사업운영

에 관한 손실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법리를 말하는 것으로 텍사스주 법

원은 Thompson v. Schmitt 사건에서 이러한 이익분배기준을 적용함으로

써 사업수익을 분배받는 수익자들로 구성된 사업신탁은 그 본질이 조합

에 해당한다고 보았다.129) 그러나 이러한 판시에 대하여는 이익분배기준

은 조합의 판단 기준으로서도 이미 폐기된 법리130)라는 점을 간과하였다

species of partnership called a joint stock company.”
126) Connally v. Lyons, 82 Tex. 664, 18 S. W. 799 (1891).
127) “Business Trusts—Bankruptcy—Position of Unit Holders,” 17 St. Louis L. 

Rev. 363 (1932), p. 364.
128) Grace v. Smith 2 W. B1. 998 (1775), 96 Eng. Repr. 587; Waugh v. Carver  

2 H. B1. 235 (1793), 126 Eng. Repr. 525. 위 판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Stanley Morton Richman, “The Intention Theory in Partnership Liability in 

Missouri”, 17 St. Louis L. Rev. 339(1932), pp. 339-340 참조.
129) Thompson v. Schmitt 사건에서 이익분배법칙에 관한 판시 부분은 다음과 

같다.“[P]articipating in profits is presumptive, but not con clusive, evidence 

of partnership. … Whatever may be the rule in other jurisdictions, it seems 

to be well settled by the decisions of our courts that, when two or more 

persons associate themselves together for the purpose of carrying on a 

business enterprise for their mutual profit, the persons so associated are 

jointly and severally responsible for the debts incurred in the conduct of 

such business unless such business association is organized as a limited 

partnership or a corporation under our statute providing for such 

organizations, or specially contracts with those with whom the association 

deals that only the funds and property of the association shall be held 

li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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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비판131)과 내부의 법률관계에 불과한 이익의 분배라는 기준을 외부자

에 대한 책임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용하였다는 비판을 받게 되었

다. ② 한편 ‘대리법리’의 경우 텍사스주 법원은‘수익증권의 소지인

(수익자)은 당해 사업에 관하여 일정한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본인

(principal)의 지위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며 수탁자는 그에 관한 대리

인(agent)에 불과하므로, 당해 사업단체가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

는는 수익자가 본인의 지위에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여 

대리법리를 신탁의 경우에도 확장 적용하고 있다.132) 그러나 이러한 판

시에 대하여는 Taylor v. Davis' Adm'x 사건133) 이후 수탁자가 수익자로

130) Cox v. Hickman 8 H. L. Cas. 268 (1860), 11 Eng. Repr. 431 사건에서 영

국 법원은 조합의 판단기준을 이익분배(profit-sharing) 뿐만이 아니라 이에 

더하여 손실분배(loss-sharing), 지배력(control), 소유(ownership)라는 네 가지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함으로써, 기존의 조합판단기준이었던 이익

분배기준(profit-sharing test)을 폐기하였다. 이러한 법리는 미국의 판례법에

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으며 같은 취지의 미국 판례로는 Berthold v. 

Goldsmith (1861) 24 How. 536; Cadahy Packing Co. v. Hibon (1908) 92 Miss. 

234, 46 So. 73, 18 L. R. A. (N. S.) 975; Wade v. Hornaday (1914) 92 Kans. 

293, 140 Pac. 870; Jones v. Bruce (Mo. App. 1919) 211 S. W. 692; Whittling 

v. Schreiber (Mo. App. 1918) 202 S. W. 418. 등이 있다.
131) Scott Rowley in "The Influence of Control in the Determination of 

Partnership Liability," 26 Michigan Law Review, 290, January, 1928, pp. 

290-302.; Stanley Morton Richman, supra note 220, pp. 340-341.
132) Thompson v. Schmitt 사건에서 대리법리의 확대적용에 관한 판시 부분은 

다음과 같다.“[T]he certificate holders, by contract, have combined their 

capital to carry on a joint mercantile business as principals, and thereby 

secured rights not to be disregarded by their agents. … As to third persons 

dealing with the association and to whom it incurred lawful debts 

contracted within the powers of whatever agency it employed, that is, 

claimants falling within the second and third classes, the members of the 

association, as before stated, are jointly and severally liable as principals.”
133) Taylor v. Davis' Adm'x, 110 U.S. 330 (1884). 위 사건에 관한 자세한 내용

은 Harlan F. Stone, “A Theory of Liability of Trust Estates for the 

Contracts and Torts of the Trustee”, 22 Colum. L. Rev. 527(1922); John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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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독립한 지위에 있고 그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다면 대리인이 아니라

는 법리가 확립되어 있다는 점을 간과하였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처럼 조합법리를 배타적으로 적용하는 텍사스 법칙에 따르면 수익

자에게 무한책임이 부과되므로 사업신탁이 기업조직의 일유형으로서 제

대로 활용될 수 없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는데 텍사스주에서는 이러한 

단점을 수익자의 면책특약을 통해 해결하였다. 즉 신탁채무에 대하여 수

익자가 인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계약조항이 신탁증서에 명시되었

다면 이를 안 악의의 제3자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미치게 되는 법리134)

를 원용하여 수익자의 책임을 제한하였던 것이다.135) 그러나 이와 같은 

면책특약이 널리 이용됨으로써 사업신탁에 관한 기초적인 관점(조합법리

를 적용한 구성원의 무한책임)과 법률관계의 실질(면책특약을 통한 구성

원의 유한책임) 사이에 괴리감이 커짐에 따라 위 법칙은 사업신탁의 규

율에 관한 법적 혼란만 가중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되었고,136) 이에 텍사

스주 이외에 플로리다주,137) 인디애나주138) 등에서 채택하였던 위 법칙은 

Johnston, “Developments in Contract Liability of Trusts and Trustees”, 41 

N.Y.U. L. Rev. 483(1966); Michael F. Dubis, “Trusts and Estates Law: 

Fiduciary and Estate Liability in Contract and in Tort”, 55 Marq. L. Rev. 

297(1972) 등 참조.
134)  Shelton v. Montoya Oil & Gas Co. 272 S.W. 222, (Tex. Civ. App. 1925); 

Wineinger v. F. & S. Loan and Investment Ass'n, 278 S. W. 932 (Tex. Civ. 

App.). 후자의 사건에서의 관련 부분 판시는 다음과 같다. "It seems to be 

well settled in Texas that when two or more parties engage in a business 

enterprise under what is variously called a trust agreement, articles of 

association, or declaration of trust, all the members of such association are 

liable to third parties under the general law of partnership, unless relieved 

from such liability by express contract with their creditors."
135) Joseph Nessenfeld, “Individual Liability of Holders of Shares in Business 

Trusts,”13 St. Louis L. Rev. 208(1928), p. 211; Harold Holmes  Bredell, 

"Re-Examination of the Desirability of the Corporate Form of Business 

Organization," Indiana Law Journal: Vol. 13: Iss. 6, Article 1.(1938).
136) Robert C. Brown, supra note 105, p. 605.
137) Willey v. W. J. Hodgson Corporation, 90 Fla. 343, 106 So. 408 (1925).
138) McLaren v. Dawes Sign & Mfg. Co., 156 N. E. 584 (Appellate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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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차 쇠퇴하게 되었다고 한다. 

   (4) 캔사스-워싱턴 법칙

   캔사스-워싱턴 법칙이란 주헌법상 법인의 정의규정139)에 비추어 사업

신탁이 법인에 준하는 단체임을 인정하면서도 정식적인 회사설립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조합과 마찬가지로 수익자가 무한책임을 부

담하여야 한다는 법칙을 말한다.140) 즉 위 법칙에서는 메사추세츠 법칙

과 마찬가지로 지배력 기준에 기초하여 사업신탁이 실질적인 측면에서는 

법인에 준하는 단체(quasi-corporation)임은 인정할 수 있지만 회사법이 

정하는 법정 설립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불완전한 회사에 불

과하므로(improper-formation test),141) 회사의 구성원이 누릴 수 있는 유

한책임이라는 특권을 줄 수 없고 결국에는 일반적인 조합의 법리로 돌아

가 구성원이 무한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이다.142)

139) 캔사스주 헌법 Art. 12 Sec. 6에 따른 법인의 정의규정은 “법인은 자연인 

또는 조합이 향유할 수 없는 권능 또는 특권을 가진 모든 단체 또는 합자회

사를 말한다(`corporations' should include `all associations and joint-stock 

companies having any powers or privileges of corporations not possessed by 

individuals or partnerships,' ).”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이처럼 주헌법에서 법

인의 정의규정을 두게 된 이유는 법인설립에 대한 법적규율이 특허주의에서 

준칙주의로 변화함에 따라 회사법에 대한 탈법행위를 금지하기 위함이었다고 

한다. 오성근, 위의 논문(전게주 88), 446면 참조.
140) 캔사스주의 경우 Home Lumber Co. v. Hopkins, 107 Kan. 153, 190 P.601, 

10 A.L.R. 879 (1920); Hamilton v. Young, 116 Kan. 128, 225 P. 1045, 35 

A.L.R. 496 (1924); Weber Engine Co. v. Alter 120 Kan. 557, 245 Pac. 143 

(1926) 등. 워싱턴주의 경우 People ex rel. Range v. Hinkle, 126 Wash. 581, 

219 Pac. 41 (1923); State ex rel. Colvin v. Paine, 137 Wash. 566, 243 Pac. 2 

(1926) 등. 
141) “Business Trusts—Bankruptcy—Position of Unit Holders”, supra note 127, 

p. 364.
142) Weber Engine Co. v. Alter 사건에서 관련 판시는 다음과 같다. "As 

compensation for their privileges, corporations have substantial burdens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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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처럼 캔사스-워싱턴 법칙이 사업신탁을 법인에 준하는 단체

임을 인정하면서도 법인의 기초적 법리인 구성원의 유한책임을 부정하는 

모순적인 태도를 보이는 이유는, ① 사업신탁의 준법인성을 인정하여 회

사에 대한 공법적 규제(세금부과,143) 증권규제법144) 등)를 사업신탁에도 

동등하게 적용하고자 하는 목적과 ② 다른 한편으로는 법정 회사설립절

차를 회피하면서도 유한책임의 이익만을 향유하려는 기업조직의 양산을 

저지하려는 목적을 모두 달성하기 위함이었다. 

   위 법칙은 캔사스주 및 워싱턴주 이외에 아리조나주145) 등에서 채택

된 후 다수의 제정법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지만 이에 대하여는 사업신탁

의 독자성을 부정하고 법인의 관점에서 사업신탁을 정의하려 했다는 비

판이 제기되었다.  

bear. For instance, they are subject to supervision by the state; they pay 

fees for incorporation; they make detailed reports to the state, and pay 

special taxes. In return, the state has given to their shareholders the 

privilege to engage in business without personal liability, provided they 

comply with the corporate law in the organization and conduct of the 

business. … These purposes of the law may be circumvented if associations 

of the kind under consideration are permitted to secure exemption from 

personal liability for their membership without compliance with the 

provisions of law. Such a situation was never contemplated. It is contrary to 

the intent of our constitution and laws.”
143) US Internal Revenue Code § 3797(a) (3)에서는 "the term 'corporation' 

includes associations, joint-stock companies, and insurance companies.”라고 

규정하여 법인에 준하는 단체에 대하여도 법인과세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

고 있었다. 관련 쟁점에 관하여는 Lloyd M. Smith, “Associations Classified 

as Corporations under the Internal Revenue Code”, 34 Cal. L. Rev. 461 

(1946) 참조.
144) 사업신탁에 대한 증권규제법(Blue sky law)의 적용에 관하여는 Robert C. 

Brown, supra note 105, p. 614; Leland. S. Duxbury "Business Trusts and 

State Blue Sky Laws," 8 Minnesota Law Review, 465(1924) 참조.
145) Reilly v. Clyne, 27 Ariz. 432, 234 P. 35(1925); Rubens v. Costello, 75 Ariz. 

5 251 P.2d 306(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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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신탁에 관한 제정법의 규율

   가. 판례법상 규율에 따른 문제점

   앞서 본 바와 같이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반 까지의 미국의 판례

법은 사업신탁의 독자성을 부정함으로써 그 유효성을 아예 부정146)하거

나, 설령 그 유효성을 인정하더라도 구성원의 유한책임을 부정하는 방향

으로 귀결되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은 근본적으로 사업신탁과 그 유사 

개념인 회사 내지 조합을 혼동하는 것에서 비롯되었고, 이러한 법적 규

율의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사업신탁의 기업조직으로서의 활용이 저해되

는 한계에 부딪히게 되는데,147) 이러한 문제점과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

여 20세기에 들어 미국의 여러 주에서는 판례법상 핵심 내용을 반영하여 

사업신탁에 관한 성문법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나. 제정법의 입법 단계148)

   사업신탁에 관한 제정법의 입법은 다음과 같이 크게 4단계를 거치게 

된다. ① 제1기 입법은 소송절차상 편의를 위하여 사업신탁의 소송상 당

사자 능력을 인정하였던 1909년 메사추세츠주법149)이고, ② 제2기 입법

은 법적 규율의 정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신탁에 대하여 회사법을 

유추적용 내지 준용하였던 1959년의 워싱턴주법150)이며, ③ 제3기 입법

은 수익자의 유한책임과 신탁의 영속성 등을 공고히 하여 사업신탁의 기

업조직적 특성의 기반을 다졌던 1980년대의 입법이고, ④ 제4기 입법은 

146) Leland. S. Duxbury, supra note 144.
147) Henry Hansmann and Ugo Mattei, supra note 11, p. 474; Tamar Frankel, 

“The Delaware Business Trust Act Failure as the New Corporate Law”, 

23 Cardozo L. Rev. 325, 326, 332(2001), p. 326.
148) 본 목차의 내용은 주로 오성근, 위의 논문(전게주 88), 425-427면; Robert 

H. Sitkoff, supra note 85, pp. 35-40을 참조하였다.
149) Mass. Gen. Laws §§182-1 - 182-14.
150) Wash. Rev. Code §§23.90.010-23.9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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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신탁을 독자적인 기업조직으로서 활성화하기 위하여 1988년에 제정

된 델라웨어주 제정법상 신탁법(Delaware Statutory Trust Act)151)152) 및 

이를 따른 다른 주의 입법153)이다. 

   이와 같이 사업신탁에 관한 제정법은 점차 사업신탁을 기업조직의 일

유형으로 체계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며 이러한 입법 동향은 기존

의 판례법과 제정법상 법리를 집대성한 델라웨어주 사업신탁법을 보면 

더욱 명확해 진다.154) 즉 ① 사업신탁의 소송상 당사자 능력155)과 실체법

151) Del. Code Ann. tit. 12, §§3801-3863. 델라웨어주 사업신탁법은 1988년 7

월 21에 제정된 후 1990년, 1991년, 1992년, 1996년, 1998년, 2000년, 2002년, 

2004년 및 2009년에 각각 개정되었다. 제정 당시에는 그 명칭을“Delaware  

business trust act”으로 사용하다가 2002년 개정시에 “Delaware statutory 

trust act”로 변경하였다. 델라웨어주 사업신탁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R. 

Franklin Balotti and Jesse A. Finkelstein, supra note 104, chapter 25 참조.
152) 델라웨어주가 사업신탁법을 제정한 근본적인 이유는 주 사이의 관할권 경

쟁(jurisdictional competition)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함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

적인 견해이다. 즉 증권거래법(Securities Eschange Act 1934), 사번스 옥슬리

법(Sarbanes-Oxley Act 2002) 등과 같은 연방법이 회사에 대한 규제를 강화

하자 관할권 경쟁에 있어 델라웨어주 회사법이 매력을 잃게 되었다. 이에 델

라웨어주는 사업주체의 일탈을 방지하고 회사법제의 중심지라는 기존의 명성

을 유지하기 위해 회사의 대체조직인 비법인기업(uncorporation)에 대한 규제

를 완화하였으며 그 연장선상에서 제정법상 신탁법을 제정한 것이라고 한다. 

자세한 내용은 Mark J. Roe, “Delaware’s Competition”, 117 Harv. L. 

Rev.(2003); Saul Levmore, "Uncorporations and the Delaware Strategy”, 

2005 U. Ill. L. Rev.(2005) 등 참조.
153) CONN. GEN. STAT. § 34-500 to -547 (1997); MD. CODE ANN., CORPS. 

& ASS’NS ㎣ 12-101 to -810 (1999); NEV. REV. STAT. 88A.010–.910 (1999); 
N.H. REV. STAT. ANN. ㎣ 293-B:1 to –B:23 (1999); S.D. CODIFIED LAWS ㎣ 

47-14A-72 to -76, -14A-35 to -36 (Michie 2000 & Supp. 2003); VA. CODE 

ANN. ㎣ 13.1-1200 to -1284 (Michie 1999 & Supp. 2004). 사업신탁에 관한 

다른 주의 입법에 관하여는 James. A. Florack and Martin I. Lubaroff, 

“Delaware Business Trust: The Best Entity for Doing the Deal”, 937 

P.L.I./Corp. 371.(1996) 참조.
154) C. Porter Vaughan, III et al.,“Corporate and Business Law”, 37 U. R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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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법인격156)을 인정하고, ② 기업조직으로서의 징표인 사업신탁의 영속

성,157) 수익자와 수탁자의 유한책임,158) 사업신탁의 재산분리기능159) 등

을 명시하였으며, ③ 설계의 유연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동법이 기본적으

로 임의법규임을 명시하고 있다.160) 이러한 선진적인 입법 덕분에 사업

신탁의 설립 및 운용에 있어 델라웨어주가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게 된다

(아래 그림1 참조).

[그림1. 미국 주별 사업신탁의 현황(2003년 기준)161)]

L. REV. 1, 2(2002); Wendell Fenton and Eric A. Mazie, Delaware Statutory 

Trusts in The Delaware Law of Corporations & Business Organizations, § 

19.2, 9th ed. 2004.
155) Del. Code Ann. tit. 12, §3804.
156) Del. Code Ann. tit. 12, §3801.
157) Del. Code Ann. tit. 12, §3808.
158) Del. Code Ann. tit. 12, §3803.
159) Del. Code Ann. tit. 12, §3805.
160) 델라웨어주 사업신탁법에서는 대부분의 규정에“except to the extent 

otherwise provided in the governing instrument of a statutory trust …”라

는 단서를 달아 동법이 임의법규임을 명시하고 있다. 
161) Drafting Committee on Uniform Business Trust Act, National Conference 

of Commissioners on Uniform State Law, PRELIMINARY REPORT 1, July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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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제정법의 문제점 및 규율상 한계

   1988년 이후 활발히 제정되었던 델라웨어주 사업신탁법과 이를 따른 

여러 주의 사업신탁법들은 기존의 판례법상 법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기업조직법으로서의 면모를 다졌다는데 그 의의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

하고 다음과 같은 비판을 면치 못하였다. ① 우선 동법은 형식적으로는 

임의법규임을 천명하여 계약자유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

질적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본적으로 사업신탁에 기존의 신탁

법리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162)함으로써 사업신탁의 독자성과 

법적규율의 명확성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었다.163) ② 나아가 신탁증서의 

발행과 유통에 있어서는 사업신탁법이 아니라 연방증권법(The Securities 

Act 1933, The Securities Act 1934)의 적용을 받아야 하고 뮤츄얼 펀드와 

같은 투자신탁들은 연방투자회사법(The Investment Company Act 1940)

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 등 대부분의 법률관계에 연방법이 우선적으로 적

용되기 때문에 사실상 델라웨어주 사업신탁법이 적용되는 영역이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164) ③ 또한 과세 영역에 있어서도 사업신탁이 

회사와 동등하게 취급165)됨으로써 절세를 위한 목적에서 사업신탁이 활

162) Del. Code Ann. tit. 12, §3809 “Except to the extent otherwise provided 

in the governing instrument of a statutory trust or in this subchapter, the 

laws of this State pertaining to trusts are hereby made applicable to 

statutory trusts; provided however, that for purposes of any tax … a 

statutory trust shall be classified as a corporation …”; Paplae-Keefe v. 

Altomare, 38 Mass. App. Ct. 308, 647 N.E.2d 722,726(1995).
163) Austin W. Scott and William F. Fratcher, The law of trusts, 4th ed., Little 

Brown, 1988, §197.2, p. 192.
164) 1988년부터 2005년까지 통계에 의하면 소송절차에서 델라웨어 사업신탁법

이 적용된 사건은 한 건{Nakahara v. NS 1991 Am. Trust, 739 A.2d770(Del. 

Ch. 1998)}에 불과하다고 한다. Robert H. Sitkoff, supra note 85, p. 39.
165) Del. Code Ann., tit. 12, §3809. 미국 내국세입법(The Internal Revenue 

Code)의 경우는 사업신탁에 관한 명시적인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재무부 규칙(Treasury Regulation) §301.7701-1, 2, 3, and 4.에서는 신탁을 

회사와 동등하게 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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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될 유인을 가지지 못하였다. 

   한편 이와 같은 델라웨어주 사업신탁법에 대한 비판 이외에도 주별로 

사업신탁에 관한 규율이 제각각인 점이 사업신탁의 활용을 저해하는 근

본적인 문제점으로 부각되었다. 예를 들어 앞서 본 바와 같이 ① 텍사스

주는 구성원의 유한책임을 부정하는 반면 델라웨어주 등 다른 주에서는 

이를 인정하고 있고, ② 델라웨어주는 사업신탁의 법률관계에 기본적으

로 신탁법리가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다른 주의 경우는 (신탁

법리가 아니라) 회사법리가 준용 내지 유추 적용되도록 판시166)하거나 

명시적인 법률167)을 제정하는 등 사업신탁에 관한 법적 규율의 일관성이 

확보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법적 혼란으로 인하여 주간(interstate) 또는 

국가간(international) 거래에 있어서는 특히 사업신탁의 활용되기 어렵다

는 비판이 제기되었으며, 사업주체로 하여금 새로운 기업조직의 패러다

임으로서 사업신탁을 선택할 유인과 동기 부여에 실패하였다는 평가를 

받았다.168)  

4. 통일제정법상신탁법의 제정배경, 입법목적 및 독자성

   가. 통일제정법상신탁법의 제정배경

   앞서 본 바와 같이 각 주별로 산재하고 있던 사업신탁법의 문제점과 

한계를 극복하고 사업신탁에 관한 법률관계의 명료성(clarity)과 통일성

(uniformity)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통법상 신탁을 규율하는 법률169)과 구

166) Richardson v. Clark, 372 Mass. 859, 861-862,364 N.E.2d 804(1977).
167) Indiana Code Ann. §23-5-1-9(1998); Kansas Stat. Ann. §17-2035(1997).
168) Tamar Frankel, supra note 147. 
169) 보통법상 신탁(common law trust)을 규율하는 법률은 2000년에 제정된 표

준신탁법{Uniform Trust Act(2000)}으로서 보통법상 신탁은 사업신탁과 달리 

법인격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표준신탁법의 제정배경과 내용 등에 관하여는 

명순구, 현대미국신탁법, 세창출판사, 200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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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되는) 기업조직법으로서의 사업신탁법울 제정하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게 되었다. 이에 전미통일주법위원회의(National Conference of 

Commissioners on Uniform State Law, 이하 “NCCUSL”라 한다)는 2003

년 8월 초안위원회(Drafting Committee on Uniform Business Trust Act)

를 구성하고 법제정 작업에 착수하여 수차례의 연례회의를 거쳐 2009년 

7월 통일제정법상신탁법(Uniform Statutory Trust Entity Act, 이하 약칭

을 사용할 경우에는 “통일법” 또는 “USTEA”라고 한다)의 최종안을 

승인하였으며 2014년 4월 현재 통일법을 채택하여 시행하고 있는 주는 

컬럼비아 특별구170)와 켄터키주171)가 있다.172)

   나. 통일제정법상신탁법의 입법목적 및 독자성

   통일법의 입법목적은 여러 주에서 제각각 시행되고 있는 구시대적이

고 불완전한 법률을 정비⋅통합하고 법적 규율의 명확성을 확보함으로써 

사업신탁의 적극적인 활용에 기여하기 위함에 있다.173) 한편 통일법 초

안을 마련함에 있어 주모델이 된 법률은 사업신탁의 선두지역인 델라웨

어주와 코네티컷주의 사업신탁법이며,174) 등기절차, 송달 등과 같은 절차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회사관련법률175)을, 일반적인 신탁법리가 적용

170) District of Columbia Statutes and Codes, Title 29 Business organizations, 

Chapter 12 Statutory Trusts. 
171) Kentucky Revised Statutes, Title 33 Administration of trusts and estates 

chapter, 386A Kentucky Uniform Statutory Trust Act. 켄터키주의 통일법 채

택과정과 내용 등에 관하여는 Thomas E. Rutledge, “The Kentucky Uniform 

Statutory Trust Act (2012): A Review”, 40 Northern Kentucky Law Review, 

93 (April 22, 2013) 참조. 
172) 각 주별 통일법의 채택 현황에 관하여는 아래 인터넷 주소 참조. 

 http://www.uniformlaws.org/Act.aspx?title=Statutory%20Trust%20Entity%20Act
173) NCCSL, USTEA(2010), Prefatory note.
174) 그 외에도 메릴랜드주, 뉴 햄프셔주, 네바다주, 사우스 다코다주, 와이오밍

주 및 버지니아주의 사업신탁법도 함께 참고하였다고 한다. Ibid.
175) Uniform Limited Partnership Act (2001), Model Business Corporation Act 

(2005), Revised Uniform Limited Liability Company Act (2006).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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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신탁관련법률176)을 각각 참고하였다고 한다. 다만 

비록 동일법이 기존의 법률들을 기초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그대로 

답습하는데 그치지 않고 제반 법률을 융화177)하여 혁신적인 규정들(예를 

들어 강행규정의 열거,178) 보통법상 신탁법리와 통일법의 관계 정립,179) 

무상증여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신탁의 금지,180) 시리즈 신탁의 유효성 

인정,181) 부담명령에 관한 규정,182) 신탁의 조직변경, 합병 및 해산에 관

한 규정183) 등)을 신설함으로써 독창적인 입법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

가되고 있다.184) 

5. 통일제정법상신탁법의 주요 내용

   가. 서언

   통일법은 총 10개의 장 87개의 규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 제9

장(Foreign Statutory Trusts)과 제10장(Miscellaneous Provisions)은 주로 

미국의 연방법적인 쟁점과 통일법의 시행과 관련한 절차적인 쟁점 등을 

담고 있으므로 본 논문에서는 위 2개의 장에 대한 검토는 생략하기로 하

며, 이하에서는 총칙에 해당하는 제1장과 사업신탁의 설립시부터 종료시

176) Restatement (Second) of Trusts (1959), Restatement (Third) of Trusts 

(2003, 2007), Uniform Trust Code (2000). Ibid.
177) Memorandum from Justin Vigdor and Robert H. Sitkoff to Harry 

Haynsworth, “Trust law, USTEA, and Harmonization”, Aug. 27. 2010.
178) USTEA §104.
179) USTEA §105.
180) USTEA §303.
181) USTEA §401-404.
182) USTEA §606.
183) USTEA §701-808.
184) Paul B. Miller, “The Future of Business Trusts: A Comparative Analysis 

of Canadian and American Uniform Legislation”, 36 Queen’s L. J. 443, 

447(2011).



- 53 -

까지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제2장 내지 제8장의 주요 내용에 관하여 순

차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나. 제1장 일반규정(General Provisions)

   제1장은 통일법의 명칭,185) 용어의 정의, 사업신탁증서, 강행규정, 보

통법상 신탁법리의 적용여부, 법해석의 원칙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종합하면 통일법의 임의법규성과 독자성으로 요약된다. 신탁관계자

의 합의에 의하여 작성되는 사업신탁증서(governing instrument)186)는 강

행규정에 반하지 않는 한 사업신탁의 운영과 수탁자, 수익자, 사업신탁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의 권리⋅의무 등을 규율할 수 있고 이에 명시적으

로 기재되지 않은 내용에 한하여 통일법이 적용되며187) 보통법상 신탁법

리는 단지 사업신탁증서와 통일법을 보충하는 역할에 그친다.188) 

   한편 통일법은 사업신탁의 설립절차, 준거법, 사업신탁의 목적제한, 

시리즈 신탁, 수탁자의 권리⋅의무, 수익자의 권리, 사업신탁의 전환, 합

병 및 해산 등에 관한 주요 규정들을 원칙적으로 강행규정으로 명시하고 

185) 초안위원회는 당초에 통일법의 명칭을“Uniform Statutory Trust Act”라고 

하였으나는 최총안에서는“Uniform Statutory Trust Entity Act”라고 변경하

였다. 이와 같이 명칭에“Entity”를 삽입하게 된 이유는 동법에 의한 신탁은 

보통법상 신탁과 달리 독자적인 법인격(judicial entity)이 인정되기 때문에 이

를 강조하기 위해서라고 한다{NCCSL, USTEA(2010), p. 5}. 그러나 이에 대하

여는 “Entity”라는 문구가 없다고 하더라도 통일법상 사업신탁에 대하여 

법인격이 인정되는 데는 문제가 없고 또한 통일법상 사업신탁의 정식 명칭은

“Statutory Trust”이고 “Statutory Trust Entity”가 아니므로 법명칭에

“Entity”를 추가하는 것은 사족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있다. Thomas E. 

Rutledge and Ellisa O. Habbart, “The Uniform Statutory Trust Entity Act: 

A Review”, 65 BUS. LAW. 1055(Aug. 2010). 참조.
186) USTEA §102(6).
187) USTEA §103(a), (b).
188) USTEA §105. 그러나 Restatement (Third) of Trusts (2003)에서는 동법은 

사업신탁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결국 USTEA §105의 실

효성에 의문이 든다는 견해도 있다. Thomas E. Rutledge, supra note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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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데,189) 다만 일부 규정190)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강행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명백히 불합리(manifestly unreasonable)”191)하지 않는 한 사

업신탁증서에서 그 내용의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다. 제2장 설립; 신탁의 정관 및 기타 등기서류; 송달(Formation; Certificate 

of Trust and Other Filings; Process)

   제2장은 통일법상 사업신탁의 설립과 기타 절차적인 부분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다. 통일법상 사업신탁은 유언, 계약, 신탁선언 등에 의하여 

설정되는 보통법상 신탁과 달리 법에 의하여 창설되는 기업조직이기 때

문에 회사의 설립절차와 같이 신탁관계자에 의한 정관의 작성과 주의 주

무장관에 대한 등기로서 설립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192) 신탁의 정관

(certification of trust)에는 ① 사업신탁의 명칭,193) ② 지정사무소의 주

소, ③ 송달을 위한 최초 대리인의 주소, ④ 사업신탁이 시리즈 신탁인 

경우에는 이에 관한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194) 원하는 경

우 기타 정보를 함께 기재할 수 있으며,195) 만약 등기신청의 내용이 법

189) USTEA §104.
190) USTEA §104 (5), (6), (7), (11), (12) 참조. 
191)“명백히 불합리(manifestly unreasonable)”라는 문구는 RULLCA(2006), 

ULPA(2001), RUPA(1997), ULLCA(1996)에서 차용한 것으로서 그 의미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Mark J. Loewenstein, “Fiduciary Duties and Unincorporated 

Business Entities: In Defense of the ‘Manifestly Unreasonable’ 

Standard”, 41 Tulsa L. Rev. 411(2006) 참조.  
192) USTEA §201.
193) 통일법에서는 사업신탁의 명칭에 관한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며

{USTEA §207 (b), (d)}, 장래에 설립할 사업신탁의 명칭에 대한 예약제도를 

두고 있다(USTEA §208). 참고로, 코네티컷주 사업신탁법에서는 사업신탁의 

명칭에 “Statutory Trust”,“Limited Liability Trust”,“Limited”,“LLT”, 

“L.L.T.”,“Ltd.”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CONN. GEN. STAT. 

ANN. § 34-506(c)}.
194) USTEA §201 (b).
195) USTEA §201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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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고 신청인이 등기비용이 완납되었다

면 주의 주무장관은 다른 사유를 들어 등기를 거부할 수 없다.196) 등기 

이후 신탁의 명칭, 지정사무소의 주소, 송달을 위한 대리인의 주소 등은 

정기적으로 주의 주무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97) 

   등기의 효력은 등기한 날 또는 등기일로부터 90일 내의 일자로서 정

관에 지정된 날에 발생하고,198) 등기 당시 발생한 오기를 수정하는 등기

의 경정199)과 등기 이후 정관의 변경200)이 허용된다. 한편 이해관계자가 

신청하는 경우 주의 주무장관으로 부터 당해 신탁에 관한 모든 비용, 세

금 등이 납부되었고, 현재까지 해산절차 등이 진행된 바가 없다는 점 등

을 확인하는 내용의 자산건전성증서(certificate of good standing)를 발급

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업신탁의 설립과 관련 절차들은 이해관계자

들에게 유한책임을 가진 사업신탁의 창설과 존립을 공시하기 위한 기능

을 수행하게 되므로 신탁관계자의 합의로 변경할 수 없는 강행규정이

다.201) 

 

   라. 제3장 준거법; 권리부여; 존속기간; 능력(Governing Law; Authorization; 

Duration; Powers)

   제3장은 사업신탁 내부의 법률관계, 사업신탁, 수탁자 및 수익자의 

책임과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통일법이 적용되도록 하는 준거법 규정,202) 

사업신탁의 독자적인 법인격, 유효성 및 영속성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통일법에서 이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는 이유는 앞서 살펴 본 바

와 같이 사업신탁의 유효성 내지 독자적인 법인격을 부정하고 구성원에

게 무한책임을 부담하게 하였던 과거의 판례법상 규율의 문제점을 시정

196) USTEA §204 (a).
197) USTEA §213.
198) USTEA §204 (c).
199) USTEA §205.
200) USTEA §202.
201) USTEA §104 (1).
202) USTEA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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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으로써 규율의 불분명성으로 인한 법적 혼란을 제거하기 위함에 있는

바, 이에 준거법에 관한 규정과 신탁의 유효성에 관한 규정은 신탁관계

자의 합의로 변경할 수 없는 강행규정으로 정하고 있다.203) 

   통일법 제2장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등기된 사업신탁은 수탁자와 수

익자로부터 독립한 법인격을 가지게 되는데,204) 오로지 무상증여만을 절

대적인 설립목적(predominantly donative purpose)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원칙적으로 그 적법⋅유효성이 인정된다.205) 그리고 이처럼 독자

적인 법인격을 가지게 되는 결과 사업신탁은 자신의 명의로 재산을 보유

하거나 거래를 할 수 있고,206) 소송당사자도 될 수 있으며,207) 통일법과 

사업신탁증서에서 정한 종료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영속하는 존재로서 

수탁자나 수익자의 사망, 무능력, 해산, 종료, 파산, 수(1인 인지 여부)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perpetual duration).208) 이처럼 구성원으로부터 분리

된 법인격은 기업조직의 핵심적 특성인 재산분리기능(asset-partitioning)

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게 하는 기능적 수단이 된다.209) 즉 사업신탁의 채

무와 책임은 사업신탁 본인이 독립한 법적주체의 지위에서 부담하는 것

203) USTEA §104 (2), (3).
204) USTEA §302.
205) USTEA §303. 오로지 무상증여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신탁을 금지하는 

이유는 무상양도와 보통법상 신탁에 관한 강행법적 규제{예를 들어 UTC § 

105; 관련 문헌으로는 John H. Langbein, “Mandatory Rules in the Law of 

Trusts”, 98 NW. U. L. Rev. 1105(2004) 참조}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통

일법상 사업신탁이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206) USTEA §307.
207) USTEA §308.
208) USTEA §306.
209) 기업조직법은 거래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기업의 재산을 출자자와 경영자

로부터 분리시키는 재산분리기능(asset-partitioning)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고 

한다. Henry Hansmann and Reinier Kraakman, “The essential role of 

organizational law”, 110, Yale L. J. 387(2000), pp. 393-396; ; Robert H. 

Sitkoff, "Trust Law as Fiduciary Governance Plus Asset Partitioning”, supra 

note 50, pp. 7-11; Robert H. Sitkoff, “An Agency Costs Theory of Trust 

Law”, supra note 101, pp.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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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므로 사업신탁의 재산만이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고 수익자, 수탁자, 

또는 그 대리인은 이에 대하여 여하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구성원의 

유한책임(limited liability)}.210) 반대로 수탁자 내지 수익자의 개인적인 채

무와 책임은 사업신탁과는 무관한 것이므로 수탁자 내지 수익자의 채권

자는 위와 같은 개인적인 채무를 보전하기 위하여 사업신탁의 재산에 대

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조직격리(entity shielding)}.211) 

   마. 제4장 시리즈 신탁(Series Trusts)

   제4장은 시리즈 신탁212)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시리즈

(series)는 뮤추얼 펀드나 자산유동화를 위한 투자회사들이 각각의 투자

대상을 구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던 개념이지만 최근에는 사업자들이 자신

이 운영하는 다양한 사업 간의 책임격리(liability shield)를 도모하기 위하

여 개별 사업장 내지 자산에 대하여 시리즈를 설정하는 예가 증가 하고 

있다고 한다.213) 현재 신탁의 영역에서 시리즈의 설정을 허용하고 있는 

주는 코네티컷주, 델라웨어주, 버지니아주 및 와이오밍주 등이 있다.214)

   통일법상 시리즈 신탁은 특정한 목록(specific listing), 분류(category), 

유형(type), 양(quantity), 계산 내지 분배의 공식 또는 절차(computational 

or allocational formula or procedure) 등 기타 유사한 방법으로 하나의 

사업신탁 내에서 일부재산을 격리(segregation) 또는 분별(partitioning)한 

210) USTEA §304.
211) USTEA §305.
212) 시리즈 신탁을 “책임재산분별신탁”, 시리즈를 “회차”로 번역하기도 한

다. 이중기, “제정법상 신탁에 관한 미국의 새로운 통일법과 유한책임신탁

과의 비교 –신탁의 권리능력, 신탁과 회사 간의 조직변경과 합병, 책임재산의 

분별 개념을 중심으로-”, 선진상사법률연구 통권 제59호, 2012. 7., 163면. 
213) Thomas E. Rutledge and Ellisa O. Habbart, supra note 185, p. 17.
214) CONN. GEN. STAT. ANN. §§ 34-517(b)(2), 34-502b (West 2005); DEL. 

CODE ANN. tit. 12, §3806(h) (2007); VA. CODE ANN. §§ 13.1-1219(B), 

13.1-1231(d), 13.1-1240 (2006); WYO. STAT. ANN. §§ 17-23-108(b)(ii), 

17-23-106(b)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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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이를 정관에 기재함으로써 생성되는 신탁을 말한다.215) 이처럼 다른 

신탁재산과 격리⋅분별된 시리즈 신탁과 거래한 채권자는 당해 시리즈 

신탁의 재산에 대하여만 강제집행을 할 수 있고216) 반대로 사업신탁의 

일반채권자나 다른 시리즈 신탁의 채권자는 당해 시리즈 신탁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217) 이처럼 시리즈 신탁은 사업신탁과 채

권자 또는 사업신탁 채권자들 사이의 대외적인 법률관계(책임재산의 구

별)에 관한 개념이므로, 사업신탁의 대내적 법률관계(지배 구조)를 규율

하는 수탁자, 수익자 또는 수익권에 관한 수종의 권리(class of trustees, 

beneficial owners, or beneficial interests)와는 구별되는 개념이다.218) 

   한편 시리즈 신탁은 사업신탁의 일반적인 목적과 구별되는 별개의 목

적을 가질 수 있고,219) 이처럼 특정한 목적을 가지는 당해 시리즈 신탁

의 이익만을 위하여 행위 할 수 있는 별도의 수탁자를 선임할 수도 있으

며,220) 사업신탁 전체 또는 다른 시리즈 신탁의 해산 여부와 관계없이 

당해 시리즈 신탁만의 해산도 허용하고 있다.221) 이와 같이 시리즈 신탁

은 일정한 측면에서 사업신탁 내지 다른 시리즈 신탁과 구별되어 독자적

인 운영이 가능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사업신탁과 구별되는) 별개의 법

인격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222) 시리즈 신탁이 독립적인 소송의 당사

자가 될 수 없으며 자신의 이름으로 도산절차를 신청할 수도 없다.223)

   바. 제5장 수탁자와 신탁의 운영(Trustees and Trust Management)

215) USTEA §401 (a) (1).
216) USTEA §402 (a) (1).
217) USTEA §402 (a) (2).
218) 이중기, 위의 논문(전게주 212), 170면.
219) USTEA §401 (c).
220) USTEA §403.
221) USTEA §405.
222) USTEA §401 (b).
223) Eric A. Mazie and J. Weston Peterson, “Delaware series trust-Separate 

but note equal”, The Investment Lawyer, Vol. 16, No. 2, Feb. 2009, Aspen 

Publis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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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장은 수탁자의 지위, 권한, 의무, 책임 등 신탁의 운영에 관한 사

항을 규율하고 있다. 사업신탁의 운영권은 수탁자에게 있는 것으로224) 

수탁자는 사업신탁증서에서 부여한 권한 내지 기타 신탁의 운영에 필요

한 모든 권한과 통일법에서 부여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225) 다만 수

탁자가 다수인 경우 다수결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여야 하는 제한이 있

다.226) 이처럼 수탁자에게는 신탁의 운영자로서 운영에 관한 광범위한 

권한이 부여되는 것이므로 선의(good-faith)로 수탁자를 보조, 수탁자와 

거래, 수탁자에게 재산을 인도한 자들은 수탁자가 권한을 남용하였거나 

신탁관계의 종료 후 신탁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인 법률행위로 

간주되어 보호를 받게 된다.227)

   한편 통일법상 사업신탁은 기업조직의 일환으로 창설되는 조직이므로 

사업신탁의 수탁자들은 회사의 이사들이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의무와 

유사한 내용228)의 (그러나 보통법상 신탁의 수탁자가 부담하는 의무의 

성질과는 구별되는) 신인의무(fiduciary duty)를 부담하게 되며,229) 수탁자 

내지 기타 신탁의 업무집행자와 사업신탁 사이의 이해상반행위(자기거

래)는 원칙적으로는 유효하지만 수탁자 등이 거래의 공정성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voidable)될 수 있을 뿐이다.230) 나아가 만약 수

탁자 내지 기타 신탁의 업무집행자가 사업신탁증서, 통일법상 규정 및 

전문가의 의견에 대한 선의의 신뢰(good-faith reliance)를 바탕으로 업무

를 수행한 경우 그러한 신뢰에 의하여 발생한 신탁위반에 관하여는 신탁

과 수익자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231) 또한 사업신탁은 수탁

자 등이 신탁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서 책임을 부담한 경우 이를 보

상을 하거나, 관련 비용을 선납하거나, 신탁사업증서에서 수탁자의 의무

224) USTEA §501.
225) USTEA §502.
226) USTEA §503.
227) USTEA §504.
228) NCCSL, USTEA(2010) p. 52.
229) USTEA §505.
230) USTEA §507. 
231) USTEA §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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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에 따른 책임을 면책하는 규정을 둘 수 있지만, 만약 당해 책임에 

관하여 수탁자 등에게 악의(bad-faith), 미필적 고의(willful misconduct) 

또는 중과실적 무관심(reckless indifference)이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보

상⋅비용선납⋅면책의 혜택은 적용되지 않는다.232) 

   마지막으로 수탁자는 위임의 범위와 조건을 정하고 수임인이 그 위임

사항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심사할 것을 요건으로 하여 자신

의 권한과 의무를 제3자 또는 공동수탁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233)  수임

인은 위임의 조건을 준수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주의를 다하여야 하며234) 

수탁자가 통일법에서 정한 위임의 요건을 준수한 경우(이는 수탁자가 수

임인, 위임의 범위와 조건 등을 정함에 있어 수익자의 이익을 존중하고 

자신의 신인의무를 다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수임인의 

악의 내지 중과실로 인하여 신탁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를 대비하여 적절

한 보상장치를 마련하지 않는 것은 위임의 요건을 준수하였다고 보기 어

렵다고 한다235))에는 수임인의 행위에 관하여 수익자 또는 사업신탁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236) 

   사. 제6장 수익자와 수익권(Beneficiaries and Beneficial Rights)

   제6장은 수익권의 내용, 수익자의 권한 및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

율하고 있다. 수익권은 자유로운 양도가 가능한237) 동산으로서 사업신탁

의 특정 재산에 대한 권리가 아니라 일종의 지분권이라고 할 수 있

다.238) 수익자는 수익권 취득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현금, 현물 또는 용역

을 제공하거나 이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며, 사망, 무능력 등을 이유로 

이러한 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239) 수익권에는 사업이익을 배당받은 권

232) USTEA §509.
233) USTEA §511 (a), (b).
234) USTEA §511 (c).
235) NCCSL, USTEA(2010) p. 61.
236) USTEA §511 (d).
237) 다만, 사업신탁증서로 수익권의 양도를 제한할 수 있다. USTEA §103 (e).
238) USTEA §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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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도 포함되는데 배당은 원칙적으로 현금배당만 가능하고 수익자간에 평

등한 배분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현물배당도 가능하며,240) 배당가능기

일은 사업신탁증서에서 정할 수 있다.241) 사업신탁은 수익권을 취득⋅상

환할 수 있으며 취득⋅상환된 수익권은 소각된다.242) 

   한편 지배구조의 측면에서 볼 때 수익자에게는 신탁의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공익권(의결권, 정보이용권, 대표소송권 등)이 인정된다. ① 우선 

의결권의 경우 통일법에서는 수익자들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으로 사업신

탁증서의 변경, 사업신탁의 전환, 합병, 해산만을 열거하고 있고, (만장일

치를 요하는 사항243)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인 의결정족수를 수익권의 과

반수로 규정하고 있는데244) 이는 의결권 행사에 관한 최소한의 규정에 

불과하므로 구체적인 의결사항과 의결방법은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자유

롭게 정할 수 있다.245) ② 나아가 수익자의 신탁에 관한 정보이용권은 

수탁자에 대한 감시⋅통제권의 일환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이를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강행규정에 반하는 것으로 효력이 없다.246) 다만 수익자

가 이용 가능한 정보의 범위는 “수익자의 이익에 합리적인 연관성이 있

는 정보(reasonably related to the beneficial owner’s interest)”로 제한

되며 이러한 정보에 대한 기준은 (명백히 불합리하지 않는 한) 사업신탁

증서에서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247) ③ 한편 수익자의 소송제기권은 

수익자가 사업신탁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보유하는 채권의 이행이나 손해

의 전보를 위하여 제기하는 경우(direct action)248)와 신탁을 대표하여 제

기하는 경우(derivative action)로 나눌 수 있는데, 후자의 경우 수익자는 

소송제기 원인발생시와 소송제기시에 모두 수익자의 지위에 있어야 하

239) USTEA §603.
240) USTEA §604.
241) USTEA § 103 (e) (14).
242) USTEA § 605.
243) USTEA §§103 (d), 703, 707.
244) USTEA §602.
245) USTEA §§103 (e) (4).
246) USTEA §104 (11).
247) USTEA §608.
248) USTEA §609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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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249) 수탁자에게 소송제기를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250) 다만, 대표소송제도의 

남용을 막기 위하여 (명백히 불합리하지 않는 한) 사업신탁증서에서 소

송제기를 위한 요건을 가중하여 정할 수 있다.251) 그리고 대표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수익자는 신탁으로부터 소송비용을 전보 받을 수 있는데252) 

이 또한 대표소송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된다.253)

   마지막으로 수익자(및 관련자)는 온전히 개인의 지위에서 사업신탁과 

사이에 거래(대여, 차입, 보증, 담보제공, 기타 상거래 등)를 할 수 있으

며 이 경우 수탁자의 자기거래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254)

   아. 제7장 조직변경과 합병(Conversion and Merger)

   제7장은 사업신탁의 기업조직구조 재편방법으로 조직변경(conversion)

과 합병(merger)을 규정하고 있다. ① 우선 조직변경의 경우 하나의 단

체가 다른 유형의 단체로 그 법적형태(legal form)만 변경하는 것이기 때

문에 조직변경 전과 후로 단체의 동일성은 그대로 유지된다.255) 이처럼 

조직변경은 형태의 변경일 뿐 새로운 법인격이 창설되는 것이 아니기 때

문에 별도의 권리⋅의무의 승계는 필요하지 않다.256) 조직변경의 유형은 

사업신탁외 단체257)가 사업신탁으로 변경하는 경우와 사업신탁이 사업신

탁외 단체로 변경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는데, 다른 단체를 규율하는 법

규에서 조직변경을 금지하지 않고 그 다른 단체가 조직변경에 있어 당해 

법규를 준수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직변경이 허용된다.258) 조직변경을 위

249) USTEA §609 (c).
250) USTEA §609 (b).
251) USTEA §104 (12).
252) USTEA §609 (f).
253) NCCSL, USTEA(2010) p. 72.
254) USTEA §607.
255) USTEA §705 (a).
256) USTEA §705 (b).
257) USTEA §701 (7)에서는 “단체”에 관하여 정의하고 있는데 이는 보통법

상 신탁, 조합, 유한책임조합, 유한책임회사, 회사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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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 조직변경계획(plan of conversion)을 수립하여야 하는데 이에는 

조직변경전 단체의 명칭과 형태, 조직변경후 단체의 명칭과 형태, 조직

변경의 규정과 조건(조직변경전 단체에 대한 권리를 금전, 조직변경후 

단체에 대한 권리 또는 다른 대가로 전환하는 방법과 근거 등)이 포함되

어야 한다.259) 또한 조직변경계획은 원칙적으로 수탁자와 수익자의 만장

일치로 정하여야 하지만,260) 사업신탁증서에서 의결요건과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261) 이처럼 조직변경에 있어 조직변경전 단체의 구성원에

게 조직변경후 단체의 지분이 아닌 다른 대가를 제공하여도 무방하고 이

와 같이 정하는 데에는 구성원의 만장일치가 필요 없으므로 소위 소수구

성원의 축출방식(squeeze-out)의 조직변경이 가능하게 된다.262) 

   ② 한편 합병의 경우 사업신탁이 하나 이상의 다른 사업신탁 내지 단

체와 결합하여 새로운 단체를 형성하는 것으로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

는 단체(surviving organization)는 영속하게 되고 합병의 대상이 된 합병

전 단체(constituent organization)는 소멸하게 된다.263) 합병의 유형은 존

속하는 단체가 합병 이전에 이미 존재하는 단체로서 다른 단체를 흡수하

는 형식의 흡수합병과, 존속하는 단체가 합병으로 인하여 신설되는 신설

합병으로 나눌 수 있는데,264) 다른 단체를 규율하는 법규에서 합병을 금

지하지 않고 모든 단체가 합병에 있어 당해 법규를 준수하는 경우에 합

병이 허용된다.265) 합병을 위해서는 합병계획(plan of merger)을 수립하

여야 하며 (조직변경과 마찬가지로) 합병전 단체의 구성원에게 존속하는 

단체의 지분이 아닌 다른 대가를 제공하여도 무방하고266) 이와 같이 정

하는 데에는 구성원의 만장일치가 필요 없으므로267) 합병 또한 소수구성

258) USTEA §702 (a).
259) USTEA §702 (b).
260) USTEA §703 (a).
261) USTEA §103 (e) (6) (B).
262) NCCSL, USTEA(2010) pp. 75-76.
263) USTEA §709 (1), (2).
264) USTEA §701 (9).
265) USTEA §706 (a).
266) USTEA §706 (b) (3).
267) USTEA §103 (e) (6)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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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의 축출방식(squeeze-out)이 가능하다.268) 

   자. 제8장 해산과 청산(Dissolution and Winding Up)

   제8장은 사업신탁의 해산(dissolution)과 청산(winding up)에 관하여 규

율하고 있다. 사업신탁의 해산은‘자발적인 해산’과 ‘주무기관에 의한 

해산’으로 나뉘는데269) ① 우선 자발적인 해산(the filing of articles of 

dissolution)은 ㉮ 사업신탁증서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또는 ㉯ 수

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에 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해산사유에 관한 

규정은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사업신탁증서에서 반드시 신탁의 해산에 관

한 규정(사유, 원인 등)을 둘 필요는 없고270) 해산을 위한 수익자의 동의 

요건도 완화할 수 있다.271) 자발적인 해산을 위해 사업신탁은 감독기관

인 주의 주무장관에게 신탁의 명칭과 해산일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

여야 하고 주무장관이 이를 등기한 때 해산의 효력이 발생한다.272) 이처

럼 해산등기가 경료된 이후에는 사업신탁은 청산을 위한 목적에 한하여

만 존속하게 되므로,273) 채무 등 각종 책임의 이행, 사업의 정리, (각종 

책임을 이행하고 남은) 잔여신탁재산의 분배 등과 같은 청산업무를 수행

하여야 하고,274) 합리적인 기간 내에서의 신탁재산의 보유,275) 양도, 소

268) NCCSL, USTEA(2010) p. 80.
269) USTEA §801. 초안위원회에서는‘자발적인 해산’과 ‘주무기관에 의한 

해산’이외에도‘법원에 의한 해산(judicial dissolution)’을 도입할지 여부에 

관하여 논의가 있었으나, 당사자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해산개시사유를 과도

하게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에 따라 이를 배제하였다고 한

다. Thomas E. Rutledge and Ellisa O. Habbart, supra note 185, p. 39.
270) USTEA §306.
271) USTEA §103 (e) (6) (E).
272) USTEA §802.
273) USTEA §803 (a).
274) USTEA §803 (b).
275) 이처럼 청산절차 중에도 합리적인 기간 내에서의 신탁재산의 보유가 가능

하므로 굳이 불합리한 조건으로 신탁재산을 염가 매각을 할 필요는 없다. 이 

때 어느 정도의 기간이 “합리적인 기간(reasonable time)”에 해당하는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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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수행, 조정 등과 같이 청산에 필요하고 적정한 범위 내의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다.276) 한편 청산시 채권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장치로는 

채권신고의 최고를 위한 통지⋅공고절차가 있는데 사업신탁은 인지가능

한 채권자들(known claimants)에게는 개별적으로 채권신고를 최고하는 

통지를 하여야 하고,277) 인지 불가능한 채권자들(unknown claimants, 예

를 들어 장래 발생할 채권의 채권자, 불법행위 채권자 등)을 위해서는 

일간지에 같은 취지의 공고를 하여야 한다.278) 이와 같은 통지⋅공고일

로부터 일정한 법정기간이 도과하게 되면 채권자들은 더 이상 자신의 권

리를 주장할 수 없는데279) 이는 청산의 조기 종결과 법적 안정성을 도모

하기 위함이다.280)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사업신탁의 채권⋅채무관계의 

정리와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되면 사실상 청산절차는 종결되는데 그럼

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종결되지 않은 업무가 남아 있다고 밝혀질 경우에

는 정당한 이해관계인(수탁자, 수익자, 사업신탁의 채권자 등)은 법원에 

잔여 업무를 담당할 관리인(receiver)의 선임을 신청할 수 있다.281)  

   ② 한편 주무기관에 의한 해산(administrative dissolution)은 ㉮ 송달을 

위한 대리인이 30일 이상 부재하는 경우, ㉯ 주의 주무장관에 대한 정기

적인 보고를 기준일로부터 60일 이상 이행하지 않는 경우 또는 ㉰ 각종 

비용, 세금, 벌금 등을 기준일로부터 60일 이상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가능하다.282) 주무기관은 사전적인 절차로서 해산사유와 하자치유기간(통

지일로부터 60일 이상)을 기재한 통지를 하여야 하며,283) 지정한 기한 내

에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 경우 주무기관은 해산명령을 발령하여야 한

다.284) 이에 대해 사업신탁은 해산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이미 치유하

부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다{Restatement (Third) of Trusts 

(2007) §89}. NCCSL, USTEA(2010) p. 87.
276) USTEA §803 (c).
277) USTEA §804 (a).
278) USTEA §805 (a), (b).
279) USTEA §§804 (b), 805 (c).
280) NCCSL, USTEA(2010) p. 90.
281) USTEA §803 (f).
282) USTEA §806 (a).
283) USTEA §806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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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음을 입증하여 해산명령의 철회(reinstatement)를 신청할 수 있고285) 

이에 따라 감독기관이 해산명령을 철회하는 경우 당해 명령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게 되나, 비록 소급효가 있더라도 해산명령 시부터 철회사

실을 제3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시점까지 사이에 발생한 제3자의 

권리는 해하지 못한다.286) 그리고 만약 주무기관이 해산명령의 철회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업신탁은 법원에 이에 대해 제소할 수 있고287) 당

해 신청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원은 주무장관에게 해산명령의 

철회를 명할 수 있다.288)

6.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앞서 본 바와 같이 미국의 USTEA는 구시대적이고 불완전한 기존의 

법률을 정비⋅통합하고 회사법, 표준신탁법 등 제반 법률을 기초하여 혁

신적인 규정을 만들어낸 독창적인 입법으로 평가될 수 있다. 특히 사업

신탁이 전통적인 보통법상 신탁의 일 유형에 불과하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이를 규율하는 독자적인 법률을 제정하였다는 점과 구성원의 유

한책임을 명확히 하고 법률관계를 단순화하기 위하여 사업신탁에 법인격

을 부여하였다는 점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나아가 책임재산을 시리

즈별로 구분할 수 있는 시리즈 신탁, 구조적 다양성과 제도 간의 호환성

을 도모하기 위한 조직변경 및 합병 등과 같은 새로운 제도의 도입여부

도 함께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처럼 미국의 입법례가 우리나

라에 주는 시사점에 관하여는 본 논문 제3장 제4절의 입법론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284) USTEA §806 (c).
285) USTEA §807 (a).
286) USTEA §807 (c).
287) USTEA §808 (b).
288) USTEA §808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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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싱가포르

1. 서언

   싱가포르는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이 선정하는 국가경

쟁력 순위에서 2012년과 2013년 연속 2위를 차지한바 있고 영국계 컨설

팅그룹(Z/Yen)이 선정한 국제금융센터지수(Global Finance Center Index)

에서도 2013년에 런던과 뉴욕 다음으로 3위를 차지하는 등 국가 간 경쟁

력(특히 경제경쟁력) 분야에 있어서는 아시아 국가 중 확고한 입지를 다

지고 있다.289) 이처럼 싱가포르가 아시아의 금융 중심지로 성장하게 된 

원동력은 싱가포르정부가 외국자본을 유치하기 위하여 과감한 규제개혁

을 실천함으로써 아시아 국가 중 기업 활동에 가장 적합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290) 이와 같은 대정부적 

규제개혁은 싱가포르와 유사한 경제 환경(좁은 국토, 부족한 자원, 지식

기반산업 및 서비스산업에의 집중 등)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은 상당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목차에서는 기업 활동의 장려

를 위한 정책적 목적에서 마련된 법제 중 하나인 싱가포르의 사업신탁법

(Business Trusts Act, 이하 약칭을 사용할 경우 “BTA”라고 한다)에 대

하여 소개하기로 하며, 우선 싱가포르의 신탁관련 법제를 개관하고 사업

신탁법의 제정배경에 대하여 검토한 후, 싱가포르 사업신탁의 기본적인 

구조, 이용현황 및 싱가포르 사업신탁법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순차적으

로 살펴보고자 한다. 

289)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은 싱가포르를 “most competitive 

economy in the world”라고 하였으며, 헤리티지 재단(Heritage Foundation) 

은 “most free economy in the world”로, 포춘지(Fortune)는 “world's best 

city for business best city in Asia to work and live.”로 칭한바 있다.
290) 전삼현⋅함택동, “싱가포르의 외국인 투자 정책과 법제에 대한 연구”, 법

학논총 제24집,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7., 332면.



- 68 -

2. 싱가포르 신탁법제의 개관 및 사업신탁법의 제정배경

   가. 싱가포르 신탁법제 개관

   싱가포르 법제는 전통적으로 영국법에 기초하고 있으며291) 이에 1993

년까지는 영국법이 그대로 싱가포르법의 일부로 간주되었고 1994년부터 

시행된 영국법의 적용에 관한 법률(Application of English Law Act)에서

도 이와 같은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292) 이러한 연유로 싱가포르는 대륙

법 체계를 받아들인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영미법

에 친숙한 법제를 가지고 있고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영국에서 기원된) 

신탁이라는 제도에 대하여 별다른 거부감이 없게 되었다. 싱가포르는 여

러 법률을 통하여 신탁제도를 규율하고 있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법률은 

1967년에 제정된 수탁자법(Trustees Act)이며, 1926년에 제정되고 2005년

에 전면 개정된 신탁회사법(Trust Companies Act)은 신탁회사의 인가 및 

운용 등에 관하여, 2004년에 제정된 사업신탁법(Business Trusts Act)은 

사업신탁의 등록 및 운용 등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다. 한편 세제의 측면

에 있어서는 외국계 신탁의 면세를 허용하는 소득세 규칙{Income Tax 

(Exemption of Foreign Trusts) Regulations}이 있다. 

   나. 사업신탁법의 제정배경 

   앞서 본 바와 같이 1990년대에 이르기 까지 싱가포르의 신탁 관련 법

제는 영국법의 영향을 받아 수탁자법과 신탁회사법만이 존재하고 있었는

데 2000년대에 이르러서는 증가하는 국제신탁거래에 대응하고 금융 선진

291) Shari Rasanayagam, “Singapore”, in A Legal Guide to Doing Business in 

the Asia-Pacific 316 , Albert Vincent Y. Yu Chang and Andrew H. Thorson 

eds., American Bar Association, 2010., p. 315.
292) Norman P. Ho, “A Tale of Two Cities: Business Trust Listing and Capital 

Markets in Singapore and Hong Kong”, 11 J. Int’l Bus. & L. 311, 1(2012), 

p.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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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으로서 발돋움하기 위한 대대적인 제도적 정비가 이루어지면서 그 일

환으로 사업신탁만의 독자적인 법률인 사업신탁법이 제정되었다.293) 그

런데 아시아 국가 중에서 유독 싱가포르가 이와 같은 움직임을 선도한 

이유는 부동산투자신탁(Singapore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이하 

“S-REIT”라고 한다)의 획기적인 성공에 기인한 것으로서,294) 싱가포르

는 일찍이 S-REIT 수익증권을 거래소에 상장하기 위하여 1999년과 2000

년에 걸쳐 각종 규제개혁과 세법 개정을 실시하였으며 이에 2009년에는 

싱가포르 거래소(Singapore Exchange Ltd., SGX)에 상장된 S-REIT 수익

증권의 거래량이 약 260억 싱가포르 달러에 이르는 등 상당히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295)296) 이와 같은 자본시장의 활성화를 통한 경제

부흥에 힘입어 싱가포르정부는 부동산 이외의 다양한 자산(특히 선박, 

비행기, 통신, 기반시설, 천연자원 등과 같이 안정적인 수입이 보장되는 

자산)을 신탁재산으로 하는 신탁의 구성에 열을 올리게 되었고 이러한 

신탁의 활용을 장려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사업신탁법을 제

정하게된 것이다.

293) BTA §94는 법시행일(2004. 10. 12.) 이전에 설립된 사업신탁을 제외하고 

등록된 사업신탁에 대하여는 수탁자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사업

신탁법이 사업신탁에 관한 독자적인 법률임을 강조하고 있다. 
294) J. Koh and H. Liu, "Diversifying and Deepening Singapore’s Capital 

Markets: The Impact of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and Business 

Trusts”, 17 Securities Law 22(2011). 
295) Lee Suet Fern and Linda Esther Foo,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in 

Singapore Recent Legal and Regulatory Developments and the Case for 

Corporatisation”, 22 Singapore Academy of Law Journal 36, 40(2010).  
296) 우리나라의 경우 2014. 3. 현재 롯데쇼핑(주)가 일부 쇼핑몰을 매각하기 위

해 S-REIT를 이용하여 싱가포르 거래소에 상장을 계획하고 있으며 그 규모

는 약 10억 미화 달러가 될 전망이라고 한다. 만약 이번 기업공개가 성공하

는 경우에는 한국 기업으로는 최대 규모의 해외거래소 상장이 된다고 한다.

http://online.wsj.com/news/articles/SB1000142405270230485110457936175033202418

2?mod=WSJASIA_hps_LEFTTopWhat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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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싱가포르 사업신탁의 개념, 장점 및 이용현황

   가. 싱가포르 사업신탁의 개념 

   (1) 싱가포르 사업신탁의 기본구조

   싱가포르 사업신탁의 정의는 미국의 사업신탁과 크게 다르지 않은

데297)298) 구체적으로는 BTA §2299)에서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내용

297) BTA Chapter 31A에서는 입법자료(legislative source key)로서 델라웨어 사

업신탁법(Delaware Statutory Trust Act)을 언급하고 있다. 
298) Norman P. Ho, supra note 292, p. 316
299) BTA §2

“business trust” means —
 (a) a trust that is established in respect of any property and that has the 

following characteristics:

 (i) the purpose or effect, or purported purpose or effect, of the trust is to 

enable the unitholders (whether by acquiring any right, interest, title or 

benefit in the property or any part of the property or otherwise) to 

participate in or receive profits, income or other payments or returns 

arising from the management of the property or management or operation 

of a business;

 (ii) the unitholders of the trust do not have day-to-day control over the 

management of the property, whether or not they have the right to be 

consulted or to give directions in respect of such management;

 (iii) the property subject to the trust is managed as a whole by a trustee or 

by another person on behalf of the trustee;

 (iv) the contributions of the unitholders and the profits or income from which 

payments are to be made to them are pooled; and

 (v) either —
  (A) the units in the trust that are issued are exclusively or primarily 

non-redeemable; or

  (B) the trust invests only in real estate and real estate-related assets 

specified by the Authority in the Code on Collective Inves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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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바탕으로 싱가포르 사업신탁의 기본구조에 관하여 살펴보면, ① 먼저 

수탁자-운영사(trustee-manager)300)는 싱가포르의 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국내 법인으로서 신탁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게 되며 수익권자의 이

익을 위하여 사업을 운영(manage and operate)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그

리고 이러한 수탁자-운영사는 신탁재산을 원소유자인 모회사(sponsor)가 

100 %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소유권 이

전의 대가로 모회사에 대하여 일정 지분의 수익권을 부여하게 되지만, 

수익증권의 상장을 위해 남겨둘 지분이 필요하므로 모회사에 부여되는 

수익권은 전체 지분의 약 30-40% 정도에 그치는 게 일반적이다.301) ② 

한편 수익권자(unitholder)은 신탁재산 내지 신탁사업의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을 배당(distribution)받을 권리를 가지지만, 신탁재산에 대

한 소유권과 일상적인 지배권(day-to-day control)은 가지지 아니하고 사

업신탁법과 신탁증서에서 부여하는 일정한 범위에서의 감독권만 행사할 

Schemes referred to in section 284 of the Securities and Futures Act 

(Cap. 289) and is listed on a securities exchange; or

 (b) a class or description of trust that is declared by the Authority, by notice 

published in the Gazette, to be a business trust for the purposes of this 

Act,

 but does not include the types of trusts specified in the Schedule;
300) 싱가포르 정부는 BTA의 제정 당시 S-REIT와 같이 수탁업무와 운용업무의 

분리할지 여부에 관하여 검토하였는데 양자를 분리하는 방식은 운용계획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집합투자기구에는 적합하지만, 사업의 적극적인 운용

과 경영 판단이 필요한 사업신탁에는 적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체방식을 

채택하였다고 한다. 이에 BTA에서는 사업신탁의 수탁업무와 운용업무를 모

두 수행한다는 의미에서 수탁자-운영사(trustee-manager)라는 명칭을 사용하

였다고 한다. 안성포, 자본조달을 위한 유한책임사업신탁의 설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통일 사업을 위한 유한책임신탁의 활용방안 학술대회 발표자료, 

2014. 4. 24., 6면.
301) 이처럼 모회사가 전체 수익권 중 30-40%의 지분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수탁자-운영사를 해임할 수 있는 요건인 지분비율인 25%를 유지하기 위함이

라고 한다. Raymond Tong and Wern Sern Bin, “Why Singapore business 

trusts are proving popular with Indian sponsors”, Clifford Chance, 20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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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결국 이와 같은 구조적 특성을 분석해 보면 싱가포르 사업신탁

은 보통법상 신탁의 기본 구조와 크게 다르지 않으며, 다만 신탁설정의 

목적이 무엇인지{전자의 경우 이윤추구(profit-making)에 있다면 후자의 

경우 무상(gratuitous)에 있음}에 따라 달라질 뿐이다.302) 이해의 편의를 

위해 싱가포르 사업신탁의 기본구조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2. 싱가포르 사업신탁의 기본구조]

 

  (2) 유사개념과의 비교

   싱가포르 사업신탁과 유사한 기업조직의 형태는 회사와 S-REIT가 있

302) Tang Hang Wu, "The Resurgence of “Uncorporation”: The Business 

Trust in Singapore”, Journal of Business Law 683(2012), p. 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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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사업신탁 회사 S-REIT

적용법률
사업신탁법,

증권선물법

회사법,

증권선물법

집합투자기구규정,

증권선물법

설립 신탁증서
정관 및 

회사설립행위
신탁증서

법인격 없음 있음 없음

자산 유형 제한 없음 제한 없음 부동산

다. 사업신탁을 규율하는 법은 사업신탁법인 반면, 회사의 경우에는 회

사법(Companies Act)이, S-REIT의 경우에는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규정

(Code on Collective Investment Schemes)이 각각 적용되는데, 만약 각 

기업조직이 자금조달을 위하여 수익증권 내지 주식을 거래소에 상장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규제에 관한 법으로서 모두 증권선물법(Securities and 

Futures Act)의 적용을 받게 된다. 이처럼 3개의 기업조직은 적용법률, 

설립방법, 법인격 유무, 자산의 유형 및 보유주체, 기업지배구조, 투자자

의 투자방법, 자기자본비율 및 이익배분, 과세적인 측면 등에서 각기 다

른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2 참조), 사업 운영자

와 투자자들은 각 기업조직 간의 특성을 비교⋅분석하여 자신의 기호와 

목적에 맞는 기업조직을 선택하게 된다. 

[표2. 싱가포르 사업신탁과 다른 기업조직의 비교303)]

303) Genevieve Cua, “Reit or Business Trust?”, Smart money, April 30-May 

1, 2011, p. 30; Hoy Kit Mak et al., “Malaysia Strategy, Special Focus: 

Potential Business Trust Listings”, Asia Pacific Equity Research, J. P. 

Morgan, Oct. 29, 2012.; Joseph T. L. Ooi, Graeme Newell and Tien-Foo 

Sing, “The Growth of REIT Markets in Asia”, 14 Journal of Real Estate 

Literature 203(2006); Tan Siew Ling and Donald Chua, “Closer Look At 

Business Trusts”, CIMB Group, May 22,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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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보유자

수탁자-운영사 회사 독립수탁자

기
업
지
배
구
조

운영자 수탁자-운영사 이사회
독립수탁자 및 

자산운영사

구성

1/2 이상이 운영 및 

사업관계로부터 독립

+ 1/3 이상이 모든 

주주로부터 독립

+ 1/2 이상이 주요 

주주로부터 독립

이사의

1/3 이상이 독립

자산운영사 이사의 

1/3 이상이 독립

해임
수익권자의 3/4 

이상 동의
주주의 1/2
이상 동의

수익권자의 1/2 
이상 동의

감사
위원회

전부 운영 및 

사업관계로부터 독립

+ 1/2 이상이 

주요주주로 부터 독립

3명 이상이 

비집행임원

+ 1/2 이상이 

독립이사

전부 비집행임원

+ 1/2 이상이 

독립이사

투자
방법

수익권 취득 주식 취득 수익권 취득

자기자본
비율

제한 없음 제한 없음 35% 또는 60%

이익
배분

현금흐름(cash profits)
에 따른 배당

회계상 배당가능이익
(distributable profits)
에 따른 배당

현금흐름(cash profits)
에 따른 배당

최저 
배당율

제한 없음 제한 없음 90%

과
세

기업
조직

수탁자 과세 회사 과세
독립수탁자 
과세 없음

투자자 수익자 과세 없음 주주 과세 없음

개인 과세 없음

국내기관 과세 20%

해외기관 과세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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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싱가포르 사업신탁의 장점

   일반적으로 싱가포르 사업신탁은 기업조직의 성질이 강한 미국의 사

업신탁(business trust)과 집합투자기구의 성질이 강한 영국의 단위신탁

(unit trust)을 결합한 투자기구로 평가되고 있다.304) 전문가들은 싱가포르 

사업신탁이 단기간에 성장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로 다음과 같은 장

점을 꼽는다.305) 

   ① 우선 설계의 유연성이다. 사업신탁은 신탁증서에 의하여 설립되며 

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인허가, 감독 등과 같은 별도의 절차를 거칠 필

요가 없고, 사업의 운영에 있어서도 보유자산의 유형, 운영방식, 투자자

에 대한 배당방법 등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아무런 제한이 없다. 특히 배

당에 있어서는 영업활동으로 발생하는 현금흐름(cash flow)을 재원으로 

하여 배당을 할 수 있기 때문에(따라서 회계상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

도 배당이 가능하다) 회계상 배당가능이익(accounting profit)만으로 배당

을 제한하고 있는 회사에 비해 배당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다.306) 

   ② 다음으로 자산유동화기능과 신탁보수라는 부차적 수입창출을 들 

수 있다. 앞서 설명한 싱가포르 사업신탁의 기본구조로 돌아가 보면, 신

탁재산의 원보유자인 모회사는 사업신탁이라는 도구를 이용하여 신탁재

산에 잠재된 가치를 현실화함으로써 안정적인 자금조달을 확보하게 된

다. 한편 수탁자-운영사는 사업운영에 따른 신탁보수(고정보수 및 성공

보수)를 받게 되는데 이러한 신탁보수는 실질적으로 수탁자-운영사에 대

한 10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모회사의 이익으로 귀속되게 되므로 

결국 모회사의 입장에서는 (단순히 자산을 보유하고 있을 때에 비해) 신

탁보수라는 부차적인 수입을 얻게 되는 이점이 있다. 

   ③ 세 번째 장점은 사업에 대한 모회사의 지배 유지를 들 수 있다. 

사업신탁의 수익권자는 배당을 요구할 권리와 수익권자 총회에서의 의결

304) 안성포, 위의 문헌(전게주 300), 28면.
305) Raymond Tong and Wern Sern Bin, supra note 301; Tang Hang Wu, 

supra note 302, pp. 695-696.
306) 이중기, 위의 문헌(전게주 71), 23면.



- 76 -

권을 가지지만 일상적인 지배권(day-to-day control)은 가지지 아니하며, 

특히 수탁자-운영사를 해임하기 위해서는 의결권의 75%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의결권의 25% + 1개 이상의 수익권을 가진 주요 수

익권자(신탁재산의 원소유자인 모회사인 경우가 대부분이다)가 사실상 

사업을 계속 지배할 수 있게 된다.307) 이러한 기업지배구조에 대하여는 

모회사의 지배력을 영구화한다는 비판도 있지만,308) 오히려 당초의 자산

보유자인 모회사의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고 무분별한 소송(frivolous 

suit)으로부터 수탁자-운영사를 보호하여 사업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함으

로써309) 기업지배보다는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중시하는 투자자에게 적합

한 기업조직이 될 수 있다.310) 

   ④ 마지막으로는 세제상 혜택을 들 수 있다. 싱가포르 사업신탁은 주

로 자산유동화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수탁자-운영사와 수익권자에게 모

두 과세를 하는 경우 이중 과세의 우려가 있게 된다. 이에 수탁자-운영

사에 대하여 소득세(income tax)를 부과하는 경우 배당단계에 있어 수익

권자에게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는다. 이러한 세제상 혜택은 수익권자의 

성격, 국적 등과 무관하게 동등하게 적용되게 되므로 해외 자본의 유입

에 상당한 이점으로 작용하게 된다. 

307) 이와 같은 기업지배구조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가족 소유 기업(예를 들어 

홍콩의 청쿵(長江)그룹 리카싱(李嘉誠) 회장, 뉴월드그룹 쳉유퉁(鄭裕彤) 회장 

등)의 자금조달 방법으로 사업신탁이 관심을 끌고 있다고 한다.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3101609315923851
308) David M. Webb, “HPH Trust is No Loss to HK” , webb-site.com, 

January 21, 2011.; J. Kwok, “Business Trusts ‘Have Their Downside’”, 

Straits Times (Singapore), March 18, 2011.
309) Business Trusts Bill, Parliament No.10, Session No.1, Volume 78, Sitting 

No: 3, September 1, 2004[Mr. Tharman Shanmugaratnam: “Removal of the 

trustee-manager may adversely impact the continuity of operations of the 

business trust. The 75% threshold balances the need to guard against the 

frivolous removal of trustee-manager with the need to provide sufficient 

rights to unitholders to remove an inept or poorly functioning trustee 

-manager.”].
310) 이중기, 위의 문헌(전게주 71), 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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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싱가포르 사업신탁의 이용현황

   사업신탁법 제정 초반에는 이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미미한 정도에 

불과하였으나311) 점점 인기에 가속이 붙어 2011. 3. 18.에는 홍콩의 청쿵

(長江) 그룹의 리카싱(李嘉誠) 회장이 조직한 수탁자-운영사인 Hutchison 

Port Holdings Management Pte. Ltd.가 Hutchison Port Holdings Trust의 

수익증권을 상장하여 약 7억 싱가포르 달러의 자금을 모집할 만큼 성장

하기에 이르렀다.312) 싱가포르 거래소에 처음으로 입성한 사업신탁은 

2006. 5. 26.에 상장된 Pacific Shipping Trust313)이며, 이후 그 수가 점진

적으로 증가하여 2014년 4월 현재 싱가포르 금융청(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이하 “MAS”라고 한다)에 등록된 사업신탁은 총 23개이

고 그 중 싱가포르 거래소에서 수익증권이 거래되고 있는 사업신탁은 총 

17개이다(아래 표3 참조). 

   한편 싱가포르 사업신탁이 주로 활용되는 사업분야는, ① 사무용 빌

딩, 호텔, 상가 등을 이용한 부동산 임대업(Ascendas Hospitality Business 

Trust, Ascendas India Trust, CDL Hospitality Business Trust, Croesus 

Retail Trust, Far East Hospitality Business Trust, Indiabulls Properties 

Investment Trust, OUE Hospitality Business Trust, Perennial China Retail 

Trust, Viva Industrial Business Trust), ② 가스, 수도 등 기초 자원을 공

급하는 에너지사업(CitySpring Infrastructure Trust), ③ 항만시설, 발전소, 

통신시설 등을 운영하는 기반시설사업(Hutchison Port Holdings Trust, 

Global Telecommunications Infrastructure Trust, K-Green Trust), ④ 선

박을 이용한 운수업 내지 리스업(First Ship Lease Trust, Greenship Bulk 

Trust, Rickmers Maritime, TOP-NTL Shipping Trust), ⑤ 방송업(Asian 

Pay Television Trust), ⑥ 의료업(Religare Health Trust) 등이 있으며, 이

러한 사업들은 비교적 단순한 기업지배구조 하에서도 사업운영이 가능하

311) Tang Hang Wu, supra note 302, p. 684.
312) Raymond Tong and Wern Sern Bin, supra note 301.
313) 다만 Pacific Shipping Trust는 2012. 3. 8.에 자진으로 상장을 철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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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신탁 등록일 수탁자-운영사 상장 
여부 부록315)

1
Ascendas  

Hospitality Business 
Trust

2012. 7. 11.
Ascendas  Hospitality 
Trust Management 

Pte. Ltd.
O [그림3]

2 Ascendas  
India Trust 2007. 7. 3. Ascendas Property 

Fund Trustee Pte. Ltd. O [그림4]

3 Asian  Pay 
Television Trust 2013. 5. 17.

Macquarie APTT 
Management 
Pte. Limited

O

4 CDL  Hospitality 
Business Trust 2006. 6. 12. M&C Business Trust 

Management Limited O [그림5]

5 CitySpring  
Infrastructure Trust 2007. 1. 8. CitySpring Infrastructure 

Management Pte. Ltd. O [그림6]

6 Croesus  Retail 
Trust 2013. 5. 2. Croesus Retail Asset 

Management Pte. Ltd. O

7
Far  East 

Hospitality Business 
Trust

2012. 8. 13. FEO Hospitality Trust 
Management Pte. Ltd. O [그림7]

8 First Ship Lease 
Trust 2007. 2. 22. FSL Trust Management 

Pte. Ltd. O

9 Forterra Trust 2010. 5. 19. Forterra Real Estate 
Pte. Ltd. O

10
Global  

Telecommunications 
Infrastructure Trust

2012. 6. 10.

Global 
Telecommunications 

Infrastructure 
Management Pte. Ltd.

X

고 장기적⋅안정적인 현금흐름이 보장된다는 공통점이 있다. 

[표3. 싱가포르 사업신탁 등록 현황(2014년 4월 기준)314)]

314) List of Registered Business Trusts는 아래 인터넷 주소에서 검색 가능.

http://www.mas.gov.sg/Regulations-and-Financial-Stability/Regulations-Guidance-a

nd-Licensing/Business-Trusts/List-of-Registered-Business-Trusts.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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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Greenship  
Bulk Trust 2013. 1. 14. Greenship Bulk 

Manager Pte. Ltd. X

12 Greenship  
Gas Trust 2013. 1. 14. Greenship Gas Manager 

Pte. Ltd. X

13 Greenship  
Holdings Trust 2013. 1. 14. Greenship Holdings 

Manager Pte. Ltd. X

14 Hutchison  Port 
Holdings Trust 2011. 2. 25.

Hutchison Port 
Holdings Management 

Pte. Ltd.
O [그림8]

15
Indiabulls  
Properties 

Investment Trust
2008. 5. 27. 

Indiabulls Property 
Management Trustee 

Pte. Ltd.
O

16 K-Green Trust 2010. 5. 27.
Keppel Infrastructure 
Fund Management 

Pte. Ltd.
O [그림9]

17 Netlink Trust 2011. 8. 12. CityNet Infrastructure 
Management Pte. Ltd. X

18 OUE  Hospitality 
Business Trust 2013. 7. 17. OUE Hospitality Trust 

Management Pte. Ltd. O

19 Perennial  China 
Retail Trust 2011. 2. 28.

Perennial China Retail 
Trust Management 

Pte. Ltd.
O

20 Religare 
 Health Trust 2012. 9. 25.

Religare Health Trust 
Trustee Manager 

Pte. Ltd.
O

21 Rickmers Maritime 2007. 3. 30. Rickmers Trust 
Management Pte. Ltd. O

22 TOP-NTL  
Shipping Trust 2012. 5. 4. TOP-NTL Pte. Ltd. X

23 Viva  Industrial 
Business Trust 2013. 10. 25. Viva Asset 

Management Pte. Ltd. O

315) 일부 싱가포르 사업신탁의 구조에 관하여는 부록 그림3-9 참조. Jerry Koh, 

“Business Trusts – A New Legal Vehicle and Asset Class”, Global Islamic 

Finance Forum, September 20,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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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싱가포르 사업신탁법의 주요 내용

   가. 서언

   싱가포르 사업신탁법(BTA)는 총 12개의 장 114개의 규정으로 구성되

어 있으며 하위법규로 사업신탁규칙(Business Trusts Regulations, 이하 

“BTR”이라 한다)을 두고 있다. 사업신탁법의 제1장(Preliminary)은 법

의 명칭과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제10장(Accounts, Audit 

and Disclosure), 제11장(Appeals) 및 제12장(Miscellaneous Provisions)은 

주로 회계, 감사, 공시 등과 같은 절차적인 내용과 MAS 등에 의한 제재

와 그에 대한 불복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본 논문에서는 

위 4개의 장에 대한 검토는 생략하기로 하며, 이하에서는 제2장 내지 제

9장의 주요 내용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제2장 사업신탁의 등록(Registration of Business Trusts) 및 제8장 

등록의 철회와 취소(Deregistration)

   제2장은 사업신탁의 등록(registration)에 관하여, 제8장은 등록의 철회 

와 취소(deregistration)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① 우선 등록에 관하여 

살펴보면 수탁자-운영사가 당해 사업신탁을 MAS에 등록할지 여부는 자

유이지만 수익증권을 상장하기 위해서는 등록이 강제된다.316) 사업신탁

의 등록신청이 있는 경우 MAS는 원칙적으로 이를 거부할 수 없으나,317) 

예외적으로 신청서류가 미비 된 경우, 수탁자-운영사가 자격조건에 위배

된 경우 등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고, 특히 수탁자-운영사가 해산, 청

산 내지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와 국내외적으로 사기 내지 부정행위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보완의 기회를 부여할 필

요 없이 곧바로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318) 한편 등록된 내용에 대하여 

316) BTA §3 (1).
317) BTA §4 (1).
318) BTA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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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14일 내에 그 변경에 관한 상세 내용을 신

고하여야 한다.319)

   ② 한편 등록의 철회 및 취소에 관하여 살펴보면, ㉮ 자진적인 등록

의 철회는 의결권을 가진 수익권자의 3/4 이상이 찬성하고 의결권의 

10% 이상을 보유한 수익권자가 반대하지 않는 경우에 가능하며,320) ㉯ 

등록의 취소는 MAS가 볼 때 수탁자-운영사가 더 이상 등록사업신탁을 

운영(manage and operate)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1개월의 기간

을 두어 이와 관련한 항변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만약 기

간 내에 답변이 없으면 그로부터 3개월 후에 청산인을 선임하여 당해 수

탁자-운영사를 청산하고 등록을 취소하게 된다. 이에 관하여 이의가 있

는 자는 등록이 취소된 때로부터 6년 내에 법원에 등록의 회복을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의 등록회복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등록의 취소

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된다.321)

   다. 제3장 수탁자-운영사(Trustee-Manager)

   제3장은 수탁자-운영사(내지 그 이사회)의 의무, 권한 및 변경(사임⋅
해임)과 수탁자-운영사에 대한 행정감독 및 면책제한 등에 관하여 규정

하고 있다. ① 우선 수탁자-운영사의 의무와 권한에 대하여 살펴보면, 

㉮ 수탁자-운영사는 싱가포르 국적의 회사이어야 하고, 등록사업신탁의 

운영은 당해 수탁자-운영사에 의하여만 이루어져야 하며 수탁자-운영사

는 등록사업신탁의 운영 이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322) ㉯ 수탁자-

운영사의 대표자는 대리인 선임권323)과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정

보와 전문가의 조언 등을 제공받을 권리324) 등을 가지며, ㉰ 법정 의무

(statutory duty)로서 사업신탁법과 신탁증서의 내용에 따라 언제나 선량

319) BTA §5.
320) BTA §51.
321) BTA §52.
322) BTA §6 (1)-(3).
323) BTA §8.
324) BTA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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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합리적인 업무수행을 할 의무, 수익권자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최

우선적으로 고려할 의무, 영업기회이용 금지의무, 신탁의 목적에 맞게 

신탁재산을 운영할 의무, 수익권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의무 및 기타 규칙

에서 열거하는 의무325)를 부담한다.326) 그리고 이러한 법정 의무는 수탁

자-운영사의 이사, 업무수행자 및 대리인에게도 대부분 동일하게 적용되

며 특히 회사법(Companies Act) §157에서 정한 이사 등의 의무보다 우

선적으로 적용된다.327) 

   ② 다음으로 수탁자-운영사의 이사회에 관하여 살펴보면, ㉮ 사업신

탁법은 이사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사의 과반수 이상이 운영 

및 사업관계(management and business relationships)로부터 독립된 자이

어야 하고, 1/3 이상이 모든 주요 주주로부터 독립된 자이어야 하며, 또

한 과반수 이상이 어느 주요 주주로부터 독립된 자일 것을 요건으로 한

다.328)329) ㉯ 나아가 이사회는 내부기관으로서 감사위원회를 두어야 하는

데 감사위원회의 구성원은 3명 이상의 이사로 하되 모든 구성원은 운영 

및 사업관계에서 독립된 자이어야 하고, 의장을 포함한 과반수 이상은 

모든 주요 주주로부터 독립된 자이어야 한다.330) ㉰ 한편 수탁자-운영사

325) BTR §11.
326) BTA §10.
327) BTA §11.
328) BTA §14 (1), BTR §12 (1).
329) 이러한 이사회의 엄격한 구성요건은 MAS가 제정한 상장회사의 기업지배구

조에 관한 규정(Code of Corporate Governance) §2.1 및 §2.3에서 설정하고 

있는 기준(1/3 이상이 독립된 이사일 것)보다 훨씬 강화된 기준이다. 

 Code of Corporate Governance 

 §2.1 There should be a strong and independent element on the Board, with 

independent directors making up at least one-third of the Board. 

 §2.3 An "independent" director is one who has no relationship with the 

company, its related corporations4, its 10% shareholders or its officers that 

could interfere, or be reasonably perceived to interfere, with the exercise of 

the director's independent business judgement with a view to the best 

interests of the company. …
330) BTA §15 (1), BTR §1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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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이사들의 충실의무를 보장하기 위하여 이사의 이해상반행위 등에 관

한 공시의무를 부과 하고 있고,331) 공정한 가격으로 매입하고 다른 수익

권자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수익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제한332)을 두고 있다.

   ③ 한편 수탁자-운영사에 대한 변경에 관하여 살펴보면, 수탁자-운영

사의 변경사유는 사임과 해임이 있을 수 있는데 특히 해임의 경우에는 

의결권을 가진 수익권자의 3/4 이상의 찬성으로만 가능하며,333) 의결권의 

10% 이상을 보유한 수익권자는 해임안건과 직무대행자의 선임안건을 총

회에 상정할 수 있다.334) 수탁자-운영사의 사임⋅해임시의 직무대행자는 

의결권을 가진 수익권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335) 또는 법원336)에 의하

여 선임되며 선임된 직무대행자는 새로운 수탁자-운영사를 선정하기 위

한 업무를 신속하게 추진하여야 한다.337) 

   ④ 마지막으로 수탁자-운영사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담보하기 위한 장

치에 관하여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 우선 MAS는 사업신탁

법의 집행과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수탁자-운영사 또

는 직무대행자에게 서면지시(written direction)를 발령할 수 있고338) 특히 

수탁자-운영사 또는 직무대행자가 법을 위반하였거나 위반할 위험이 있

는 경우 그러한 위반행위를 중지하거나 사임할 것을 명할 수 있다.339) 

㉯ 나아가 수탁자-운영사의 이사 및 감사의 과실, 채무불이행, 의무위반 

등에 대하여 면책하는 내용의 신탁증서상 규정 내지 여하한 계약은 무효

로 함으로써 이사 및 감사 등에 대한 면책금지규정을 두고 있다.340) 

331) BTA §12-13.
332) BTA §16.
333) BTA §20.
334) BTR §15 (1), (3).
335) BTR §15 (6).
336) BTA §21.
337) BTA §22 (1), BTR §17 (1).
338) BTA §26 (1).
339) BTA §26 (2).
340) BTA §2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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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제4장 신탁증서(Trust Deed)

   제4장은 신탁증서(trust deed)의 필수적인 기재내용, 변경, 효력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등록사업신탁의 신탁증서에는 사업의 범위와 수

익권의 구조 및 성질, 사업의 운영에 관한 수탁자-운영사의 권한, 등록 

사업신탁의 기한에 관한 사항, 수익권의 양도에 관한 조건, 수탁자-운영

사에 대한 보수, 자급방법 및 신탁재산으로부터 지급될 수 있는 기타 보

수, 청산에 관한 절차, 기타 MAS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기재하여야 

하는데,341) 신탁증서의 변경은 수익권자의 특별결의가 있거나 사업신탁

법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에서만 가능하다.342) 한편 만약 신

탁증서에 법률상 이행불가능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그 효력이 없지만 사업신탁이 자신의 계약상 책임 등을 면할 목적으로 

이를 원용할 수는 없고,343) 신탁증서상 규정 또는 여하한 계약으로 수탁

자-운영사의 주의의무위반에 대한 책임을 면책하거나 제외하는 경우 이

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344) 

   마. 제5장 수익권자(Unitholders) 

   제5장은 수익권자(unitholder)의 유한책임 및 자산분리, 배당, 수익증

권의 발행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① 수익권자는 등록사업신탁이 

부담하는 채무, 책임, 의무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수익권의 인수대금을 한도로 하여 사업에 관한 유한책임만을 부

담한다. 신탁증서에서 달리 정하였거나 사업신탁의 청산절차가 진행된다

고 하더라도 이러한 유한책임은 번복될 수 없다.345) 나아가 신탁의 자산

분리기능에 따라 수익권자의 채권자 또한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341) BTA §28 (1).
342) BTA §31 (1).
343) BTA §30 (2).
344) BTA §29 (1).
345) BTA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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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여하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므로346) 신탁재산의 독립성 또한 보

장된다. ② 한편 수익권자에 대한 배당은 수탁자-운영사가 결정(수탁자-

운영사의 이사회 결의를 거쳐 최소 2인 이상의 이사가 서명한 서면으로 

결정)하게 되는데347) 배당을 위해서는 모든 수익권자에게 수탁자-운영사

의 배당결정내용, 배당정책, 배당금액 산정방법, 기타 MAS가 요구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면설명서를 제공하여야 하며, 신문에 배당공고를 하고 

일반대중에게도 당해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348) 배당권자를 특정하기 

위한 기준일은 신탁증서에서 정하며 구체적인 이익배당청구권을 가진 수

익권자는 사업신탁에 대한 채권자의 지위에서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

다.349) ③ 마지막으로 수익증권의 발행여부는 의결권을 가진 수익권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하며 수익권자의 의결 없이 수탁자-운영사

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다.350) 이와 같은 요건을 위반하여 발행된 수

익증권은 무효이며 그로 인하여 수탁자-운영사가 손해를 입었다고 하더

라도 신탁재산으로부터 전보 받을 수 없고 만약 수익증권의 무효로 인하

여 제3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수탁자-운영사와 무단발행에 고의가 

있는 이사들은 제3자에게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351)

   바. 제6장 민사책임 및 인수(Civil Liability and Take Overs)

   제6장은 수탁자-운영사의 책임, 소수수익권 강제매수제도, 수익권자

에 의한 대표소송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① 우선 수탁자-운영사의 

책임에 관하여 살펴보면, 수탁자-운영사가 법령에 위반하여 수익권자에

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수익권자는 수탁자-운영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러한 손해배상청구권에는 6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

다.352) 한편 만약 수탁자-운영사가 특정한 수익권자 내지 특정한 사업신

346) BTA §34.
347) BTA §33 (1).
348) BTA §33 (2).
349) BTA §35.
350) BTA §36 (1).
351) BTA §36 (6),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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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의 채권자에게만 불이익을 주거나 불평등한 대우를 한 경우에는 당해 

수익권자 내지 채권자는 법원에 시정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353) 이에 

대하여 법원은 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수탁자-운영사에게 일

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등의 명령을 발령할 수 있다.354)

   ② 다음으로 소수수익권 강제매수제도에 관하여 살펴보면, 수익권 내

지 특정 종류의 수익권 전부가 다른 수탁자 내지 회사에 양도되는데 대

하여 90% 이상의 수익권자 내지 종류수익권자들이 찬성하는 경우 수익

권의 양수인은 이에 반대하는 수익권자들에게 수익권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으며,355) 반대 수익권자들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양도금지명령을 

하지 않는 한 양수인은 양도청구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는 시점, 또는 

반대 수익권자 명부가 반대 수익권자들에게 교부된 때로부터 14일이 경

과한 시점 또는 반대 수익권자들이 법원에 양도금지명령을 신청한 경우 

최종적으로 기각된 때에 당해 수익권을 강제 매수할 수 있다.356) 

   ③ 마지막으로 수익권자에 의한 대표소송에 관하여 살펴보면, 수익권

자는 수탁자-운영사에 대하여 사업운영에 있어 필요한 소제기, 응소 등

을 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만약 수탁자-운영사가 이를 14일 내로 이행

하지 않는 경우 당해 수익권자는 사업신탁 내지 모든 수익자를 대신하여 

대표소송(derivative or representative action)을 수행(소제기, 응소 등)할 

수 있다.357) 이러한 대표소송은 법원의 허가 없이 연기, 중지, 화해, 각하

될 수 없으며 법원은 수탁자-운영사에 대하여 당해 수익권자에게 소송비

용 등의 보상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다.358)

   사. 제7장 등록사업신탁의 청산(Winding Up of Registered Business 

Trust)

352) BTA §40 (1), (2).
353) BTA §41 (1).
354) BTA §41 (2).
355) BTA §40A (1).
356) BTA §40A (6).
357) BTA §42 (1), (2).
358) BTA §43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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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장은 등록사업신탁의 청산(winding up)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① 등록사업신탁의 청산은 신탁증서에 기재한 청산사유의 발생, 수익권

자의 의결 또는 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개시된다. ㉮ 우선 신탁증서에 의

한 청산은 신탁증서에 청산이 개시되는 시점(time), 상황(circumstance) 

또는 사건(event)을 특정하고 만약 그러한 청산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의

결권을 가진 수익권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청산절차가 진행되는 

것을 말하며,359) 수익권자의 의결에 의한 청산은 신탁증서에 기재된 청

산사유가 아니라 하더라도 수익권자 총회에서 특별결의로 당해 사업신탁

을 청산하는 것을 말한다.360) ㉯ 그리고 법원에 의한 청산은 신청에 의

한 청산과 직권에 의한 청산이 있는데, 신청에 의한 청산은 일정한 신청

권자(수탁자-운영사, 수탁자-운영사의 이사, 수익권자, 사업신탁의 채권

자)가 법원에 청산을 신청하고 이에 대하여 법원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

거나 신탁에 대한 강제집행절차가 진행되어 집행이 완전히 만족되지 않

은 채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법원은 청산명령을 발령하는 것을 말한

다.361) 한편 직권에 의한 청산은 사업신탁이 다단계 및 피라미드식 판매 

금지법에 저촉되거나 불법⋅부정한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 법원이 선

임한 검사인이 해산의견을 제출하는 경우에 법원은 직권으로 청산을 명

하는 것을 말한다.362)  

   ② 구체적인 청산절차는 원칙적으로 신탁증서에 기재된 절차에 따라 

진행되며,363) 만약 일정한 신청권자(수탁자-운영사, 수탁자-운영사의 이

사, 수익권자, 사업신탁의 채권자, MAS)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별도의 청산인을 선임하여 법원이 정하

는 절차에 따라 진행할 수 있다.364) 그리고 청산이 종결된 후 분배되지 

않고 남은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official receiver)

359) BTA §44 (1), (3).
360) BTA §45 (1).
361) BTA §46 (1), (2).
362) BTA §46 (3).
363) BTA §47 (1).
364) BTA §4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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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관리하는 사업신탁 청산계좌(business trusts liquidation account)에 이

를 예치하여야 하며 향후 적법한 권리자가 나타나는 경우 위 관리인이 

분배절차를 진행하게 된다.365)

   아. 제9장 운영 및 관리(Management and Administration)

   제9장은 사업신탁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특히 수익권자 총회

와 수익권자 명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① 우선 수익권

자 총회에 관하여 살펴보면, 총회는 연 1회 개최하는 정기총회, 수시로 

개최하는 임시총회 및 의결권의 10% 이상을 보유한 수익권자의 요청에 

따른 특별총회가 있으며,366) 총회의 소집권자는 원칙적으로 수탁자-운영

사이지만 의결권의 10% 이상을 보유한 수익권자 또는 총 수익권자 수의 

5% 이상이 되는 수익권자들 또한 총회를 소집할 수 있고,367) 특별한 경

우 법원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368) 한편 총회의 소집통지는 총회 개

최 2주전에 진행되어야 하며,369) 의결에 있어서는 1수익권 1의결권 원

칙,370) 수익권자의 총회참석권 및 발언권,371) 의결권 위임372) 등 일반적

인 원리가 적용된다. 일반결의의 정족수는 의결권의 과반수 이상이며, 

특별결의의 정족수는 의결권의 3/4 이상이다.373)

   ② 한편 수익권자 명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수탁자-운영사는 수익권

자의 이름, 주소, 보유 수익권의 수, 명부에 기재된 날짜와 탈퇴한 날짜

를 기재한 수익자 명부를 작성하여 항상 비치하여야 하며,374) 만약 명부

에 오류가 있거나 수탁자-운영사가 명부기재를 부당히 거절하는 경우에

365) BTA §49.
366) BTA §53 (1), (3), §54 (1).
367) BTA §55 (1).
368) BTA §61.
369) BTA §55 (2).
370) BTA §58.
371) BTA §59.
372) BTA §60.
373) BTA §63 (1).
374) BTA §69 (1), (2).



- 89 -

는 일정한 신청권자(진정한 권리자, 다른 수익권자, 수탁자-운영사)는 법

원에 수익자 명부의 정정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375) 이에 대해 이유 있

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원은 정정명령을 발령하며 명령발령사실에 관하여

는 법원이 MAS에 통지를 하여야 한다.376)

5.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싱가포르 사업신탁법은 증가하는 국제신탁거래에 

대응하고 아시아의 금융 중심지로 발돋움하기 위한 싱가포르 정부의 제

도적 정비 차원에서 마련된 정책적 입법의 결과물이다. 싱가포르 사업신

탁은 위탁자, 수탁자 및 수익자라는 3면 구도를 가진 전통적인 영미법상 

신탁의 구조와 크게 다른 점이 없지만, 신탁이 사업을 운영(manage and 

operate)하기 위한 도구, 즉 기업조직으로의 활용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

었다는데 그 의의가 있으며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비록 사업신탁에 대하

여 독자적인 법인격을 부여한 것은 아니지만) 투자자(수익권자)의 유한책

임과 조직격리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색이라 할 수 

있다. 이외에도 기업지배구조의 측면에서 보면,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탁자-운영사의 해임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면서도, 수탁자-운

영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각종 민⋅형사상 책임부과 및 면책을 금지하

며 수익권자의 대표소송을 인정하는 등 여러 방면에서의 보완장치를 마

련함으로써 기업경영의 효율성과 투자자 보호의 조화를 도모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나아가 기업회계의 측면에서도 현금흐름을 

기초로 한 배당을 인정함으로써 사채와 유사하게 투자자에 대한 안정적 

수익을 보장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싱가포르의 

입법례가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에 관하여는 본 논문 제3장 제4절의 입

법론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375) BTA §72 (1).
376) BTA §72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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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개정 신탁법에 관한 고찰 및 입법론

1. 서언

   개정 신탁법은 영업에 대한 신탁을 허용하고 이를 기초로 한 증권의 

발행을 허용함으로서 사업신탁에 관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였다고 평가

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신탁법 체계 내에 몇 개의 조문을 도입한 것

만으로는 신탁의 강점인 설계의 유연성을 제대로 보장할 수 없고 제도의 

활용을 위한 명확한 지침을 제공하기에는 부족하다. 이에 본 절에서는 

사업신탁에 관한 우리 법제의 현 위치와 문제점에 관하여 점검하고 향후 

과제로서 입법론에 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다만 입법론과 관련하여 본 

논문에서 주목하는 것은 (현행법의 개정이 아닌) 독자적인 법률인 사업

신탁법을 제정하는 것에 있으므로 최근 실무와 학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신탁법 내지 자본시장법 개정과 관련한 쟁점에 대하여는 필요한 범위에

서만 언급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검토는 생략하기로 한다. 

2. 개정 신탁법상 사업신탁에 관한 규정 및 관련 쟁점

   가. 신탁재산의 범위의 확대

   (1) 신탁재산의 범위 =“특정의 재산”

   개정 신탁법에서는 명시적으로 사업신탁에 관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

는 것은 아니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신탁의 개념을 “신탁을 설정하는 

자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

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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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

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로 

정의하여 신탁재산의 범위를 소극재산까지 포함하는 “특정의 재산”으

로 대폭 확대함으로써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의 유기적 결합체인 영업을 

영위하는 단체(기업조직)로서 운용되는 신탁, 즉 사업신탁의 기반을 마련

하고 있다. 

   (2) 자본시장법과의 충돌

   사업신탁의 허용여부에 관한 문제는 자본시장법에 있다. 자본시장법

은 금융투자업을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방법으

로 행하는 행위로서 … 신탁업에 해당하는 업”으로 정의하고 있고 신탁

업을 “신탁을 영업으로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면서 “신탁”의 정의는 

신탁법 제1조 제2항의 개념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제6조 제1항 및 제8

항, 제9조 제23항). 그런데 동법은 신탁재산의 범위에 관하여 열거주의를 

취하고 있으면서도(제103조 제1항), 2012. 3. 26.자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서는 “영업”을 자본시장법상 신탁재산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지 않고 

있는바, 결국 이와 같은 자본시장법의 내용을 종합하면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행위로서 신탁을 설정

하는 경우에는 사업신탁을 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즉 ① 

이익을 얻을 목적이 없거나(비영리성) ② 비계속적⋅비반복적인 경우(1회

성)에 한하여 사업신탁을 설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개정 신탁법에서 사업신탁을 도입한 취지는 신탁의 유연성과 

수탁자의 전문성을 활용하고 그러한 운용과정에서 수익증권과 신탁사채

의 발행을 통하여 원활한 자금조달을 도모하게 함으로써 신탁이 기업조

직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함에 주목하고자 한 것인바, 이와 같이 

사업운영을 핵심으로 하는 사업신탁의 경우 수탁자의 업무수행이 비영리

적으로 이루어지거나 1회성에 그치는 경우란 상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사업신탁 → 신탁에 관한 영리성 및 계속⋅반복성 → 금융투자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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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적용 → 영업에 대한 신탁금지 → 사업신탁 불허」와 같은 

논리모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법과 사업신탁을 규율하는 법 사

이의 새로운 관계정립이 필요하다. 이 논점에 관하여는 입법론에서 다시 

검토하기로 한다. 

   나. 자기신탁의 허용

   (1) 신탁선언에 의한 자기신탁의 설정 

   구 신탁법에서는 신탁설정의 방법으로 계약과 유언만을 허용하고 있

었으나 개정 신탁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는 신탁선언에 의한 신탁의 

설정, 즉 자기신탁을 허용하고 있다.377) 이는 신탁선언을 이용할 경우 사

업자는 특수목적회사를 설립하거나 채권자를 변경할 필요 없이 스스로 

수탁자가 되어 자산을 그대로 보유⋅운용하면서 이를 유동화 할 수 있다

는 입법취지기 반영된 것378)으로 자산유동화법상 자산보유자의 적격요건

과 자산의 적격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기업의 자금조달 방식을 확대

하는 효과를 가져 오게 된다.379)

   (2) 자익신탁형 자기신탁 허용 여부

   자기신탁과 관련하여 문제되는 쟁점은 자익신탁형 자기신탁의 허용여

부이다. 구 신탁법 제29조를 계수한 개정 신탁법 제36조는 수탁자의 이

익향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다만 수탁자가 공동수익자의 1인인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수탁자의 이익향수금지 

377) 자본시장법 개정안 제74조 제2항에서도 투자자예탁금의 별도예치 방법을 

통한 자기신탁(법문에서는“자기계약”이라고 표현하고 있음)의 설정을 허용

하고 있다. 
378) 임채웅, “신탁선언의 연구”, BFL 제39호,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2010. 

1.. 13면.
379) 오영표, 위의 논문(전게주 30), 1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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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은 수탁자는 신탁재산으로부터 정당한 보수 이외에는 어떠한 신탁의 

이익도 취득할 수 없다는 영미법상 no profit rule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 수탁자의 충실의무를 강화하고 신탁계약의 위반행위를 억제하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고 한다.380) 

   그런데 수탁자의 취득이 금지되는 이익의 범위에는 신탁의 수익권이 

포함된다는 견해가 일반적인데 이와 같이 해석할 경우 자기신탁을 설정

한 수탁자는 그 신탁의 수익자가 될 수 없게 되고 이에 자익신탁형 자기

신탁은 불가능하다는 결론381)에 이르게 된다(다만 개정 신탁법 제38조 

단서에 따라 수탁자가 공동수익자인 경우는 허용되므로 결국 위 규정에 

따라 수익권취득이 금지되는 것은 위탁자가 자신을 단독수익자 겸 단독

수탁자로 정하는 형태의 자기신탁일 것이다). 그러나 신탁의 목적 내지 

사업구조에 따라서는 수탁자가 수익자의 지위에서 수익권을 취득할 필요

가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바람

직한 입법방향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 논점에 관하여도 입법론

에서 다시 언급하기로 한다. 

   다. 자본조달의 기초 마련 

   (1) 수익증권발행신탁

   구 신탁법에서는 수익권을 유가증권으로 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

었고 단지 투자신탁(자본시장법 제189조), 유동화증권(자산유동화법 제32

조), 주택저당증권(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32조) 등과 같이 특별법에 정함

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수익증권의 발행이 허용되었다. 그러나 개정 신

탁법 제78조에서는 신탁행위로 수익권을 표시하는 경우 수익증권을 발행

380) 이중기, “신탁에서의 이익향유금지의 원칙과 이익반환책임 : 상법상 개입

권의 행사가능성을 중심으로”, 홍익법학 제8권 제2호, 홍익대학교 법학연구

소, 2007. 8., 197-199면.
381) 법무부, 위의 책(전게주 6), 302면; 최은순, “자기신탁에 관한 고찰 - 신탁

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안암법학 제32권, 안암법학회, 2010., 2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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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고 이와 같은 수익증권은 유가증권 중 자본증권

과 가장 유사하기 때문에 상법상 주권 및 사채권에 관한 규정을 기본 모델

로 하여 기명 및 무기명 수익증권의 발행, 요식증권, 양도 및 대항요건, 

권리행사방법 등의 법정화(제78조 제4항 및 제5항, 제81조, 제85조), 수익

자명부 및 기준일제도(제79조, 제84조), 수익증권불소지제도(제80조), 수

익증권의 권리추정력과 선의취득(제82조), 수익증권에 대한 질권 설정(제

83조) 등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 이처럼 회사의 자기자본(equity)에 대

응하는 수익권을 유가증권화 함으로써 위탁자의 경우 대규모의 자금을 

손쉽게 융통할 수 있고(자본조달의 편의성), 수탁자의 경우 수익권 관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거래비용의 감소), 수익자의 경우 수익권의 유

통성 증대로 인하여 투자자금의 회수에 편리한 이익을 얻게 된다(수익권

의 유통성 강화와 투자 유인 부여).

   한편 수익증권발행신탁과 관련하여 문제되는 쟁점은 수익증권의 발행

주체를 누구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이다. 자본시장법 개정안 제110조 제1

항 및 제110조의 3 제1항은 수익증권발행신탁의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주

체를 신탁업자 내지 유사신탁업자로 규정하고 있다.382) 즉 수탁자를 발

행주체로 본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수탁자는 자신의 명의로 

수익증권을 발행하면서 실제 수익증권의 가치 평가는 자신의 신용도와는 

별개로 하여야 한다는 것인데 발행 당시에는 신탁재산의 가액을 평가하

여 이를 수익증권의 가격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자본시장법 

개정안 제110조 제9항 내지 제11항383)은 이러한 경우를 염두에 둔 것으

382) 수익증권 발행주체에 관한 신탁법과 자본시장법의 규율에 관한 자세한 내

용은 김은집⋅김용호⋅남재현, “수익증권발행신탁 관련 자본시장법상 제 문

제”, 법조 통권 제59호, 법조협회, 2012. 7. 참조
383) 자본시장법 개정안 제110조 (수익증권) ⑨ 신탁업자가 제1항에 따른 수익증

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총액은 신탁재산 평가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⑩ 제238조제1항 및 제2항은 신탁재산 평가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집

합투자업자”는 “신탁업자로, ”집합투자재산“은 ”신탁재산“으로 본다. 

  ⑪ 신탁업자는 제10항에 따른 신탁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산정하여야 하며, 그 기

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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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보인다), 이후에 시장에서 유통됨에 있어서는 사실상 발행자의 신용

도가 수익증권의 가격형성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이에 관한 다른 나

라의 입법례를 살펴보면 일본의 경우 금융상품거래법에서는 신탁의 형태

(위탁자지시여부, 자익신탁여부 등을 기준으로 분류함)에 따라 수익권의 

발행주체를 위탁자 또는 수탁자로 구성하고 있고, 미국의 경우 사업신탁

에 법인격을 인정하지 않던 시절에도 수익증권의 발행자는 사업신탁 자

체로 보았으며 통일법의 제정 이후에는 사업신탁의 독자적인 법인격이 

인정되므로 당연히 수익증권의 발행자는 사업신탁 자신이 된다. 적극재

산과 소극재산의 유기적 일체인 영업을 신탁재산으로 하는 사업신탁의 

경우 신탁재산에 한정하여 그에 대한 가치만이 화체된 증권을 발행할 필

요(즉 신탁재산 자체의 신용도를 평가할 필요)가 있고 이와 같은 가치평

가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수탁자의 법인격을 차용할 것이 아니라 신

탁재산 자체에 별도의 법인격을 인정하는 것이 법적 명확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본다. 

   (2) 신탁사채

   구 신탁법에서는 신탁의 사채 발행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

아 그 발행이 제한되어 있었는데(유가증권 법정주의), 개정 신탁법 제87

조는 명문으로 신탁재산을 근거로 한 사채 발행을 허용하여 신탁을 이용

한 대규모 자금조달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384) 이는 회사의 타인자본

곤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기준가격의 공고․게시 주기를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384) 신탁사채의 도입여부에 관하여, ① 신탁은 회사법상의 법인과 같이 대규모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가 아니고, ② 법인에 비하여 제도적 기반이 

갖추어지지 않은 신탁제도에서 사채의 발행을 허용할 경우 사채권자의 이익

을 적절히 보호하기 어려우며, ③ 신탁사채가 인정될 경우 신탁채권이 수익

자의 수익채권에 우선한다는 제약을 피하면서, 수익자에게 신탁채권자와 동

일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 도입을 반대

하는 견해가 있었으나, 신탁을 통한 대규모 자금 조달의 필요성과 신신탁법

에서 신탁사채를 도입한 일본의 입법례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이를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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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bt)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신탁사채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① 수익증권

발행신탁일 것, ② 유한책임신탁일 것, ③ 수탁자가 상법상 주식회사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자일 것이라는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제87조 제1항). 그리고 신탁사채의 발행시에는 신탁을 위

하여 발행된다는 점, 신탁을 특정 하는데 필요한 사항 및 신탁재산만으

로 이행책임을 진다는 내용을 사채청약서, 채권 및 사채원부에 기재하여

야 하며(제87조 제2항), 신탁사채발행의 절차와 방법은 상법상 사채의 발

행규정을 준용하되, 다만 사채발행 한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도

록 하였다(제87조 제3항). 이처럼 발행된 신탁사채는 신탁채권의 일종이 

되므로 강제집행절차, 파산절차 등에 있어 수익채권(수익권)에 우선하여 

변제받게 된다(제62조). 

   한편 신탁사채와 관련한 문제되는 쟁점은 앞서 수익증권에서 본 바와 

같이 그 발행주체를 누구로 설정하여야 하는지 문제이다. 개정 신탁법은 

수탁자를 사채의 발행주체로 규정하면서 사채발행의 기초가 되는 신탁을 

특정하고 당해 신탁재산만으로 책임을 진다는 점을 사채청약서 등에 기

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만약 신탁사채의 발행주체를 신탁 자체로 

구성하는 경우(나아가 신탁에 독자적인 법인격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러한 절차적 요건이 생략될 수 있게 되어 거래비용이 절약되고 법률관계

가 더욱 명확해 지는 이점이 있게 된다.  

   라. 유한책임신탁의 도입

   (1) 유한책임의 의미 =“수탁자”의 유한책임

   구 신탁법제에 의하면 수탁자는 자신의 명의로 신탁사무 처리를 처리

하는 것이므로 이와 관련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고유재

산으로도 책임을 져야 했다.385) 그러나 이와 같은 수탁자의 책임은 신탁

하기로 입법하였다고 한다. 법무부, 위의 책(전게주 6), 66면.
385)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다31883,3189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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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이용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게 되었고(경영자에게 사업실패에 대

한 책임을 부담시키는 경우 경영자는 신탁의 운영 과정에서 생기는 위험

에 관하여 위험회피적인 자세를 취하게 되고 이에 공격적이고 진취적인 

사업에 대한 투자기회가 사전적으로 차단되게 된다), 이에 실무에서는 

신탁채무에 대하여 수탁자가 신탁재산에 속한 재산만으로 이행의 책임을 

지는 책임재산한정특약이 많이 체결되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책

임재산한정특약은 개별적인 사안마다 일일이 특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번

거로움이 있고 불법행위 채권자와 같은 비자발적 채권자들에 대하여는 

실효성이 떨어지게 되므로 그 효용성에 의문이 있었다. 이처럼 (책임재

산한정특약에도 불구하고)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신탁재산 사이를 완벽히 

분리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탁의 수익권을 증권화하거나 신탁을 

기업조직의 일 유형으로 발전시키는 데에 한계가 발생하기 때문에 개정 

신탁법 제114조는 수탁자가 신탁재산에 속하는 채무에 대하여 신탁재산

만으로 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신탁을 도입하게 되었다. 

   개정법의 내용을 살펴보면, 수탁자는 신탁채무에 대하여 신탁재산만

으로 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신탁을 설정할 수 있는데 유한책임신탁은 등

기를 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함으로써 공시를 통한 거래의 안

전을 도모하고 있다(제114조 제1항 및 제126조). 나아가 유한책임신탁의 

명칭사용의 제한(제115조), 거래상대방에 대한 명시·교부의무(제116조), 

회계서류 작성의무(제117조), 수탁자의 제3자에 대한 책임(제118조), 고유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금지(제119조), 수익자에 대한 급부제한 및 초과

지급의 전보책임(제120조 및 제121조), 법정 청산절차(제132조 내지 제

139조) 등의 규정을 두고 있는바 이는 상법상 회사에 관한 규정과 유사

한 내용으로써 유한책임신탁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고 유한책임신

탁과 거래하는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이해된다. 

   (2) 독자적인 법인격 내지 법적존재 인정 여부

   유한책임신탁과 관련한 쟁점 중 하나는 유한책임신탁이 독자적인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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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격 내지 법적존재로서 인정되는 것인가라는 것이다. 

   ① 우선 법인격 인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법인성립법정주의386)

를 취하고 있는 민법 제31조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신탁법 등에 권리능

력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이상 유한책임신탁에 대하여 

독자적인 법인격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② 한편 독자적인 법적존재(실체)로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

여 살펴보면, 유한책임신탁은 등기가 효력요건이라는 점, 유한책임신탁

이라는 취지를 특정하기 위하여 독자적인 명칭을 사용하여야 하고 거래

상대방에게 이러한 취지를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

하여 보면 권리능력 없는 재단(비법인재단)과 유사한 조직으로서 법률상 

특수한 사회적 작용을 담당하는 하나의 독립된 존재로 인정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387) 이에 일정한 범위 내에서 등기능력(부동산등기법 제26

조), 소송상 당사자능력(민사소송법 제52조) 등에 관하여는 비법인재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문제는 등기⋅등록이 되지 

않는 재산의 귀속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와 채무부담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비록 비법인재단에 관한 논의기는 하나 이 경우 ㉮ 

재단이라는 실체에 기초하여 비법인재단이 당해 재산을 단독으로 소유하

고 관련 채무도 부담할 수 있다는 견해(재단소유설)와 ㉯ 당해 재산을 

관리인의 개인의 명의로 보유하되 신탁에 관한 법리가 적용된다는 견해

(신탁설)388)가 있으며, ㉰ 우리 판례389)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의 권리주

386) 민법은 권리주체로 자연인과 법인을 두고 있으며, 법인성립법정주의에 따

라 법인은 각기 고유한 근거법률(민법, 상법, 은행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사립학교법, 도서관법,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의하여 설립될 수 

있을 뿐이다. 
387) 비법인재단에 관한 대법원 1964. 6. 2. 선고 63다856 판결 참조.
388) ① 신탁의 의미에 관하여는 신탁설 내에서도 견해가 일치하지 않는다. 우

선 이 때의 신탁에는 신탁법이 유추 적용된다는 시각에 기초하여 설립자를 

위탁자, 대표자를 수탁자, 장래에 탄생할 재단을 수익자로 하는 사익신탁이 

성립한다고 하는 견해와 공익신탁이 성립한다는 견해가 있으며, 이와 달리 

민법상의 명의신탁으로 볼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② 한편 비법인재단의 채

무에 관하여는 재단재산만이 책임재산이 된다고 하는 견해와 재단재산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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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성을 인정하여 재단소유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듯하다.390) 그런데 

이처럼 복잡한 학설상 논의의 타당성 여하를 떠나 기본적으로 드는 의문

은 문제의 원점으로 돌아가 굳이 유한책임신탁(나아가 사업신탁)에 대하

여 독자적인 법인격을 인정해 주지 않을 필요가 있는가 하는 점이다. 위 

①항에서 본 바와 같이 유한책임신탁이 독자적인 법인으로 인정받지 못

하는 이유는 이를 허용하는 법률상 근거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법인은 법기술적인 개념으로 형성된 것으로서 결국 법인의 허용범위와 

이에 대한 규율내용은 입법정책적 문제에 불과하므로,391) 유한책임신탁

(나아가 사업신탁)이 기업조직으로서의 활용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 거래비용의 감소와 법적 안정성⋅명확성 도모하기 위한 입법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보면 유한책임신탁(나아가 사업신탁)에 대하여 독자

적인 법인격을 인정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러한 쟁점은 유한책임

신탁만이 아닌 사업신탁 자체에 대한 법인격 인정 여부와 궤를 같이는 

것이므로 아래 입법론에서 다시 언급하기로 한다. 

   (3) “구성원(출자자)”의 유한책임 관련

   앞서 본 바와 같이 유한책임신탁에서 유한책임의 의미는 “수탁자”

동산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시방법이 없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재단재산이 

책임재산이 되지만 그것으로 부족한 경우에는 2차적으로 대표자의 담보책임

을 인정할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 
389) 대법원 1962. 5. 10. 선고 4294행상102 판결[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

서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을 가질 경우에는 소송상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 그 자체가 권리의무의 주체로 취급된다 할 것이므로 만일 이와 같은 사

단 또는 재단이 본법상 당사자능력이 있으되 사법상 또는 공법상 권리의 주

체가 될 수 없다하면 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을 인정할 아무런 실익이 없는 것

이며 결국 당사자능력 그 자체도 부여될 수 없는 결과가 될 것이다].
390)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김진우, “법인 아닌 재단의 법률관계: 생전처분

의 경우를 중심으로”, 민사법학 제63-1호, 한국민사법학회, 2013. 6., 

171-175면 참조.
391) 송호영, “법정책 관점에서 본 민법상 법인관련규정 개정안”, 법과 정책연

구 제12집 제2호, 한국법정책학회, 2012., 362-36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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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유한책임이라는 의미일 뿐 “구성원(출자자)”의 유한책임을 의미하

는 것은 아니므로, 현재 법제 내에서 과연 유한책임신탁(은 물론 일반적

인 신탁)에 있어 기업조직의 핵심적 특성인 구성원의 유한책임이 인정되

는 것인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구성원의 유한책임은 대외적으로 신

탁의 채권자에 대한 책임과 대내적으로 수탁자에 대한 책임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① 우선 구성원의 신탁의 채권자에 대한 책임에 관하여 살펴보면, 신

탁의 채권자와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상대방은 수탁자이지 위탁자 내지 

수익자가 아니므로 결국 신탁이 도산한다고 하더라도 신탁의 채권자는 

당해 신탁재산 내지 수탁자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만 집행이 가능할 뿐(단 

유한책임신탁인 경우에는 수탁자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집행 불가), 위탁

자 내지 수익자에 대하여 그 채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와 같이 신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위탁자 내지 수익자가 아니라) 수탁자가 대내외적

으로 신탁재산에 관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기 때문에 신탁에 있어서

도 구성원의 유한책임의 법리가 적용되게 된다.392) 그러나 문제는 경우

에 따라서 이러한 유한책임의 법리가 부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수탁자가 신탁재산의 명의인일 뿐 신탁재산의 관리⋅
운용에 대한 재량을 가지고 있지 않고, 위탁자 내지 수익자 등의 지시에 

따라 관리⋅처분 등을 하는 신탁, 이른바 수동신탁의 경우 그 유효성에 

관하여 학설의 대립393)이 있으며 우리 판례는 이처럼 수탁자의 핵심적인 

권한을 제한하는 유형의 신탁은 신탁법의 취지나 신탁의 본질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394) 따라서 이처럼 만약 수동신

탁의 유효성을 부정하는 입장에 서는 경우에는 당해 조직의 실체는 (신

392) 노혁준, “주식회사와 신탁에 관한 비교 고찰 : 재산분리 기능을 중심으

로”, 증권법연구 제14권 제2호, 한국증권법학회, 2013. 642-643면.
393)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위의 책(전게주 6) 13-15면 참조.
394) 대법원 2003. 1. 27.자 2000마2997 결정[위탁자가 수탁자의 신탁재산에 대

한 관리ㆍ처분권을 공동행사하거나 수탁자의 관리ㆍ처분권 행사에 위탁자의 

사전 동의를 얻도록 제한을 가하는 것은 신탁법의 취지나 신탁의 본질에 반

하는 것이므로, 법원은 이러한 내용의 관리방법 변경을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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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이 아니라) 명의대여, 대리, 조합 등으로 간주되어 그에 관한 법리가 

적용될 것이므로 결국 신탁에 있어 구성원의 유한책임원칙은 적용되기 

어렵게 될 것이다.

   나아가 비교법적으로 보더라도 수익자의 상호 결합(association)과 지

배력(ultimate control)을 기준으로 하여 신탁의 구성원에게 무한책임을 

부담시키거나(미국의 메사추세츠 법칙), 아예 신탁의 독자성을 부정하는 

방식으로 무한책임을 부담시키는 사례(미국의 텍사스 법칙 및 캔사스-워

싱턴 법칙)도 있었던 점을 감안하여 보면 결국 신탁의 독자적인 법인격

이 인정되지 않는 현행 법제 하에서는 신탁의 본질이라든지 구체적 타당

성을 도모한다는 목적 하에 신탁의 구성원의 신탁의 채권자에 대한 유한

책임이 배제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문제점

에 대한 해결방안으로는 구성원의 유한책임을 완벽히 실현할 수 있는 방

어벽의 설정, 즉 사업신탁의 법인격 인정여부에 관한 논점으로 연결되게 

되는바 이에 대하여는 후술하는 입법론에서 언급하기로 한다. 

   ② 한편 신탁 내부관계에서 구성원의 수탁자에 대한 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회사를 운영하는 이사와 사이에 위임관계

에 있는 당사자는 회사 자신이기 때문에(상법 제382조 제2항), 이사가 회

사를 위하여 사적으로 비용을 지출하거나 업무수행에 관한 보수를 제대

로 지급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주주가 책임질 가능성은 없

다.395) 그러나 신탁의 경우 수탁자는 신탁행위에 따라 신탁재산을 관리

하는 자에 불과할 뿐 실질적으로 신탁재산의 이익을 취득하는 자는 아니

므로 신탁사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채무도 원칙적으로 신탁재산에 귀속되

게 되고 이에 수탁자에게는 수임인과 마찬가지로 수익자에 대한 비용상

환청구권이 인정되며 그 중 필요비 또는 유익비에 대하여는 우선변제

권396)이 인정된다(개정 신탁법 제46조 및 제48조). 나아가 신탁행위에서 

395) 노혁준, 위의 논문(전게주 392), 647면.
396) 수탁자의 비용상환청구권은 민법상 제3취득자의 비용상환청구권(민법 제

367조)과 마찬가지로 신탁재산 자체의 가치를 보존⋅증가시키는 것이어서 모

든 이해관계인을 위한 공익비의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결국 수탁자의 비용

상환청구권의 우선변제권의 의미는 집행비용 이외의 모든 우선변제권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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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거나 신탁을 영업으로 하는 경우 수탁자는 수익자에게 직접 보수의 

지급을 청구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개정 신탁

법 제47조). 

   그런데 이처럼 수익자가 대내적인 관계에서 수탁자에 대하여 비용상

환의무와 보수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사실상 대외적인 책임에 대하여

도 구성원의 무한책임이 인정되는 것과 다름이 없게 되므로(왜냐하면 이

와 같은 수익자의 수탁자에 대한 책임은 결국 대외적으로 무한책임을 부

담하는 수탁자가 그 비용과 위험을 구성원에게 전가하는 구조를 만들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 개정 신탁법은 수익자

는 ‘수익자가 얻은 이익의 범위 내’에서 비용상환의무와 보수지급의무

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제46조 제4항 및 제47조 제4항), ㉯ 특별

히 수익증권발행신탁의 경우에는 수익자가 원칙적으로 비용상환의무와 

보수지급의무는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제85조 제7항). ㉰ 

한편 우리 판례397)는 수탁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위반하여 신탁비

용을 지출한 경우에는 그 과실로 인하여 확대된 비용에 대하여는 비용상

환청구권을 행사 할 수 없다고 판시함으로써 낮은 수준의 주의의무만을 

기울인 수탁자의 귀책과 수익자의 책임 사이에 형평을 도모하고 있는바 

이러한 법리 또한 수익자의 대내적 책임을 제한하는 원리로 작동하게 된

다. 그러나 ㉮항의 경우에는 수익권 양도 등을 통하여 수익자가 계속 변

경되는 사안에서 당해 의무를 부담하는 ‘수익자’를 누구로 보아야 하

는지의 문제와 ‘얻은 이익’의 의미 내지 범위를 어떻게 해석하여야 하

는지가 불명확하다는 문제가 있고,398) ㉯항의 경우에는 비용 내지 보수

여 우선한다고 해석된다고 한다. 법무부, 위의 책(전게주 6), 409-410면.
397)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다7532, 7549 판결[신탁법 제42조(개정 신탁

법 제46조)…의 취지에 의하면, 수탁자가 신탁의 본지에 따라 신탁사업을 수

행하면서 정당하게 지출하거나 부담한 신탁비용 등에 관하여는 신탁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수탁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위반하여 신탁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는 그 과실로 인하여 확대된 비용은 신탁비용의 지출 

또는 부담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수탁자는 비용상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398) 노혁준, 위의 논문(전게주 392), 64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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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부담여부를 신탁행위로 달리 정할 수 있는데다가 오로지 수익증권발

행신탁에 한하여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법리라고 보

기 어렵다. 또한 ㉰항의 경우에는 사후적으로 발생하는 책임범위를 규율

하는 법리는 될 수 있을지언정 사전적인 억지효과(비용상환의무 내지 보

수지급의무를 부담할 가능성 때문에 투자자가 아예 신탁의 구성원으로 

참여하지 않는 것)는 감쇄하지 못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구성원의 대내

적 책임에 대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앞서 ①항에서 

본 바와 같이 신탁에 대한 법인격 인정여부에 관한 정책적인 검토가 필

요하게 된다. 

3. 입법론
    가. 서언: 개정 신탁법에 따른 사업신탁의 구성 및 한계

   앞서 살펴 본 개정 신탁법상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특정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조직으로서의 사업신탁을 구성해 볼 수 있다. 즉 출자자는 

계약 내지 신탁선언의 방식으로 영업을 신탁함으로써 자신의 고유재산과 

신탁재산을 분리한 후 신탁재산에 대한 지분권(수익권)을 부여받아 당해 

사업의 구성원이 되며, 수탁자는 수익증권과 신탁사채의 발행을 통하여 

대중으로 부터 사업자금을 조달하여 사업을 관리⋅운영하면서 유한책임

신탁의 취지를 등기하여 당해 신탁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부담하

는 이익을 누리게 되고, 사업이 종료하는 경우 신탁의 청산절차를 통해 

다수 당사자의 이해관계를 조정함으로써 도산절차에서의 법적 명확성을 

도모할 수 있다. 

   그런데 이처럼 신탁법상 제반 규정을 융화하여 탄생하는 사업신탁의 

내용을 보면 기존에 활용되던 일반적인 신탁과는 상당한 이질감이 있는 

반면 오히려 회사와 같은 공동기업과 닮아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된다. 이

처럼 신탁이 단순히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계약관계에 불과하고 수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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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신탁재산을 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관리⋅처분 등을 하여야 하는 

채권적 구속을 받을 뿐이라고 하는 기존의 사고방식399)으로는 사업의 영

위와 이익의 창출이라는 목적을 가진 사업신탁의 핵심을 설명하기 어려

우므로(주식회사의 주주가 주식을 보유하는 것이 회사의 임원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것과 같은 맥락일 것이다), 법제도적

⋅정책적 관점에서 볼 때 사업신탁의 경우에는 계약법에 기초를 두고 있

는 기존의 신탁법리에서 벗어나 회사법과 같은 기업조직법적인 패러다임

을 적용함이 자연스러운 귀결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우리 신탁법은 일반적인 민사신탁을 규율하는 규정들과 기업조직에 

해당하는 사업신탁을 규율하는 규정들을 하나의 법률에 묶어 둠으로써 

사업신탁의 독자성과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근본적

으로는 기업조직의 핵심적 특성인 재산분리기능을 완벽히 작동하게 할 

수 있는 기틀을 제공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인식 하에 

이하에서는 사업신탁의 활성화를 위한 입법론에 관하여 순차적으로 살펴

보기로 한다. 

   나. 독자적인 법제정의 필요성

   (1) 신탁법 v. 사업신탁법

   개정 신탁법은 사업신탁의 기업조직적 특성을 반영하여 여러 가지 새

로운 제도(신탁재산의 범위확대, 신탁선언, 수익증권발행신탁, 신탁사채, 

유한책임신탁 등)를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신탁이 당

사자 사이의 계약이라는 기존의 관념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며 이에 일

반적인 민사신탁에 관한 법리를 담은 규정들이 공존하고 있는바(예를 들

어 수탁자의 비용상환청구권과 보수청구권 등), 이처럼 계약법리가 적용

되는 민사신탁과 기업조직법리가 적용되는 사업신탁을 하나의 법제 하에 

규율하는 것은 법체계상으로 부적합할 뿐만 아니라 법해석론상으로도 혼

399) 신탁의 법적성질에 관한 다수설과 판례의 견해인 채권설의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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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의 여지만 가중하게 된다(민법과 상법이 하나의 법률로 통합되어 있는 

경우를 상상해 보면 될 것이다). 이러한 입법적 문제점은 공동기업의 특

수성을 지닌 사업신탁의 독자성을 간과한 것으로서 그 활용가능성을 저

해할 뿐만 아니라, 역으로는 기초적인 민사법으로서의 신탁법의 제정취

지를 무시하는 입법방향이 될 수 있다.400) 

   그렇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사업신탁을 규율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 

이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해답은 사업신탁만의 독

자적인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업신탁이 활

성화된 미국의 경우 일찍이 판례법을 통하여 사업신탁만의 독자적인 법

리를 정립하여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사 개념과의 혼동으로 인하

여 법적 규율의 불확실성이 발생하게 되자 최근에는 아예 보통법상 신탁

에 관한 법률(UTC)과는 별개의 사업신탁만의 독자적인 법률(USTEA)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한편 정책적으로 사업신탁의 이용을 장려하고 있

는 싱가포르의 경우에도 사업신탁의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신탁의 기본법인 수탁자법(TA)과는 별도로 사업신탁법(BTA)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바 이 또한 참고해 볼 만한 입법이다. 

   흔히 어떠한 제도에 대한 선택은 그 제도에 관한 정보의 부족 내지 

제도적 미비 등에서 오는 불안(비용)과 이를 취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용(이익) 사이에 저울질을 함으로써 전자가 후자를 초과하지 않는 경

우에 한하여 가능한 것이라고 한다.401)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사업신탁

의 활성화를 위한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사업신탁의 법률관계를 단

400) 2006년에 신탁법을 전면 개정한 일본의 경우도 당해 개정내용(우리와 마찬

가지로 신신탁법 내에 신탁선언, 수익증권발행신탁, 한정책임신탁 등과 같은 

사업신탁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이 상사신탁에 편중되어 있어 신탁법 제

정 당시의 입법정신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다. 또한 신탁의 다

양화를 위해서는 기존의 신탁법을 개정할 것이 아니라 조만간 상사신탁에 관

한 독자적인 입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자세한 내용은 中野正
俊, “改正信託法評論”, 亞細亞法學 第41卷 第2号, 亜細亜大学法学研究所, 

2007. 1. 참조.
401) Harry G. Henn and John R. Alexander, supra note 96, p.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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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하게 설명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중요한 것으로 보이며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사업신탁만을 위한 독자적 입법의 필요성을 진지하게 논의

해 보아야 할 것이다. 

   (2) 자본시장법 v. 사업신탁법 

   연혁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에서의 신탁은 (재산관리⋅운용의 수단이 

아닌) 주로 재산증식의 수단, 즉 금융 목적의 금전신탁 내지 재산신탁으

로 이용되어 왔다.402) 이에 신탁업무는 은행업무와 유사한 분야로 취급

되어 계속적⋅반복적으로 신탁업무를 수행하는 신탁업자에 대해서는 은

행과 유사하게 엄격한 행정감독과 통제가 이루어져 왔으며 이러한 행정

규제는 신탁업법을 거쳐 현재 자본시장법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그

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업신탁의 기업조직적 특성을 고려하면 수탁자

가 신탁업무를 비영리로 하거나 1회적으로 수행하는 경우란 상정하기 어

려우므로 결국 「사업신탁 → 신탁에 관한 영리성 및 계속⋅반복성 → 

금융투자업 → 자본시장법 적용 → 영업에 대한 신탁금지 → 사업신탁 

불허」와 같은 논리모순에 빠지게 된다. 이러한 논리모순을 왜 발생하는 

것일까? 이는 자본시장법이 투자자 보호라는 기능적 규제에 치우쳐 당해 

행위를 수행하는 업자의 성질과 수행하는 업무의 개별적 특성을 간과한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즉 종래 우리나라에서는 신탁이 단순히 

자금조달의 도구 내지 금융업의 일부분으로 여겨져 왔기 때문에 “신탁

업자 = 금융업자”라는 인식이 정형화되었고 이에 신탁업자가 하는 업무

는 “금융투자상품을 판매⋅중개하는 업무”로 한정되는 것으로 판단한 

나머지 신탁업자가 수행하는 업(業)의 범위403)가 부당히 축소되어 버렸기 

402) 김병연⋅서정호, 개정 신탁법(안)이 은행 신탁영업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

점, 한국금융연구원, 2011., 10면; 손상호, “은행신탁제도 발전방향”, 정책조

사보고서 제2000권 4호, 한국금융연구원, 2000, 5면.
403) 구 신탁업법에서는 신탁회사가 수행하는 기본적인 업무(제9조)와 부수적인 

업무(제13조)를 상당히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자본시장법은 이러한 

점을 간과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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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다.404)405) 그러나 앞서 본바와 같이 신탁은 운용기능, 재산분리기

구 신탁업법 제9조 (업무의 범위) ① 신탁회사는 이 법과 기타 관계 법률의 범

위 내에서 신탁의 인수 및 신탁재산의 관리·운용·처분에 관한 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구 신탁업법 제13조 (부수업무) ① 신탁회사는 신탁업에 부수하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1. 보호예수

2. 채무의 보증

3. 부동산매매의 중개

4. 금전 또는 부동산대차의 중개

5. 공채, 사채 또는 주식의 모집, 그 불입금의 수입 또는 그 원리금, 배당금 지

급의 취급

6. 재산에 관한 유언의 집행

7. 회계의 검사

8. 다음 사항에 관한 대리사무

가. 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 또는 대차

나. 재산의 정리 또는 청산

다. 채권의 추심

라. 채무의 이행

마. 보험

9. 그 밖에 신탁업과 관련이 있고 신탁회사의 고유업무의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

지 아니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② 금융위원회는 채무의 보증에 관하여 필요한 제한을 둘 수 있다.  
404) 신탁목적을 기준으로 신탁을 분류하여 보면, ① 자산운용의 전문가인 신탁

업자에게 보유자산의 운용을 맡기는 신탁(자산운용형신탁), ② 신탁업자는 위

탁자의 지시에 따라 단순히 신탁재산의 보관·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신탁(자

산관리형신탁), ③ 위탁자가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보유자산을 유동화하는 신

탁(자산유동화형신탁) 등이 있을 수 있는데 이처럼 다양한 신탁관계가 있음

에도 불구하고 자본시장법은 신탁업자가 하는 일은 모두 금융투자업으로 포

섭해 버리는 문제가 있다고 한다. 안성포, “신탁산업과 금융투자업의 교

착”, 법학논총 제31권 제2호,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8., 155-156면.
405) 실제로도 신탁업을 금융투자업의 하위개념으로 설정한 입법례는 찾기 어렵

다고 한다. 손상호, “자본시장통합법(안)의 가능성과 한계”, 주간 금융 브리

프 제15권 제24호, 한국금융연구원, 2006., p.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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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 전환기능, 도산격리기능 등을 바탕으로 하여 다양한 유형으로 설계

될 수 있고 특히 개정 신탁법이 사업신탁을 도입한 입법취지가 이와 같

은 설계의 유연성을 바탕으로 하여 신탁이 회사와 같은 공동기업으로서 

활용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고자 함에 있으므로, 어떠한 방향으로

든 현행 자본시장법에 대한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

여는 세 가지 입법방향을 생각해 볼 수 있다. ① 신탁업을 아예 자본시

장법의 규율대상에서 제외해 버리는 방법, ② 자본시장법의 체계를 그대

로 두고 신탁업자에게 사업신탁을 전면 허용하는 방법 및 ③ 신탁업자 

및 신탁의 유형을 분리하여 당해 신탁업자가 금융기관이거나 금융업무

(금융투자상품을 판매⋅중개하는 업무)를 신탁업무로 하는 자에 한하여 

자본시장법과 같은 행정규제법을 적용하고 나머지 유형의 신탁업자에게

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 방법이 바로 그것이다. 

   그런데 우선 ①항의 경우에는 신탁업자가 행하는 업무의 성질이 사실

상 금융업무인 경우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즉 어떤 신탁업자가 수행

하는 업무가 “금융투자상품을 판매⋅중개하는 업무”인 경우에는 이는 

기본적으로 투자자를 보호해야 하는 영역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결국 

이와 같은 업무를 하는 신탁업자는 금융기관과 다름없기 때문에 경영에 

대한 신뢰성과 건전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따라서 금융업무를 수행하는 

신탁업자에 대해서는 (은행과 마찬가지로) 진입, 지배구조, 재무건전성, 

영업행위 등에 대한 규제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이러한 결론은 자본시

장법의 제정 목적인 기능별 규제와 궤를 같이 하게 된다). 

   한편 ②항의 경우에는 신탁업자가 금융기관인 경우에 문제가 있다. 

즉 신탁업자가 금융기관인 경우 일반적으로 신탁된 사업에 관한 전문성

이 없기 때문에 사업의 운용⋅관리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게 되고 

이에 경영전략에 있어 보수적인 자세만을 취하거나 아예 제3자에게 자동

적으로 재위탁을 하게 되어 당초에 설정된 신탁의 의미가 형해화되는 경

우가 다분하게 된다. 또한 금융기관인 신탁업자가 제조업 등과 같은 영

업의 수탁자가 되는 경우에는 결국 금융기관이 산업자본을 지배하는 결

과를 초래하게 되므로(예를 들어 은행이 자기신탁을 한 후 자기신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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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재산에 제조업 등을 영입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에 의한 산업자본의 

지배가 일어나게 된다), 이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금융지주회사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은행

법」 등에서 금지하고 있는 금산분리(金産分離)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

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제반 문제점을 고려해 보면 ②항의 입법방향도 

채택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406)

   그렇다면 ③항은 어떠한가? ③항의 입법 방향은 금융기관과 금융업무

를 제외한 나머지 영역을 자본시장법에서 분리하여 독자적인 규율을 하

자는 취지로서, ㉮ 우선 당해 신탁업자가 은행 등과 같은 금융기관인 경

우에는 다른 신탁업자와의 구별이 쉬울 것이지만 ㉯ 만약 금융기관이 아

닌 신탁업자가 금융업무(금융투자상품을 판매⋅중개하는 업무)를 수행하

는 경우에는 금융업무와 비금융업무를 어떻게 구별할 것인지가 문제될 

수 있다. 이는 신탁업자가 영위하는 “업(業)”의 의미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관한 쟁점과 연결되는바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주목할 만

한 부분이 있다. 우리 판례407)는 구 증권거래법상 증권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증권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는 영리의 목적과 동종의 행위를 반복하는지 여부 외에 위 영업형태에 

따라 증권발행 여부, 판매단에 참가하거나 증권인수 여부, 주문에 응하

기 위하여 증권의 재고를 유지하는지 여부, 상대방의 청약을 유인하는지 

여부, 스스로 매매업자나 시장조성자로 광고하는지 여부, 부수적으로 투

자자문을 제공하는지 여부, 타인의 돈이나 증권을 취급하거나 타인을 위

하여 증권거래를 수행하는지 여부, 지속적인 고객을 확보하는지 여부, 

타인을 위하여 거래에 참가하는지 여부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

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여, 어떠한 업무가 증권을 취급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업무의 수행이 증권거래법의 적용을 

받는 증권업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영업성의 징표(영리 목적 

406) 성희활, “신탁법과 자본시장법의 바람직한 관계 설정에 대한 연구”, 비교

사법 제20권 제3호, 한국비교사법학회, 2013. 8., 644-645면.
407)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0도357 판결;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도

13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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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반복성) 이외에도 증권의 발행⋅판매⋅인수 여부, 적극적으로 

청약을 유인하는 등의 광고 여부, 투자와 관련한 자문제공 여부, 타인을 

위한 거래참가 여부, 고객확보를 위한 노력 여부 등의 추가적인 사정(대

고객성)이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408) 결국 이와 같은 판단은 업자에 대한 

행정규제법 적용의 필요성(투자자 보호 및 거래의 공정성⋅건전성 확보)

이라는 견지에서 단순히 “영리 목적 + 계속⋅반복성”만이 아니라 “광

고, 자문, 용역, 마케팅 등과 같이 투자자를 고객으로 하는 어떠한 서비

스 행위”409)를 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행정규제법이 적용되는“업”의 

범위를 판단하자는 취지로 이해되며, 앞서 본 바와 같이 현행 자본시장

법이 예정하는 신탁“업”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과잉규제의 문제를 

초래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정책적으로 타당한 판단이라고 생각

된다. 따라서 이와 같이 금융기관인 신탁업자와 금융업무를 수행하는 신

탁업자가 나머지 신탁업자와 분별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는 

경우라면 ③항의 입법 방향이야 말로 사업신탁의 활성화라는 개정 신탁

법의 목적과 투자자 보호라는 자본시장법의 행정규제적 목적을 적절히 

융화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덧붙여 실제로 일본의 입법례를 

보면 금융기관이 신탁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신탁업법이 아닌 「금융

기관의 신탁업무의 겸영 등에 관한 법률」410)상 행정규제를 받게 되고

408) 대법원의 이와 같은 판단은 미국의 증권거래소법(Securities Exchange Act 

of 1934)상 증권업자의 범위에 대한 증권거래위원회와 연방법원의 해석기준

을 차용한 것이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성희활, 위의 논문(전게주 406), 

650-652면.
409) 우리나라의 증권거래법에 대응하는 일본의 「금융상품거래법」의 본래 명

칭이 「투자서비스법」이었다는 점을 음미해 볼만 하다.
410) 일본의 「금융기관의 신탁업무의 겸영 등에 관한 법률」은 ① 은행 그 밖

의 금융기관이 신탁업, 신탁계약대리업, 신탁수익권매매업, 재산의 관리, 재

산에 관한 유언의 집행, 회계의 검사, 재산의 취득, 처분 또는 대차에 관한 

대리 및 중개, 재산의 관리 등에 관한 대리사무 등을 수행하는 경우 적용되

는 법률로서(제1조), ② 일정한 범위 내에서 신탁업법과 금융상품거래법상 규

정을 준용하고 있고(제2조, 제3조 및 제12조의 4), ③ 당해 금융기관은 감독

기관에 대하여 신탁업무 보고의무, 업무의 개시, 폐지, 합병 등에 관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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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신탁업자가 금융기관인 ㉮항의 경우를 규율하는 법률에 해당한다), 

만약 신탁업자가 금융상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금융상품거래법」411)상 

행정규제를 받게 되며(이는 신탁업자가 금융 업무를 수행하는 ㉯항의 경

우를 규율하는 법률에 해당한다), 다만 이러한 행정규제법 이외에도 신

탁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별도의 신탁업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

는데, 이러한 입법체계는 ③항의 입법 방향에 대하여 상당한 시사점을 

제공해 주고 있다. 

   그런데 이처럼 ③항의 입법 방향이 긍정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자본

시장법을 적용받지 않는 신탁업자, 즉 “금융기관도 아니고 금융업무를 

수행하지도 않으면서 신탁을 영업으로 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투자자

를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에 관한 문제가 남게 된다. ㉮ 우선 신탁재산의 

관리 및 운영이 신탁의 목적이 되는 사업신탁의 경우에는 이러한 신탁을 

계속⋅반복적으로 설정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기업의 영업활동의 일환으

로 이루어지는 것일 뿐, 금융투자상품의 판매와 같은 대고객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므로 자본시장법이 적용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나아

가 신탁재산을 출연하는 위탁자를 투자자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경

우 위탁자의 보호는 수탁자 사이의 체결되는 계약과 민사 법리로 해결할 

영역이지 행정규제법인 자본시장법으로 규율할 영역이 아니다. ㉯ 다만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투자자를 모집하는 사업신탁의 경우에는 행정규제

법적 영역에서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이 대두될 수 있다. 그런데 투자자

에 대한 보호 장치는 업자 자체에 대한 규제로서도 달성할 수 있지만 증

의무 등을 이행하여야 하며(제7조 및 제8조), ④ 만약 법에서 정한 의무를 위

반한 경우 업무정지, 인가취소 등의 제제(제9조 및 10조)와 형사 처벌(제16조 

내지 제24조)을 받게 된다. 
411) 일본의 「금융상품거래법」은 우리나라의 자본시장법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경제적 기능을 갖는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동일한 규제를 가하는 기능별 횡단

식 규제체제를 확립함으로써 투자자보호와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

로 제정된 법률이다. 이에 동법은 유가증권 및 파생상품의 거래에 있어 판매

권유규제, 투자운용규제, 공시규제, 업자규제 등의 행정적 규제를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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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의 발행 행위에 대한 규제로서도 가능한바, 회사법에서 주식회사의 설

립에 대한 각종 규제는 완화하면서도 주식 내지 사채와 같은 증권의 발

행에 대하여는 엄격한 절차를 취하도록 하고 있는 것처럼 반드시 업자에 

대한 규제가 아니더라도 증권의 발행 행위에 대한 규제로서도 투자자의 

보호는 가능할 수 있다.412) 아울러 만약 당해 신탁업자의 행위가 단순한 

증권의 발행행위를 넘어 대고객적 차원에서 금융투자상품을 판매⋅중개

하는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원점으로 돌아가 당해 신탁업자를 금융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투자업자로 보아 자본시장법을 적용하면 될 것이고 

나아가 꼭 신탁업자를 규제하지 않더라도 수익증권 내지 신탁사채의 인

수와 중개를 다른 금융투자업자가 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금융투자업

자에 대한 규제로서도 투자자 보호라는 소정의 목적은 달성할 수 있다. 

   (3) 소결론

   이상과 같이 사업신탁에 관한 법적규율은 한편으로는 전통적인 계약

법리가 적용되는 민사신탁과는 구별되는 영역이어야 하며, 다른 한편으

로는 사업신탁의 상사성 측면을 다루는 법률과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행

정규제 측면을 다루는 법률 또한 제도적으로 구별되어야 한다. 이에 전

자의 경우는 신탁법과 분리된 독자적인 사업신탁법을 제정하는 방향으

로, 후자의 경우는 자본시장법의 업자규제에서 사업신탁을 제외하는 방

향으로 입법 방침을 설정하여야 할 것이다(이러한 취지를 간단히 정리하

면 아래 표4와 같다). 이러한 견지에서 이하의 논의에서는 사업신탁에 

관한 독자적인 입법을 마련한다는 전제하에 어떠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412) 성희활, 위의 논문(전게주 406), 64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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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신탁재산

범위
영업성의 판단 입법론 일본의 경우

일반신탁 영업 X
영리 목적 

+ 계속⋅반복성
신탁법

신탁법/

신탁업법

사업신탁 영업 O
영리 목적 

+ 계속⋅반복성
사업신탁법

신탁법/

신탁업법

금융기관이 
수행하는 신탁

영업 X

영리 목적 

+ 계속⋅반복성

+ α (대고객성)

자본시장법

금융기관의 신탁업
무의 겸영 등에 관
한 법률

금융업무가 
신탁사무인 

신탁
금융상품거래법

[표4. 신탁법 v. 사업신탁법 v. 자본시장법]

   다. 사업신탁에 대한 법인격 인정 여부

   (1) 신탁의 재산분리기능 내지 도산격리기능의 한계

   일반적으로 언급되는 신탁의 주요한 특징에는 재산분리기능 내지 도

산격리기능이 있다. 즉 신탁재산은 위탁자 및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분리

된 독립적인 지위에 있게 되고 이에 위탁자, 수탁자 및 신탁재산은 각각

의 도산상황에 있어 상호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

은 신탁의 기능은 때로는 완벽하게 작동하지 않는다. ① 우선 기존의 신

탁법리에 의하면 ㉮ 수탁자는 자신의 명의로 신탁사무를 처리하는 것이

므로 (책임제한특약이 있거나 유한책임신탁이 아닌 한) 거래상대방인 제

3자에 대하여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도 책임을 져야 한다. 이 경우 수탁

자에 대한 재산분리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경우에 따라서는 신탁의 구성원이 신탁의 채권자에 대하여 대

외적인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대내적인 관계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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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수익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비용상환의무와 보수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사실상 구성원의 유한책임이 배제된다. 

   ② 한편 이와 같은 미비점은 당사자 사이의 계약으로서 어느 정도 보

완할 수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상당한 거래비용이 발생하게 된다.413) 예

를 들어 ㉮ 책임제한특약과 같이 계약을 통해 수탁자 내지 구성원의 유

한책임을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이 경우 기업조직의 모든 채권자들과 건

별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고, ㉯ 또한 유한책임신탁과 같

은 제도를 이용하여 수탁자의 책임을 제한하더라도 이 경우에는 신탁의 

채권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는 책임재산의 감소와 다름이 없는 것이므로 

상대적으로 거래를 억지하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 한편 수익자의 

경우에는 수탁자와 사이에 대한 대내적 책임을 배제하는 계약의 체결을 

모색해 볼 수 있지만 사실상 이러한 계약조건을 수용할 수탁자(특히 유

능한 수탁자)를 찾기는 어려울 것이며, ㉱ 무엇보다도 불법행위책임의 

경우에는 사전적으로 이러한 계약조차 체결할 수 없어 앞서 나타난 문제

점들을 피할 수 없다는 맹점이 있다. 

   (2) 법인격의 필요성

   앞서 본 신탁의 재산분리기능 내지 도산격리기능의 한계를 효과적으

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구성원의 유한책임을 완벽히 실현할 수 있는 

방어벽(entity shield)의 설정, 즉 사업신탁에 법인격을 인정하는 것이다. 

혹자는 전통적으로 신탁은 계약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에 그 법적성질이 

채권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신탁의 일 유형인) 사업신탁에 대하여 법인

격을 인정하는 것은 본질적⋅개념 내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논지를 세울 

수도 있다. 그러나 어떠한 단체에 법인격을 인정할지 여부는 입법정책적

인 문제414)에 불과한 것이며 그러한 정책적 검토과정에서는 법인격의 허

413) Henry Hansmann and Reinier Kraakman, supra note 209, pp. 428-432.
414) 예를 들어 같은 대륙법계에 속하는 독일 상법에서는 합명회사(oHG)나 합자

회사(KG)는 법인으로 인정되지 않고 조합의 일종으로 다루어지는데 반해, 우

리 상법에서 합명회사와 합자회사는 법인으로 인정되고 있다. 또한 비영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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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에 따라 어떠한 이해상충이 발생하게 되고 이에 대하여 법률이 어떠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는가에 대하여 논의가 필요한 것이지 당해 단

체의 기원이 어디에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본다.415) 따라서 단

순한 계약관계를 넘어 기업조직의 실질을 가지고 있는 사업신탁의 경우

에는 계약법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기업조직법적 패러다임을 적용하여

야 할 필요가 있고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사업신탁에 법인격을 인정여부

에 관한 정책적 논의가 필요하게 된다. 이에 남는 문제는 사업신탁에 법

인격을 인정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와 그로 인한 문제점 사이의 비교형량

에 있게 된다. 

   ① 먼저 법인격의 필요성에 관하여 살펴보면, ㉮ 신탁의 구성원으로

부터 분리된 법인격은 기업조직의 핵심적 특성인 재산분리기능을 효율적

으로 달성하게 하는 기능적 수단이 된다. 즉 위탁자, 수탁자 및 수익자

로부터 독립한 제3의 인격이 사업재산을 소유하고 권리⋅의무관계의 귀

속 주체가 되는 경우에는 대내외적으로 신탁의 구성원이 사업위험을 부

담할 여지가 없게 되고 이에 구성원의 무한책임의 문제점은 간단히 해결

된다(다만 법인격 부인론이나 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과 유사한 법리

로 유한책임을 제한하는 경우가 생길 수는 있다). ㉯ 또한 법인격이 인

정될 경우 신탁에 관한 법률관계가 간명해 진다. 즉 사업신탁 자체가 권

리⋅의무의 귀속 주체가 되는 경우에는 신탁의 법률관계가 수탁자의 고

유의 것과 명확히 구별되므로(특히 자기신탁을 설정하는 경우 이러한 장

점이 더욱 부각될 것이다), 이에 기본적으로 당해 거래의 주체를 누구로 

할지에 관한 문제가 해결되고(예를 들어 인적⋅물적 조직의 유기적 일체

단법인의 설립에 있어서도 독일은 준칙주의를 취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 민

법은 허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바 이처럼 법인의 인정범위와 설립방법에 관

하여는 입법정책적인 영역에 불과하다. 
415) 이와 관련하여 신탁의 유형을 “재산처분형”, “계약형” 및 “제도형”

이라는 3가지 모델로 구분하고 그 중 “제도형”의 경우에는 신탁에 의하여 

하나의 제도가 만들어 지는 형태로서 기능적으로는 법인의 설립과 유사하다

는 의견을 제시한 일본의 能見善久 교수의 견해를 참고해 볼 만 하다. 자세

한 내용은 본 논문 제2장 제3절 3.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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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영업을 신탁함에 있어서는 소극재산에 대한 채무승계의 문제와 인적

조직인 근로자의 고용승계의 문제 등이 대두될 수 있는데 수탁자가 이러

한 채무부담행위를 적극적으로 감내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사전적으로 사업신탁의 설정이 좌절될 우려가 있게 되

는데 만약 제3의 인격이 수탁자를 대신하여 이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수

탁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수익증권과 신탁사채의 발행인을 누구로 할지에 관한 문제

가 해결되며, 증권의 가치평가에 있어서도 (수탁자의 신용과 분리하여) 

당해 사업신탁에 한정한 평가가 가능하게 됨으로써 자본조달의 효용성이 

제고된다. 이처럼 사업신탁의 법인격은 법적 주체의 불명확성에서 비롯

되는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게 되고 이에 법적 안정성과 명확성을 도모함

으로써 그에 따라 파생되는 거래비용을 절약하게 된다. 

   ② 물론 법인격이 인정됨으로 인하여 대두되는 새로운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 대표적으로 법인세 부과와 같은 조세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입법례를 살펴 볼 때 법인격의 존부와 법인세의 부과는 필연적으

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신탁에 법인격이 없

는 경우라 하더라도) 당해 신탁이 영업활동을 하는 단체(association and 

business objective)이거나 설령 투자신탁의 경우라 하더라도 수익자가 신

탁재산을 운용(manage)할 수 있는 권한 내지 수종의 지분소유권(multiple 

classes of ownership interests)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법적 실

체로 인정하여 과세를 하게 되며416) 특히 미국 재무부 규칙에서는 사업

신탁의 경우 법인격 있는 기업주체와 동등하게 과세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417) 나아가 일본의 경우에도 (비록 신탁에 대하여 법인격을 부여하

고 있지는 아니하지만) 2006년 신탁법 개정 이전에도 특정신탁(특정투자

신탁 및 특정목적신탁)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과세하였으며, 신탁법 개정 

이후에는 2007년에 법인세법을 개정하여 특정신탁 이외에도 수익증권발

행신탁(특정수익증권발행신탁은 제외), 수익자가 존재하지 않는 신탁(목

416) Carter G. Bishop, “Forgotten Trust: A Check-the-Box Achilles’ Heel”, 

Suffolk University Law Review, Vol. 43(2010), pp. 554-555.
417) Treasury Regulation §301.7701-4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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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신탁), 법인인 위탁자가 스스로 수탁자로 되는 신탁(자기신탁), 증권투

자신탁 및 국내공모 등에 의한 투자신탁 이외의 투자신탁을 법인과세신

탁418)으로 분류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있다.419)420) 그리고 우리나라 학

계에서도 신탁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다양한 신탁의 형태가 출현할 것으

로 예상되고 이에 신탁이 부의 축적과 이전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

게 되므로 조세회피방지와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종래의 신탁도관이론

(trust conduit theory)에 신탁실체이론(trust entity theory)을 가미하여 신

탁에 대하여 법인과세를 하여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421) 따라

서 조세부담의 문제는 사업신탁에 법인격을 부여해서는 아니 된다는 논

거로 활용되기는 어렵다고 본다. ㉯ 다음으로 법인설립에 있어 행정상 

규율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즉 사업신탁의 성립요건으로 행정청의 허

가 등과 같은 절차를 요구할 경우하거나 최저 자본, 설비, 인력 등과 같

은 기준을 만들어 진입규제를 두는 경우에는 (법인격이 필요 없는 경우

에 비해) 사업신탁의 활용이 저해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사전적인 관

점에서 사업신탁에 대한 법인격 부여절차와 진입규제의 정도(자유설립주

의·준칙주의·허가주의⋅특허주의⋅강제주의 등)를 어떠한 방식으로 규

율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일 뿐 사후적인 관점에서 사업신탁에 법인격을 

부여하였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사업

418) 일본 법인세법 제2조 제29호의 2.
419) 水野忠恒,“信託法の全面改正と平成19年度稅制改正”, 稅硏 第133号, 2007. 

5., 67-71頁. 사업신탁과 관련한 세제상 쟁점에 관하여는 安井栄二,“事業信託
に関する税法上の問題の一考察”, 大版経大論集 第60卷 第20号, 大阪経済大
学, 2009. 7. 참조.

420) 신탁법 개정에 따른 일본의 세제개편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財務省, 法人
税法の改正/信託法の制定等に伴う税制上の措置（所得税関係), 平成19年度　税
制改正の解説, 2007. 참조. 

421) 김병일, “신탁법 개정에 따른 신탁세제 개편 방향에 관한 연구”, 조세연

구 제10-2집, 한국조세문제연구소, 2010.; 김종해⋅황명철, “개정신탁법 시행

에 따른 신탁과세구조의 개선방안”, 세무와 회계저널 제13권 제3호, 한국세

무학회, 2012. 9.; 이준봉, “세법 상 법적 실체인 신탁의 도입에 관한 검토 : 

유동화기구를 중심으로”, 성균관법학 제23권 제2호, 성균관대학교법학연구

소, 2011. 8.; 이준봉, 유동화거래와 조세, 한국학술정보,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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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과 유사한 기능을 가진 회사의 경우 준칙주의422)를 취하고 있으며 

설립요건을 완화하여 엄격한 진입규제를 두고 있지 않으므로 제도 간 형

평의 관점에서 볼 때 유독 신탁의 경우만 과중한 성립요건을 강제할 합

리적인 이유도 없으므로 결국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부분 쟁점 

또한 사업신탁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것을 저지하는 요소로 작용하기 어

려울 것이다. 

   전통적으로 볼 때 어떤 투자자가 기업조직형태를 선택함에 있어서는 

회사의 법인격으로 인하여 향유할 수 있는 이익(구성원의 유한책임)과 

신탁의 세제상 이익(도관이론에 따른 이중과세 회피) 사이를 저울질 하

여 전자가 후자를 능가하는 영역에 있어서는 회사를, 후자가 더욱 필요

한 영역에 있어서는 신탁이라는 제도를 선택하게 되었다.423) 그러나 단

순히 세제상 이익이라는 효용은 사업 위험이 큰 분야(즉 구성원의 유한

책임이 반드시 필요한 분야)에서는 그다지 매력적인 요소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신탁이 기업조직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데 한계가 있게 되고 이에 

기업형태의 선택에 있어 회사가 신탁을 능가하는 제도로 자리 잡게 되었

다. 따라서 이와 같은 역사적 흐름에 비추어 보면 기업조직시장(market 

of business organization)에 있어 투자자들에게 더 높이 평가받는 요소는 

세제상 이익이 아니라 유한책임의 이익이라는 직관적인 결론에 이르게 

되므로(투자자의 입장에서 볼 때 조세의 부담도 일종의 사업 위험에 불

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결국 사업위험의 상쇄 효과를 더욱 중시하

게 되어 유한책임의 이익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며, 나아가 도관

과세로서의 신탁의 이점을 폐지하는 입법추세를 감안하면 더욱 그러할 

것이다), 이에 사업신탁에 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형성하는 현 시점에 

있어서는 법인격의 효용성과 필요성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주목해 볼 필

요가 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사업신탁이 단순히 자금조달을 위한 

422) 이철송, 위의 책(전게주 65), 90-91면,; 정찬형, 상법강의(상) 제16판, 박영

사, 2013., 471면. 최기원, 신회사법론 제14판, 박영사, 2012., 96면. 
423) Steven L. Schwarcz, “Commercial Trusts as Business Organizations: An 

Invitation to Comparatists”, 13 DUKE J. COMP. & INT‘L L. 321(2003), pp. 

327-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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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즉 도관에 지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사업신탁이라고 하

여 일률적으로 법인격을 부여하는 것은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

다. 따라서 사업신탁의 법인격을 인정하더라도 어느 범주에 까지 법인격

을 인정할지 여부에 관하여도 심도 있는 논의와 입법적 결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라. 수탁자의 범위 확대 및 권리⋅의무에 대한 유연성 확보

   (1) 수탁자의 범위 확대

   현행 자본시장법상 신탁업자에 대한 진입규제와 신탁재산의 범위에 

대한 규제로 인하여 사실상 사업신탁의 활용가능성이 봉쇄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에 더하여 사업재편형 내지 사업제휴형 사업신탁

과 같이 주로 수탁자의 운용능력(지식, 경험, 영업상 노하우, 생산 및 판

매시설 등)을 활용하는 경우나 회생형 사업신탁과 같이 사업운영자가 자

기신탁을 설정하여 신탁 전후로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경우

에 있어서는 (금융업이 아니라)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수탁자가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보면 금융투자상품을 규율하기 

위한 법률인 자본시장법에서 신탁업자의 범위를 규율하는 것은 법체계적

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현행 법제의 문제점

을 극복하고 다방면에서의 사업신탁의 활용가능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수탁자(특히 신탁을 영업으로 하는 수탁자인 신탁업자)의 범위를 포괄적

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입법방향은 자본시장법을 개정하기 보

다는 독자적인 사업신탁법을 제정하는 방향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투자자에 대한 보호 장치로서 수탁자의 건전성을 고려해야 하는 측

면이 있지만 이는 신탁의 설정단계(즉 수탁자 선정단계)에서 부실한 수

탁자를 제거하는 방법 보다는 신탁의 설정 이후 구체적인 투자자 모집단

계 내지 증권발행단계에서의 건전성 규제를 통하여서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므로, 양자를 비교하여 볼 때 사전적 억지책인 전자의 방법은 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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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2) 수탁자의 권리⋅의무에 대한 유연성 확보 

   전통적인 영미법상 신탁법리에서는 수탁자는 위탁자와 사이의 신임관

계에 따라 당연히 신인의무(fiduciary duty)를 부담한다고 보고 있고 우리 

신탁법에서도 수탁자의 신인의무를 구체화하는 규정으로 선관주의의무, 

충실의무 및 자기집행의무를 두고 있다. 한편 신탁관계에 있어 수탁자가 

향유하는 권리는 이와 같은 의무의 한계 내에서만 정해지는 것으로 해석

하고 있으며 이에 수탁자는 신탁관계에서 파생되는 이익을 향유할 수 없

고(이익향수금지의무), 원칙적으로 자신의 업무를 제3자에게 위임할 수도 

없다(자기집행의무)고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전통적인 견해는 

신탁이 대리, 위임과 같이 본인의 활동영역을 넓히기 위한 1 대 1의 법

률관계임을 전제로 하는 개인법적인 사고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데 

개정 신탁법이 신탁제도의 현대화를 위하여 다양한 제도를 도입함에 따

라 수탁자의 기능분리현상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러한 수탁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전통적인 견해에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신탁선언을 통한 자기신탁이 가능해짐에 따라 위탁자, 수탁자 및 

수익자의 지위가 중첩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수탁

자가 사업집행을 위한 도구로서 소극적인 기능만을 수행하는 경우도 있

는바, 이처럼 수탁자의 기능이 세분화됨으로써 개별⋅구체적인 사안에 

있어 수탁자의 권한 내지 의무의 구성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생기

게 된 것이다.

   ① 이처럼 수탁자의 권리⋅의무에 대한 기존의 견해가 수정될 필요가 

있는 영역으로는 우선 수탁자의 이익향수금지의무가 있다. 개정 신탁법 

제36조는 수탁자의 이익향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이익

향수금지규정은 수탁자는 신탁재산으로부터 정당한 보수 이외에는 어떠

한 이익도 취득할 수 없다는 영미법상 no profit rule에 뿌리를 두고 있

는 것으로 수탁자의 충실의무를 강화하고 신탁계약의 위반행위를 억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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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그 입법 취지를 두고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이익향수금지의무를 

획일적으로 적용할 경우 자기신탁을 설정한 수탁자는 신탁이익의 일종인 

수익권을 취득할 수 없어 신탁의 수익자가 될 수 없게 되고 이에 자익신

탁형 자기신탁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 수탁자가 

(수탁자의 지위가 아닌) 수익자의 지위에서 신탁의 이익을 향유하는 것 

자체가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고(이는 회사 또는 그 이사가 개인의 자격

에서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과 다름없다), ㉯ 수탁자

의 권한 남용은 수탁자의 충실의무에 관한 법리로 해결할 영역이지 수익

권의 취득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규율할 것은 아니다. ㉰ 또한 회사가 일

단 자익신탁형 자기신탁을 설정하여 수익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이를 매

도함으로써 점진적으로 자금조달을 도모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아니

면 회사가 보유하는 수익권을 자신의 주주들에게 배당함으로써 스핀오프

(spin-off)와 유사한 형태의 조직변경을 계획할 수도 있으며, 때로는 사업

에 대한 지배권 유지의 차원에서 수익권을 외부에 분산하지 않고 스스로 

보유하고 있을 필요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굳이 수탁자의 자기신탁에 대한 수익권을 취득하는 것을 원천적으

로 금지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424) 특히 개인법적 사고가 아닌 기업조직

법적 사고가 반영되는 사업신탁법을 입법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이익향수

금지의무에 대한 개선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 본 바와 같

이 이익향수금지의 입법 취지가 사업을 운영하는 자에 대한 충실의무를 

담보하고 각종 위반행위(대리인 비용)를 억지하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

라면 이를 실현하는 방법으로는 모든 이익의 향수를 원천적으로 금지하

는 방법도 있겠지만 이는 과잉규제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수

탁자의 자율성 및 사적자치와 조화를 이루는 방향을 고려하여 이익의 유

형을 구별한 후 금지와 허용의 범위를 세밀하게 조정하는 방법이 바람직

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처럼 금지와 허용의 범위를 조정함에 있어

424) 일본의 경우 구 신탁법 제9조에서는 수탁자가 수익자를 겸할 수 없다는 원

칙을 선언하였지만 신신탁법 제8조 및 제163조에서는 수탁자가 단독수익자인 

자기신탁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法務省 民事局参事官室, 信託法改正
要綱試案 補足説明, 2005, 11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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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회사법이 이사의 충실의무의 일환으로서 경업금지의무, 자기거래 

금지의무, 회사기회유용 금지의무의 규정을 두고 있고 각각의 요건과 효

과를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것을 참고해 볼 수 있을 것이다.425) 

   ② 한편 기존의 견해가 수정될 또 다른 영역으로는 수탁자의 자기집

행의무가 있다. 수탁자의 자기집행의무는 수탁자는 위탁자와의 신임관계

에 기하여 신탁사무를 수행하는 자이므로 원칙적으로 그 신임에 부응하

여 스스로 신탁사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의무를 말한다. 그러나 신탁재산

의 다양화와 신탁사무의 고도화⋅복잡화⋅전문화에 따라 수탁자가 단독

으로 신탁사무를 처리하는 것보다 이를 당해 분야의 전문가인 제3자에게 

위임하는 것이 적절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부동산개발신탁

에 있어 사업시행자가 안정적인 자금조달을 위하여 토지 등을 포함한 당

해 사업 일체를 수탁자에게 신탁하는 경우 수탁자는 사업편의를 위한 도

구에 불과하므로 구체적인 업무집행에 있어서는 제3의 전문가 또는 위탁

자426)인 사업시행자에게 위임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또한 투자

신탁이나 연금신탁과 같이 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전문화된 지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탁자는 그 수탁업무를 국내외 운용⋅관리전문가에게 

위탁할 필요가 있다. 이에 신탁법 개정과정에 있어 다른 나라의 입법

425) 미국의 USTEA에서도 통일법상 사업신탁의 수탁자는 회사의 이사가 부담

하는 의무와 유사한 내용의 신인의무(fiduciary duty)를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

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본 논문 제3장 제2절 5.항 참조.
426) 다만 위탁자에 대한 위임은 수동신탁의 문제가 있고 위탁자의 채권자가 신

탁재산에 대하여 추심을 할 가능성이 있어 신탁재산의 독립성이 확보되지 못

하므로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이중기, “신탁업무의 외부위탁에 

대한 규제방안 : 개정방안을 중심으로”, 홍익법학 제11권 제1호,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2., 371면). 

    수탁자의 위탁자에 대한 위임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아파트 분양형 토지개

발신탁에 있어 수탁자인 신탁회사가 위탁자인 건설회사에게 아파트 분양업무

를 위임한 사안에서, 원칙적으로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신탁사무를 위임하는 

것은 가능한 것이지만 그 위임의 범위에 위탁자 자신의 채무에 대한 대물변

제조로 아파트를 분양할 권한까지 부여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

시한바 있다(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0다5214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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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427)428)를 고려하여 신탁사무의 위임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자는 견해가 

있었으나 민사신탁에서 개인이 수탁자인 경우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수탁자의 재량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고 민법상 대리인이나 수임인도 

재위임을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인 점 등을 고려하여 개정 신탁법에서는 

수탁자의 자기집행의무를 원칙적으로 유지하기로 하였다고 한다고 한

다.429) 그러나 개정 신탁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면 ㉮ 신탁행위로 달리 

정하거나 ㉯ 달리 정함이 없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고 수익자의 동의

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제3자에게 신탁사무를 위임할 수 있는데 신탁의 

설정시 위임이 필요한 신탁사무의 범위를 일일이 예측하는 것은 거의 불

가능하며 이처럼 신탁행위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영역에 있어서는 정당

한 사유와 수익자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추상적인 개념인 정당한 사유는 

그 입증이 어렵고 수익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전원 동의를 받기 어려우므

로 결국 수탁자의 신탁사무 위임의 가능성은 실천적 한계에 부딪히게 된

다.430) 따라서 신탁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원칙

적으로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사무의 위임 여부를 재량 하에 결정할 수 

있도록 신탁법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431) 신탁사무의 올바른 처리에 

관한 위탁자 및 수익자의 신뢰는 수탁자에 있어서는 수임인에 대한 선임

⋅감독책임과 해임에 관한 법리로서, 수임인에 있어서는 위탁자에 대하

여 수탁자와 동일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방향으로 확보할 

수 있다고 본다. 

   마. 수익자의 권리 보호 강화

427) 일본 신신탁법 제28조; 미국 UTC §807; 영국 Trustee Act(2000) §11.
428) 영미법상 수탁자의 자기집행의무에 대한 변천 과정에 대하여는 John H. 

Langbein, “Reversing the Nondelegation Rule of Trust-Investment Law”, 

59 Mo. L. Rev. 105(1994) 참조.
429) 법무부, 위의 책(전게주 6), 341면.
430) 이중기, 위의 논문(전게주 426), 362-364면.
431) USTEA §511 (a), (b)에서는 수탁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권한과 의무를 

제3자 또는 공동수탁자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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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수익자의 권리 보호의 필요성

   신탁제도를 이용한 기업조직 구성의 가장 큰 장점은 사적자치에 따라 

유연한 지배구조를 설계할 수 있다는 점에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는 기업조직 내외부간 정보의 비대칭, 조직의 복잡화로 인한 다면적인 

이해관계 형성, 수탁자의 기회주의적 행동 등으로 인하여 이와 같은 사

적자치가 남용될 가능성이 있고 특히 수탁자에 대한 진입규제를 두지 않

는 경우에는 이러한 남용의 위험은 커질 수밖에 없다. 나아가 신탁관계

인 중 위탁자의 경우에는 신탁의 설정단계에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기

회를 가지게 되지만 수익자에게는 이러한 기회가 부여되기 어려울 수 있

고 경우에 따라서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동일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반면 

수익자의 이해관계와는 상충하는 구도(예를 들어 위탁자가 타익신탁형 

자기신탁을 설정하는 경우, 위탁자가 자신이 지배주주인 신탁회사를 설

립하여 신탁관계를 설정한 후 제3자를 수익자로 지정하는 경우 등)가 형

성될 가능성이 높게 된다.432) 이와 같은 문제점으로 인하여 수익자의 권

리 보호와 신탁제도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입법방안의 모색이라는 

정책적인 논의가 필요하게 된다. 

   (2) 수익자의 권리 보호 방안

   수익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안으로는 크게 신탁을 운영하는 주체인 

수탁자에 대한 적절한 지배구조의 확보, 이해상충에 대한 규제 및 수탁

자의 책임 강화로 구별해 볼 수 있다. ① 우선 수탁자의 지배구조를 조

정하는 방안에 관하여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수탁자의 기관 구성에 있어 

위탁자로부터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위

432) 이와 달리 수탁자와 수익자의 이해관계가 동일하고 그들의 이해관계와 위

탁자의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경우는 상정하기 어려우며 그러한 경우가 있다

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는 사전에 위탁자가 신탁행위를 통하여 자신의 권리

를 확보해 둘 가능성이 높으므로 위탁자의 권리 보호의 필요성은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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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자가 수탁자의 지배주주가 되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기관을 통하여 신

탁사무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고 이에 수익자의 이익을 해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수탁자의 기관(이사, 감사 등) 중 일정 수 

이상을 신탁관계 내지 지배주주로부터 독립한 자를 선임하도록 함으로써 

수탁자의 독립성과 업무처리의 공정성을 도모할 수 있다.433) 다만 이와 

같은 방안은 위탁자가 자기신탁을 설정하는 경우, 수탁자가 수 개의 신

탁을 동시에 운영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

는 점에서 한계가 있을 수 있다. 한편 이외에도 위탁자가 대부분의 수익

권을 가지고 다른 수익자들이 적은 지분의 수익권만을 가지는 경우를 예

정하여 보면 소수수익자의 보호를 위하여 수탁자의 선임⋅해임에 있어서 

소수수익자의 제안권과 집중투표권을 마련하는 등 수익자의 권한을 강화

하는 방법도 함께 모색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② 다음으로 신탁의 

운영에 있어 이해상충에 대한 규제에 관하여 살펴보면,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신탁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는 

신인의무를 강조하되,434) 수탁자의 자율성 및 운영의 효율성과 조화를 

이루기 위하여 신인의무의 구체적인 유형을 세분화하여야 하며435) 이를 

위반할 경우 수탁자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부과하도록 하는 방안이 있을 

것이다.436) 또한 수익자에게는 신탁의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공익권(의

결권, 정보이용권, 감시권 등)을 부여하고 이를 완전히 배제하는 신탁규

433) 수탁자의 기관의 독립성 확보에 관하여는 싱가포르의 사업신탁법이 ① 수

탁자-운영사의 이사회의 과반수 이상이 운영 및 사업관계로부터 독립된 자이

어야 하고 1/3 이상이 모든 주요 주주로부터 독립된 자이어야 하며 과반수 

이상이 어느 주요 주주로부터 독립된 자일 것으로 요구하고 있는 점{BTA 

§14 (1), BTR §12 (1)}과 ② 감사위원회의 모든 구성원이 운영 및 사업관계

에서 독립된 자이어야 하고, 의장을 포함한 과반수 이상은 모든 주요 주주로

부터 독립된 자이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BTA §15 (1), BTR 

§13 (1)}을 참조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본 논문 제3장 제3절 

4.항 참조.
434) USTEA §505 참조.
435) USTEA §507, BTA §10 참조.
436) BTA §§ 10 (5), 40 (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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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 강행규정에 반하는 것으로 효력이 없는 것으로 규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437) ③ 마지막으로 수탁자의 책임 강화에 관하여 살펴보면, 수탁

자의 수익자에 대한 책임을 완전히 면제하는 규정이나 고의⋅중과실인 

경우에도 면책하는 규정에 관하여는 이를 무효로 하고,438) 수탁자의 행

위에 대한 유지청구권 및 대표소송권439)을 인정함으로써 책임추궁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이 있을 것이다. 

   다만 이와 같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고 하더라도 수익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모든 상황을 예정하여 이를 사전적으로 차단하기 어렵다는 한

계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는 위탁자와 수익자 사

이, 여러 수익자들 사이, 수탁자가 회사인 경우 위탁자/수익자와 수탁자

의 주주440) 사이의 이해관계가 각각 충돌하는 경우 등과 같이 개별⋅구

체적인 사안에 있어 적합한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한 법리의 개발이 필요

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향후 사업신탁제도가 정착해 감에 있어 풀어야 

할 과제로 남게 될 것이다. 

   바. 임의법규성 

   사업신탁법은 신탁을 기업조직으로 활용하는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

를 규율하는 사법법규라는 점을 고려하면 구조의 자유로운 설계와 그 유

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적자치의 원칙을 근본이념으로 하여야 한다. 

나아가 강행법규로 규율하는 영역이 넓어질수록 이에 반하는 신탁행위가 

무효가 되는 경우가 증가하게 될 것인바 사업신탁의 기업조직적 특성을 

고려하여 보면 이와 같은 과도한 규제는 다수 당사자의 이해관계에 심각

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앞서 살펴본 입법론상 논의들은 기본적

437) USTEA §104 (11) 참조.
438) USTEA §509, BTA §29 참조.
439) USTEA §609, BTA §§42-43 참조.
440) 예를 들어 수탁자가 신탁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수탁자의 

주주가 이용하는 경우, 수탁자가 위탁자/수익자에는 손해를 가져오지만 반대

로 자신의 주주에게는 이익을 주는 선택을 하는 경우 등이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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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배제할 수 있는 임의법규(default rule)이어야 

할 것이며, 다만 거래의 안전과 이해관계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영역(사

업신탁의 성립 및 해산, 수탁자의 책임, 수익자의 권리, 조직변경 등)에 

있어서는 정책적 판단에 따라 이를 강행법규(mandatory rule)로 규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만 이처럼 강행법규를 두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자

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취지를 법문에 명시화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고 본다.441)

   사. 기타 쟁점

   (1) 소극재산 및 고용관계 승계에 관한 논의

   개정 신탁법에서는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의 유기적 일체인 영업을 신

탁하는 것을 허용하면서도 수탁자에게 소극재산이 어떠한 방식으로 승계

되는지(면책적 채무인수인지 아니면 중첩적 채무인수인지)에 관한 명시

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또한 영업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

여 조직화된 인적⋅물적 조직의 유기체이므로 영업의 승계는 이에 포함

된 고용관계의 승계를 수반하게 될 것인데 현재 학계에서는 수탁자의 고

용승계 여부에 관한 뚜렷한 논의가 진행된 바가 없다. 그러나 이러한 쟁

점들은 신탁의 설정 후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누가 어떠한 책임을 지는

지와 관련된 매우 중요한 문제이므로 앞으로 활발한 논의가 필요한 영역

이라 할 것이며, 이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률의 차원

에서 사업신탁 설정시 소극재산 및 고용관계 승계의 절차와 효과에 관한 

규정을 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사업신탁 수익증권의 상장 허용 여부

   개정 신탁법에서는 수익권의 양도성을 제고하고 자본조달의 효율성을 

441) USTEA §10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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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모하기 위하여 수익증권발행신탁을 도입하였다. 그러나 아무리 수익권

을 증권화하여 그 양도성을 제고하였다고 하더라도 불특정 다수가 이에 

접근할 수 있는 공공의 장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제도의 도입 취지가 제

대로 발현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싱가포르와 같이 사업신탁 수익증

권의 거래소 상장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며 개정 신탁법

의 입법 당시 수익증권을 주식회사의 주권이나 사채권과 유사한 유가증

권으로 설계한 점442)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이와 같은 상장에는 큰 문제

가 없다고 할 것이다.443) 나아가 이처럼 수익증권의 상장을 허용할 경우 

증권거래소의 상장심사기준이 적용되어 우량한 사업신탁과 그렇지 않은 

사업신탁이 자연스레 분별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본의 효율적 배분이 가

능하게 되고, 상장 전후로 내부자거래, 공시규제와 같은 증권법상 법리

가 적용되게 되게 되어 투자자 보호라는 부수적인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3) 시리즈 신탁의 도입 여부 

   미국 USTEA 제4장에서는 하나의 사업신탁 내에서 특정 재산을 다른 

재산으로부터 격리⋅분별한 후 이를 정관에 기재함으로써 생성되는 시리

즈 신탁을 허용하고 있다. 이는 신탁의 영역에 시리즈 제도를 최초로 도

입한 델라웨어주 제정법상 신탁법을 계수한 것으로 델라웨어주에서는 ① 

자산운용의 편의성(자산의 유형별 분리를 통한 운용의 편의성 증대)과 

② 사업비용의 절약(기업조직 설립비용, 의사결정비용, 의견수렴비용 등

의 절약) 등의 이점444)으로 인하여 최근 시리즈 제도445)가 상당히 각광

442) 법무부, 위의 책(전게주 6), 612면.
443) 이중기, 위의 문헌(전게주 71), 34면.
444) 시리즈 제도의 이점은 단순화된 지배구조(simplified corporate governance), 

행정비용의 절약(reduced administrative costs), 자본의 다양화(diversified of 

capital)으로 정리할 수도 있다. 노혁준, 사업신탁을 통한 기업재편의 가능성

과 그 한계 – 시리즈 신탁을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통일사업을 

위한 유한책임신탁의 활용방안 학술대회 발표자료, 2014. 4. 24., 47면. 
445) 델라웨어주는 제정법상 신탁법 이외에 유한책임회사법(Delaware Lim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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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받고 있다고 한다.446) 그리고 이러한 시리즈 제도의 이점은 하나의 

기업조직이 다양한 유형의 사업을 운용하면서도 각 사업에 내재된 위험

이 다른 사업으로 전가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므로, 이에 “지배

구조의 단순화”와 “책임격리를 통한 위험분산”이 필요한 영역(예를 

들어 연구소, 병원, 법무법인과 같은 전문가 집단이 위험도가 서로 다른 

다수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경우 등)에 있어 긍정적으로 활용될 수 있

다. 다만 이와 같은 시리즈 제도에 대하여는 ① 세법 내지 도산법상 쟁

점의 불명확성, ② 채권자 보호 문제, ③ 비용절감 효과의 미미, ④ 책임

격리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의문 등이 한계로 지적되고 있고,447) ⑤ 무엇

보다 동제도의 역사가 길지 않은 관계로 그 발상지인 미국에서 조차 실

무계가 많지 않다는 점도 실질적인 단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문제점들은 관련 제도의 체계적인 정비를 통하여 

상당 부분 보완448)될 수 있으며, 보다 근본적으로는 이는 제도의 수요자

가 제도의 선택과정에서 이익형량의 요소로 고려할 사항은 될 수 있을지

언정(예를 들어 시리즈 제도를 선택할 경우 사업비용의 절감 효과를 도

모할 수 있는지 여부는 사안별로 다를 수 있고 이는 제도의 수요자가 당

해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자유재량에 따라 판단할 영역일 뿐 일반적

인 관점에서 그 효용성 존부를 일률적으로 단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시

리즈 제도의 도입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요소는 아니라고 본다. 

앞으로 시리즈 신탁의 도입과 제도의 구성에 관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

요하겠지만, 사업신탁이 다른 기업조직에 비해 설계의 유연성과 사적자

치가 강화된 조직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사업신탁만의 독자적인 법

률을 제정함에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Liability Company Act)에서도 시리즈 제도를 두고 있다. 
446) 노혁준, 위의 문헌(전게주 444), 39-41면.
447) Ibid, 48-49면.
448) 제도적 보완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Ibid, 53-54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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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조직변경⋅합병제도의 도입 여부 

   미국 USTEA 제7장은 사업신탁의 조직변경 및 합병제도를 허용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사업신탁을 사업신탁외 단체로 변경하거나 반대로 사

업신탁외 단체를 사업신탁으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며 사업신탁이 하나 

이상의 다른 사업신탁 내지 단체와 결합하여 새로운 단체를 구성하는 것

도 가능하다. 물론 우리나라의 개정 신탁법 제7장에서도 신탁의 변경, 

합병, 분할 및 분할합병 등을 허용하고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신탁과 

신탁 사이에서만 이용 가능할 뿐 신탁과 다른 단체(회사, 조합 등)와 사

이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신탁이 단순한 민사계약에 머무는 경우 개인법리가 적용되는 신탁과 

단체법리가 적용되는 기업조직 사이에 조직변경 내지 합병을 허용한다면 

법적 불안정을 초래하고 법률관계를 복잡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의 도입이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기업조직법리가 작동하

는 사업신탁에 있어서는 달리 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사업운영자의 

입장에서는 사업 초기 단계에서는 기업지배력의 집중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업조직의 유형 중 지배구조가 단순한 사업신탁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

하기로 하였다가 후에 사업이 궤도에 올라 그 규모가 방대해 지고 지배

구조가 복잡하게 되는 경우 사업의 구조를 회사로 전환하고 싶을 수 있

다. 한편 사업신탁의 운영자에게 당해 사업이 효용가치가 없게 되는 경

우 이를 인수하기를 원하는 다른 기업조직에게 합병의 방식으로 사업을 

양도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다. 이처럼 사업신탁과 다른 기업조직사이에 

조직변경 내지 합병이 필요하게 되는 이유는 각 기업조직제도는 사업을 

운영하여 영리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그 존재의 목적이 같으며 다만 목적 

실현을 위한 수단으로서 사업을 담아내는 그릇이 다를 뿐이라는 점에 있

다고 본다. 따라서 향후 사업신탁법을 제정함에 있어서는 기업 운영의 

유연성과 조직 개혁의 간이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업신탁과 다른 기업

조직 사이의 조직변경 및 합병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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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과세제도의 개편

   이제까지 살펴본 사업신탁의 기업조직적 특성에 비추어 보면 신탁이 

단순히 수익자에게 소득을 분배하기 위한 도관에 불과하다고 보는 전통

적인 과세이론(신탁도관이론)은 그대로 유지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

다. 이에 앞으로는 사업신탁의 유형을 신탁의 내용, 특성 및 신탁과세이

론에 적합하게 분류하여 이에 상응하는 신탁세제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야 할 것이며,449) 조세공평의 관점에서는 신탁을 이용한 조세회피를 방

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되 제도촉진의 차원에서 사업신탁의 이용이 

억제되지 않도록 조화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국제신탁의 과세관계

에서는 수익자의 거주지국, 소득의 원천지국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되므로 이와 관련한 국제신탁의 과세제도의 검토와 또한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449) 신탁세제의 정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원식, “신탁세제에 대한 연구: 

납세의무자를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3.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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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사업신탁의 활용방안

제1절 서언

   제3장에서는 사업신탁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과 입법론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그런데 설령 앞서의 논의와 같이 사업신탁에 관한 독자적 

입법이 마련된다고 하더라도 실무상 동 제도가 제대로 활용될 수 없다면 

이는 사문화된 입법이 될 수밖에 없다. 사업신탁의 도입의의에 관한 탐

구는 “사업신탁이 어떠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으며 다른 기업조직과 

비교해 볼 때 어떠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가?” 라는 물음으로 귀결될 수 

있다.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신탁법 개정을 통하여 사업신탁을 허용하게 

된 일본에서는 수탁자의 전문능력을 살리고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과 기

술의 동향을 파악하여 신속한 판단이 요구되는 사업 분야와 자산유동화

를 위한 사업 분야 등에 사업신탁이 적합하다는 의견이 있는데,450) 이와 

같은 의견의 타당성 여하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단계, 신탁의 목

적, 신탁의 설정방식 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 사업신탁의 유

형을 분석하고 그 기능과 장점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장에서는 사업신탁의 분류기준에 관하여 간략히 검토한 후 

이를 기초로 하여 다양한 사업신탁의 활용방안에 관하여 고찰해 보기로 

한다. 다만 본 논문에서는 현행 신탁법 내지 관련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의 활용방안이 아니라 사업신탁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독자적인 

입법이 마련되어 있다는 전제 하에 사적자치와 설계의 유연성의 측면에

서 접근하여 보고자 한다. 

450) 김태진, “유한책임신탁에 대한 검토와 신탁법 개정을 위한 시사점”, 중앙

법학 제11집 제3호, 중앙법학회, 2009. 10., 308-30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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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사업신탁의 분류451)

1. 사업신탁의 설정방법에 따른 분류: 자기신탁형 v. 타인신탁형

   사업신탁의 설정방법에 따라 구별해 보면, ① 위탁자가 기존에 운영

하던 특정사업을 고유재산으로부터 구별⋅분리하여 이를 신탁재산으로 

설정하고 위탁자 자신이 스스로 수탁자의 지위를 겸임함으로써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자기신탁형과 ② 위탁자와 수탁자가 온전히 다른 법주

체(타인)인 타인신탁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형식적으로 보면 위탁자와 

수탁자는 별개의 주체와 지위로 구별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자기신탁의 

경우 사실상 운영주체에 변경이 없게 되므로 위탁자는 자신의 운영능력

을 그대로 활용하면서 신탁의 재산분리기능과 도산격리의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자기신탁의 경우에는 타인신탁에 비해 자산분리에 

따른 회계처리의 타당성 여하, 도산격리기능에 있어 진정매매의 판단여

부 등과 같은 쟁점이 중점적으로 부각되게 된다. 

2. 사업신탁의 목적에 따른 분류: 사업운용형 v. 자본조달형

   사업신탁의 목적에 따라 구별해 보면, ① 기존의 사업을 새로운 방식

으로 운용하기 위한 목적에서 설정되는 사업운용형과 ② 자금을 조달하

기 위한 목적에서 설정되는 자금조달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사업운용형

의 경우에는 수탁자의 사업수행에 관한 전문적 능력(운용능력)을 활용하

는 것이 신탁의 주목적이기 때문에 은행 등의 금융기관이 수탁자가 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보이며,452) 반면 자금조달형의 경우는 

451) 이하의 내용은 주로 早坂文高, 위의 논문(전게주 54), 9頁을 참고하였다.  
452) 다만 현행 자본시장법에서는 신탁을 영업으로 하는 자, 즉 신탁업자의 범

위를 한정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사업운용형 사업신탁의 활용가능성을 봉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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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신탁의 형태로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453)가 있을 수 있고 타인인 금

융기관을 수탁자로 활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한편 자금조달이 필

요한 사안에 있어 위탁자가 자신이 보유한 모든 사업을 처분하는 경우에

는 주식양도, 영업양도, 회사분할⋅합병제도 등을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

므로 결국 신탁의 구조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영역은 특정한 사

업에 한정하여 이를 증권화(유동화)하여 경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3. 수익권의 성격에 따른 분류: 지분형 v. 이익분배청구권형

   수익권의 성격에 따라 구별해 보면, ① 수익권이 사업 자체에 대한 

지분권을 의미하는 지분형과 ② 수익권이 사업수익에 대한 이익분배청구

권에 그치는 이익분배청구권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지분형의 경우 회사

의 주식과 마찬가지로 수익자가 수익권을 보유함으로써 각 수익권에 균

등하게 화체된 사업에 관한 지분을 보유하는 것이 되며, 수익권의 상환

은 사업 자체의 이전 내지 사업의 매각처분에 의한 환가 등에 의해 실현

되게 된다. 이익분배청구권형의 경우 이익의 분배는 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른 사업수익을 재원으로 하여 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게 되며, 이익

분배의 구조에 따라 확정적인 이윤을 보장하는 사채형, 실적배당에 참가

할 수 있는 배당참가형, 이를 혼합한 혼합형 등이 있을 수 있고, 이익분

배의 선후관계에 따라 우선형과 후순위형 등이 있을 수 있다. 이처럼 수

익권의 내용을 신탁의 목적에 맞게 다양하게 설계하는 경우에는 사업신

탁의 구조적 유연성과 활용영역의 확장에 탄력을 부여할 것으로 예상되

며, 이러한 취지를 반영하여 자본시장법 개정안454)에서도 신탁원본의 상

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관한 쟁점은 본 논문 제3장 제4절 3.항에서 상

술하였다.
453) 예를 들어 위탁자는 자신이 수탁자의 지위에서 발행하고 수익자의 지위에

서 인수한 사업신탁의 수익권을 투자자에게 직접 양도함으로써 자금을 조달

할 수 있다. 
454) 자본시장법 개정안 제110조 ③ 신탁업자는 제1항에 따른 수익증권을 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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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이익의 분배 등에 있어 다른 종류의 수익권(種類受益權)의 발행을 허

용하고 있다. 

제3절 사업신탁의 활용방안

1. 서언

   본 절에서는 어느 기업주체가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일반적으로 직면

할 수 있는 여러 상황들(사업의 개시, 재편, 제휴, 회생, 자본조달 등)을 

기준으로 하여 사업신탁의 활용방안에 관하여 검토하기로 하며, 특히 각 

유형별 기능과 이에 따른 특징 내지 장점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하에서는 논의의 편의를 위해 ① 원칙적으로 위탁자가 회사이

고 위탁자와 수익자가 동일한 자익신탁을 전제로 검토하기로 하며, ② 

사업신탁을 유형별로 정의함에 있어서는 위탁자를 A사, 수탁자를 A사(자

기신탁의 경우) 또는 B사(타인신탁인 경우), 신탁재산을 X, Y로 하여 설

명하기로 한다. 

2. 사업개시형 사업신탁

   가. 의의

   사업개시형 사업신탁은 X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A사가 이를 출자하여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는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사업신탁을 말한다. 구

체적인 유형으로는, ① X재산을 신탁재산으로 하여 자기신탁을 설정하고 

원본의 상환, 이익의 분배 등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의 수익권(이하 

‘종류수익권’이라 한다)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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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기초로 A사가 직접 X재산을 운용하는 자기신탁형과 ② X재산을 

다른 회사 내지 A사가 신설한 회사(B사)에게 수탁하는 타인신탁형이 있

을 수 있다.

   한편 신탁의 활용가능성의 측면에서 비교해 보면, 타인신탁형의 경우

는 A사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운용능력을 그대로 이용하기 어려울 뿐

만 아니라, A사가 다른 회사에게 신탁하는 경우는 영업양도와, 만약 A사

가 수탁자를 신설하는 경우는 결국 현물출자 내지 회사분할과 다름이 없

는 구조가 되므로, 이 경우 회사법이 정한 요건을 준수하고 해당 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어 신탁제도가 주는 절차적 유연성과 탄력성의 이점이 감

쇄되게 된다. 따라서 신생 사업을 도모하기 위한 자산분리(출자)의 간이

성을 고려한다면 타인신탁형 보다는 자기신탁형을 취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다. 

   나. 기능 

   ① 우선 자기신탁형의 경우, A사는 신탁된 사업에 관한 자신의 지식, 

경험, 영업상 노하우 등의 운용능력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러한 이점을 바탕으로 단순히 재산에 머물렀던 X재산을 독립한 X사업으

로 발전시키는 가치 창출이 가능하게 된다. 나아가 신탁의 특성상 신탁

재산에 관한 재산분리기능과 도산절연효과를 도모할 수 있기 때문에 특

히 A사로서는 X재산을 투자하여 신생 사업을 발굴하고 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위한 도구로서 신탁을 활용할 수 있다. 

   ② 한편 타인신탁형의 경우, 일견 보기에는 A사의 재산이 온전히 다

른 법주체(B사)에게 귀속된다는 점에서 영업양도(수탁자가 다른 회사인 

경우) 내지 현물출자/회사분할(수탁자가 A사가 신설한 회사인 경우)과 유

사한 법률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그러나 영업양도, 현물출자 및 회사분

할의 경우는 X재산이 거래 상대방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게 되고 그의 

책임재산이 되므로 재산분리기능과 도산절연효과를 향유하기 어렵지만, 

신탁의 경우는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신탁재산이 분리되기 때문에 수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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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채권자로부터 X재산의 절연성을 확보할 수 있다. 요컨대, 영업양도, 

현물출자 및 회사분할은 양도인의 채권자로부터 X재산의 절연은 확보할 

수 있지만 양수인의 채권자로부터의 절연은 불가능한 반면, 신탁의 경우

는 위탁자의 채권자와 수탁자의 채권자로 부터의 절연을 모두 도모할 수 

있다.

   다. 기존 제도와 준별되는 특징 내지 장점

   (1) 기존 제도의 문제점

   어떠한 사업자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자산을 출자하여 직⋅간접적

으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하고 하는 경우 현행 법제 하에서는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은 크게 회사를 신설한 후 현물출자를 하는 방법과 회사

분할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① 우선 현물출자의 경우, 이는 설립되는 회사 정관의 변태설립사항

으로서,455) 출자되는 재산의 과대평가로 인한 회사의 채권자의 손해 내

지 주주간의 부의 이전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 상법은 원칙적으로 

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하도록 하고 이에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의 

조사를 받도록 하는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456) 그리고 비

록 이러한 검사절차는 출자되는 재산의 금전적 가치를 정당히 환산할 필

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기는 하나, 제3자인 법원의 절차적 간

섭으로 인하여 출자자의 자율성과 회사 설립의 유연성⋅신속성 등에 장

애요소가 될 수 있다.457) 

   ② 한편 회사분할의 경우, 이는 법인격을 통하여 회사의 책임재산을 

455) 상법 제290조 제2호.
456) 상법 제298조 제4항 및 제299조 제1항. 다만 같은 법 제299조의2(검사인의 

조사를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갈음)와 제299조 제2항(현물출자의 규모가 

작거나 그 재산의 시장가격이 존재하는 경우 등에는 검사인의 조사 면제)의 

예외규정이 있다. 
457) 송옥렬, 상법강의 제4판, 홍문사, 2014., 737면 참조.



- 138 -

나누는 것이므로 분할회사의 채권자의 보호가 문제된다.458) 이에 우리 

상법은 회사분할시 「분할계획서⋅분할합병계약서의 작성 → 분할결의 

→ 채권자보호절차 → 회사설립 및 등기」와 같은 법정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고,459) 이에 더하여 분할회사, 신설회사 및 승계회사는 분할전 분

할회사의 채무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460) 다만 분

할회사의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와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친 경우에 한하여 

위와 같은 연대책임이 배제될 수 있지만 그러한 경우라 하더라도 신설회

사와 승계회사는 모든 채무에 대하여 면책될 수 없고 최소한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는 반드시 승계하여야만 한다.461) 따라서 이러한 면

책의 범위에 관한 제재(신설회사 및 승계회사의 완전 면책 금지)로 인하

여 회사분할제도의 이용에 제약이 있게 되고 불필요한 법적분쟁이 야기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462) 

   (2) 사업개시형 사업신탁의 특징 내지 장점

   사업개시형 사업신탁의 경우에는 기존의 제도와 준별되는 다음과 같

은 특징 내지 장점이 있다. 

   ① 우선 자기신탁형의 경우, 현물출자나 회사분할과는 달리 회사의 

신설이 필요 없기 때문에 회사의 설립에 관한 각종 법정 요건과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고 위탁자의 신탁설정행위(유언, 계약 또는 신탁선언)만으

로도 출자가 가능하다. 다만 신탁재산이 위탁자의 재산으로부터 분리되

므로 위탁자의 책임재산 감소의 측면에서 보면 그의 채권자에 대한 보호

문제가 대두될 수는 있으나, 신탁의 경우 위탁자가 채무초과 상태인 경

458) Ibid., 1217면 참조.
459) 상법 제11절 회사의 분할 참조.
460) 상법 제530조의9 제1항.
461) 상법 제530조의9 제2항 내지 제4항;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다

96291,96308 판결[분할합병의 경우 존립회사가 분할합병 전의 회사의 채무를 

승계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상법 제530조의9에 위반한 것이어서 채

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효력이 없다].
462) 송옥렬, 위의 책(전게주 457), 1163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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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사후적 구제제도로서 사해신탁제도가 인정되고 있고, 특히 위탁자의 

채무 중 적어도 “신탁재산이 된 사업에 관한 채무(= 사업신탁에 있어 

적극재산과 함께 신탁된 소극재산)”의 경우는 그 채무의 채권자가 승낙

하지 않는 한 위탁자와 수탁자가 중첩적으로 채무를 인수한다고 해석하

는 법리463)464)가 가능하므로 (굳이 법률에서 채권자보호절차를 두지 않

는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제도와 법리로써 일응 채권자 보호 장치가 

담보된다. 이에 더하여 자기신탁형의 경우에 현물출자 및 회사분할과 대

비되는 가장 큰 장점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위탁자가 보유한 운용능력을 

적극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될 것이다.  

   ② 한편 타인신탁형의 경우, 회사분할에서 나타날 수 있는 신설회사 

및 승계회사의 포괄적인 연대책임과는 달리, 수탁자는 당해 “신탁재산

이 된 사업에 관한 채무”만을 중첩적으로 인수하게 되므로 결국 신탁의 

경우는 수탁자가 부담하는 채무의 범위와 한도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

하게 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예측가능성으로 인하여 사업신탁의 경우 

회사분할 보다는 자산인수자가 부담하게 되는 우발채무 내지 채무의 무

한확장의 위험이 낮아지게 되므로 신생 사업에 대한 투자자의 유인에 긍

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이에 더하여 현물출자 및 회사분할은 거래 상

대방의 채권자로부터의 X재산의 절연성은 확보하기 어렵지만, 신탁의 경

우는 신탁재산의 독립성에 따라 수탁자의 채권자로 부터의 절연을 확보

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이 또한 장점이 된다.

463) 민법 제453조 및 제454조;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36228 판결[채무

인수가 면책적인가 중첩적인가 하는 것은 채무인수계약에 나타난 당사자 의

사의 해석에 관한 문제이고, 채무인수에 있어서 면책적 인수인지, 중첩적 인

수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볼 것이

다]. 다만, 개정 신탁법상 유한책임신탁의 경우에는 면책적 채무인수로 보아

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광장신탁법연구회, 위의 책(전게주 14), 15면.
464) 물론“신탁재산이 된 사업에 관한 채무”의 범위에 관하여는 여전히 논란

의 대상이 될 수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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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재편형 사업신탁

   가. 의의

   사업재편형 사업신탁은 X사업을 포함한 수개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

는 A사가 자신에게 무익하거나 이를 운용할 능력 내지 자산이 뒷받침되

지 않는 X사업을 동종 업계의 B사에게 신탁하고, B사가 가지는 X’사업

에 관한 지식과 경험, 영업상 노하우, 생산 및 판매시설 등을 이용함으

로써 X사업의 재생을 도모하는 사업신탁을 말한다.465) 구체적인 유형으

로는, ① 비록 A사가 X사업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에 관한 기술력 내지 

노하우가 없어 이를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 경우 이를 전문가인 

B사에게 신탁함으로써 X사업을 부활을 도모하는 사업재생형과 ② 반대

로 A사가 고급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다른 요

소(영업상 노하우, 생산 및 판매시설 등)가 부족한 경우 이를 갖춘 B사에 

자신의 사업을 신탁함으로써 사업의 활성화을 도모하는 사업위탁형이 있

을 수 있다.

   한편 사업재편형 사업신탁의 경우에도 이론적으로는 자기신탁형과 타

인신탁형의 활용이 모두 가능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유형은 사업

재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위탁자가 가지지 못한 운용능력을 보유

한 타인에게 사업을 신탁하는 것이 핵심구조가 되므로 자기신탁형의 경

우보다는 타인신탁형인 경우가 대부분일 것으로 예상된다. 

   나. 기능 

   사업재편형 사업신탁은 기본적으로 위탁자에게는 결여된 수탁자의 운

용능력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사업신탁의 운용기능이 적극적으로 활용되

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

하게 된다. ① 우선 사업재생형의 경우, 비록 A사가 X사업을 보유하고는 

465) 早坂文高, 위의 논문(전게주 54), 6頁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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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나 이에 관한 기술력 내지 노하우가 없는 경우이므로 이를 적극 활

용할 수 있는 B사에게 신탁함으로써 잠자고 있는 X사업의 가치를 극대

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A사가 X사업을 위한 시설 및 인력 등을 갖추

고 무난히 사업을 영위해 왔으나 기술력에 관한 투자시기를 놓쳐 시대에 

뒤쳐지게 됨으로써 경쟁력이 저하된 경우 또는 A사가 X사업에 투자를 

하였으나 기술력 개발에 실패하여 시설 및 인력 등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와 같이 A사에게 있어 X사업이 무익한 경우에는 그보다 앞

선 기술력을 보유한 B사에게 이를 신탁함으로써 X사업의 활성화를 도모

할 수 있다. 

   ② 다음으로, 사업위탁형의 경우, A사가 기술력 내지 노하우를 보유

하고 있으나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다른 요소가 부족한 경우이므로 이를 

갖추고 있는 B사에게 X사업을 신탁함으로써 X사업에 내재된 가치를 현

실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술연구기관 A사가 X기술을 발굴해 내었는

데 이를 사업화(제품화⋅실용화)할 수 있는 설비, 인력 등이 부족한 경우 

이를 갖추고 있는 기업인 B사에게 X기술을 신탁함으로써 기술과 자산이 

융화되어 X기술이 X사업으로 발전하는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다. 

   한편 사업의 운용을 통한 이익추구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A사로서는 

수익이 나지 않는 X사업을 만연히 가지고 있을 때 보다 이를 신탁함으

로써 그 운용에 따른 신탁수익을 얻을 수 있고, B사로서는 자기자본의 

투자 없이 X사업을 영위하면서 자신의 운용능력을 활용하여 신탁보수라

는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나아가 A사가 보유하고 있을 

때와 비교해 보면 신탁으로 인하여 X사업의 가치가 활성화된다는 점에

서 사회적 부의 증진이라는 공익목적도 달성할 수 있다. 

   다. 기존 제도와 준별되는 특징 내지 장점

   (1) 사업재생형의 경우 

   사업재생형의 경우는 A사가 사실상 X사업에 관한 관리⋅운영권을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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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에게 이양하되 향후 사업이 정상화되는 경우 이에 관한 소유권을 회복

하는 방식이므로, 이와 유사한 구조를 가진 현행 제도로는 사업의 관리

⋅운영에 관한 위임계약 또는 영업양도 후 재양수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① 먼저 위임계약의 경우는 A사가 자신이 가진 X사업의 재생을 위하

여 일정 기간 동안 B사에게 그에 관한 관리⋅운영을 위임하는 형태가 

될 것인데 구체적인 유형으로는 민법상 위임 내지 상법상 경영위임466)이 

있을 수 있다. ㉮ 위임에서는 영업의 소유권과 법률행위의 주체는 위임

인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영업의 양도와 채무인수의 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다. 다만 수임인이 업무처리를 함에 있어 그로 인한 권리의무는 위임

인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B사는 X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추가적

인 법률행위를 해야 하는 경우 이를 원칙적으로 A사의 계산과 명의로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며, 설령 이에 관하여 B사에게 포괄적으로 그 

권한을 위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개개의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그 수권

범위와 관련한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제약으로 인

하여 사업운영에 관한 B사의 재량이 축소되고 사업재생의 효율성이 저

하되는 단점이 있다. ㉯ 그러나 사업신탁의 경우는 신탁으로 인하여 X사

업의 대내외적 소유권이 B사에게 이전되는 것이므로 B사의 명의로 X사

업에 관한 법률행위를 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에 사업의 관리⋅운영에 신

속성과 유연성을 도모할 수 있다. 또한 위임상 수임인의 책임과 비교하

여 볼 때 신탁상 수탁자의 책임이 더욱 무겁고 수임인이 파산한 경우의 

위험도를 감안하여 보면 신탁에서는 수탁자로부터의 도산격리를 도모할 

수 있어 투자자에 더욱 유리한 측면이 있다.467)

   ② 다음으로 영업양도후 재양수하는 방법의 경우는 A사가 일단 X사

업을 B사에게 양도하되 일정기간이 경과후 사업이 정상화되면 이를 재

양수하는 형태의 계약이 될 것이다. ㉮ 그런데 이와 같은 구조를 취하는 

경우 영업양도시 A사는 양도인으로서 B사는 양수인으로서 모두 상법상 

466) 상법 제374조 제1항 제2호.
467) 武井一浩⋅郡谷大輔⋅上野元⋅有吉尚哉, “事業信託と会社分割・経営委任

との相違点”, 商事法務 第1821号, 2008. 1., 107-108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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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도에 관한 절차(주주총회 특별결의)468)를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재양수를 할 때에도 B사는 재양도인으로서 A사는 재양수인으로서 

영업양도에 관한 절차를 거쳐야하기 때문에 이중의 절차적 부담이 있다. 

또한 만에 하나 A사가 재양수를 함에 있어서 B사가 제대로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이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된다. ㉯ 

그러나 사업신탁의 경우는 신탁을 설정함에 있어 원칙적으로 A사와 B사

의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할 수 있고,469) 후에 

X사업이 정상화되어 A사가 이를 회복하고자 하는 경우 신탁계약을 해지

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으므로 신탁재산의 회복에 관한 분쟁

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2) 사업위탁형의 경우

   사업위탁형의 경우는 위탁자의 기술과 수탁자의 운용능력이 결합하는 

형태이므로, 이와 유사한 구조를 가진 현행 제도로는 기술의 사업화에 

관한 위임계약 또는 신탁법 이외의 법률에 따른 지적재산권의 신탁을 생

각해 볼 수 있다. 

   ① 먼저 위임계약에 대비되는 사업신탁의 특징 내지 장점은 앞서 살

펴본 바와 같다. 

   ② 다음으로 신탁법 이외의 법률에 따른 지적재산권의 신탁으로는 자

본시장법상 신탁470)과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

하 “기술이전법”이라 한다)상 기술신탁관리제도471)가 있을 수 있다. ㉮ 

468)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
469) 다만 상법 제374조 제1항 제2호에서는“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

결·변경 또는 해약”의 경우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사업신탁의 경우 위탁자의 입장에서는 경영위임, 수탁자의 입장에서는 손익

공통계약과 유사한 계약이라고 보아 특별결의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가능할 

수는 있다. 
470) 자본시장법 제103조 제1항 제7호.
471) 기술이전법 제2조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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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자본시장법상 신탁의 경우는 주로 지적재산권을 기초로 하여 증

권을 발행하는 자금조달신탁(유동화신탁)472)을 예정한 것이기 때문에 기

술의 직접적인 관리⋅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에는 적합하지 않으며, 

현실적으로도 자본시장법상 신탁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수탁자(신탁업자)

가 법이 정한 엄격한 요건473)을 갖추어야 하고 이러한 요건을 갖춘 수탁

자는 대부분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위탁자가 기술을 신탁하고 수탁자가 

이를 사업화(제품화⋅실용화)하는 신탁의 유형에는 활용되기 어렵다. ㉯ 

한편 기술이전법상 기술신탁관리제도의 경우는 기술의 사업화 및 특허관

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술이전⋅사업화신탁474)을 예정한 것이므로 

사업재편의 취지에는 부합하나,475) 동법 또한 수탁자(기술신탁관리업자)

에 관한 일정한 허가요건476)을 규정하면서 특히 그 범위를 비영리⋅국내 

법인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수탁자가 적극적인 이윤추구를 도모할 

필요가 있거나 해외에 주소를 가진 경우에는 그 활용에 일정한 제약이 

있다.477) ㉰ 그러나 이에 비해 신탁법상 신탁의 경우는 현행 법체계의 

해석상으로는 자본시장법 내지 기술이전법상 수탁자의 요건을 갖추지 않

아도 되기 때문에 수탁자의 범위가 넓어지게 되고(예를 들어 특정 기술

을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관이 이를 사업화할 수 있도록 제조업자인 중소

기업에게 당해 기술을 신탁하는 경우, 기술을 수탁하는 제조업체가 해외

법인인 경우 등이 있을 수 있다), 이처럼 수탁자의 범위가 넓어지게 되

472)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김병연, “자산유동화와 지적재산권신탁에 대한 

법률적 검토”, 상사법연구 26(1), 2007.; 김정훈, “지적재산권의 증권화-최근 

미국에서의 경향을 중심으로”, Patent21 제58호, 한국특허정보원, 2004.; 정

용진, “자금조달수단으로서의 지적재산권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Ⅰ)”, 보증

월보, 2005. 7.; 정용진, “자금조달수단으로서의 지적재산권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Ⅱ)”, 보증월보, 2005. 8. 등 참조.
473)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5조 및 별표 1.  
474)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구 산업자원부(현 산업통상자원부) 기술사업화팀, 

“지식재산신탁 도입방안”,2006. 3. 31., 1면 참조.
475) 기술신탁관리제도에는 자본시장법의 적용이 배제된다(기술이전법 제4조).
476) 기술이전법 제35조의2.
477) 손승우⋅전응준, “특허신탁관리제도에 관한 법적고찰”, 지식재산연구 제3

권 제2호,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08. 12., 62면.



- 145 -

면 (금융기관 뿐만 아니라) 당해 사업의 전문가를 자유롭게 선임할 수 

때문에 기술의 직접적인 관리⋅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에 적합한 구

도를 가지게 된다. 다만 본 논문 제3장 제4절 2.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

이 사업신탁은 그 특성상 “신탁을 영업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

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사업신탁에는 신탁업자를 규제하는 법규인 자본시

장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견해에 의하면 사업재편

형 사업신탁의 경우에도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각종 행정규

제를 받게 되므로 결국 다양한 분야에서의 수탁자의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한 사업신탁의 설정은 사실상 봉쇄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관한 쟁점

은 앞서 입법론에서 상술하였다. 

4. 사업제휴형 사업신탁

   가. 의의

   사업제휴형 사업신탁은 X사업을 보유한 A사와 Y사업을 보유한 B사

가 사업제휴를 목적으로 각각의 사업을 신탁하여 XY사업으로 통합한 후 

수익권를 통하여 그 성과를 분배하는 사업신탁을 말한다.478) 신탁제도를 

이용하여 기업 간의 제휴와 사업의 통합을 실현하는 것이므로 M&A형이

라고도 한다. 구체적인 유형으로는, ① 수익자에게 발행되는 수익권의 

내용이 통합된 XY사업에 대한 지분권을 의미하는 지분형(주식형)과 ② 

이와 달리 XY사업의 수익에 대한 이익분배청구권에 그치는 이익분배청

구권형, ③ 양자를 혼합한 혼합형이 있을 수 있다. 

   한편 사업제휴형 사업신탁의 경우에도 이론적으로는 ① A사가 B사에

게 X사업을 신탁하고 B사가 Y사업을 자기신탁 하는 방법479)과 ② A사와 

B사가 모두 타인신탁을 설정하는 방법(즉 A사와 B사가 제3자에게 신탁

478) 早坂文高, 위의 논문(전게주 54), 7頁 참조.
479) 회사의 분할합병과 대비하면 흡수분할합병과 유사한 구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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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거나 각자 출자하여 수탁자를 설립한 후 설립된 회사에게 신탁하는 방

법)480)이 모두 가능하지만, 이 유형은 기존의 제도인 회사의 분할합병제

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구상된 사업신탁이므로 실무상 대부분의 

경우가 흡수분할합병인 점을 고려하면 사업신탁의 경우에도 위 ①항 방

법의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주로 위 ①항 

방법에 관한 논의에 중점을 두기로 한다. 

   나. 기능 

   사업제휴형 사업신탁은 신탁을 이용하여 개별적 사업인 X사업과 Y사

업을 통합함으로써 새로운 사업을 창출해 내는 것이므로 사업의 집중과 

이를 통한 시너지 효과 및 규모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다. 특히 다양한 

기술과 사업 아이템을 가진 위탁자들이 1인의 수탁자에게 동시에 신탁하

는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존재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예상하지 못하였던 

사업유형이 탄생할 수도 있으므로 이와 같은 시너지 효과는 더욱 빛을 

발하게 된다. 

   한편 수익의 분배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주식481)의 경우에는 원칙적

으로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전반적인 사업의 가치를 반영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이와 달리 수익권의 경우에는 특정한 신탁재산의 가치만을 반

영(즉 특정한 사업의 실적에 연동)하는 방식으로 발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나아가 사업제휴 당사자 간의 서로 다른 역량(자금동원능력, 사업

운용능력 등), 의도(이익⋅위험의 분담, 사업의 지배구조 등에 관한 당사

자의 의사 등)를 반영하여 다양한 유형의 수익권을 발행하는 것이 가능

하므로 당사자들의 각기 다른 수요를 충족하고 사적자치에 따른 유연한 

480) 회사의 분할합병과 대비하면 신설분할합병과 유사한 구조가 될 것이다. 
481) 물론 주주에의 배당금액을 회사의 특정 사업부문의 실적에 연동하는 트래

킹 주식(tracking stock)의 경우에는 회사 전체의 가치가 아니라 특정 사업부

문의 가치만을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현행 상법 하에서 트래킹 주식의 발행이 허용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여전히 

견해의 대립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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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를 통한 사업통합을 촉진할 수 있다. 

   다. 기존 제도와 준별되는 특징 내지 장점

   (1) 기존 제도의 문제점

   X사업을 보유한 A사와 Y사업을 보유한 B사가 사업 제휴를 통하여 

사업의 통합을 도모하려고 하는 경우, 현행 법제 하에서는 고려해 볼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사업제휴 당사자 중 1인(A사)이 나머지 당사자(B사)에

게 영업양도 내지 현물출자를 하는 방법, 제휴 당사자 중 1인(A사)이 분

할회사가 되고 나머지 당사자(B사)가 승계회사가 되는 흡수분할합병의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① 우선 영업양도의 경우, 비록 양도인과 양수인이 사업제휴를 목적

으로 한시적으로 사업을 양수도 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영업양도가 있게 

되면 당해 사업은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어 그의 고유재산 및 책

임재산이 되므로 제휴되는 사업의 독립성(재산분리와 도산절연)을 확보

하기 어렵다. 나아가 추후에 사업제휴가 종료되는 경우 출자자인 A사는 

B사로부터 당해 재산을 재양수하는 절차(A사와 B사 주주총회 특별결의 

등)를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며 만약 B사가 재양수절차에 협조하

지 아니하는 경우 내지 반대로 A사가 재양수받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에

는 사업제휴의 종료를 둘러싼 불필요한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② 한편 현물출자 내지 회사분할(흡수분할합병)의 경우, 채권자 보호 

등을 위하여 법령이 정한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하기 때문에 사업제휴의 

신속성과 경제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나아가 현물출자나 회사분할의 

경우에는 X사업의 가치가 (제휴대상이 되는 Y사업만이 아닌) B사가 보

유하는 전체 사업의 가치와 희석되게 되며 X사업을 이전받는 B사는 A사

(또는 그 주주)에게 주식을 발행482)하여야 하므로, 만약에 A사 또는 B사

482) 현행 상법에서는 흡수분할합병의 경우에는 교부금합병이 인정되지 않으므

로(제523조 제4호 및 제530조의6 참조), 현금의 지급을 통한 흡수분할합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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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X사업과 B사가 보유하는 전체 사업의 가치가 희석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 B사가 회사 지배권의 분배(즉 주주 구성의 변동)를 원하지 않

는 경우, A사가 사업제휴를 통한 수익창출에만 관심이 있을 뿐 B사의 

지배권에는 관심이 없는 경우 등에는 사업제휴의 합의 자체가 결렬(사업

제휴의 기회를 사전적으로 차단)될 가능성이 있게 된다. 물론 이와 같은 

문제점은 주주에의 배당금액을 회사의 특정 사업부문의 실적에 연동하는 

트래킹 주식(tracking stock)을 발행하면서 이를 우선주이자 무의결권주로 

하는 경우483)에는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할 수도 있다. 그러나 현행 상

법 하에서 트래킹 주식을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여전히 견해

의 대립484)이 있고, 발행이 가능하다고 보더라도 그 배당여부가 이사회

에 달려 있으며 트래킹 주식은 발행회사의 파산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

기 때문에 도산격리의 측면에서 볼 때 특정 사업과의 연동성이 상당히 

할 수 없게 되고, 결국 승계회사는 분할회사 내지 그 주주에게 주식을 발행

할 수밖에 없다. 
483) 우선주로서 트래킹 주식을 설계하는 경우에는 무의결권주로 발행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처럼 무의결권주로 발행하게 된다면 발행회사 입장에서는 향후 

회사의 지배권 유지에 영향을 받지 않게 되므로 자금조달 및 지배권 유지라

는 목적에 부합하게 된다고 한다. 노해경, “트래킹주식의 도입을 위한 해석

론적 검토”,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52면 참조. 
484) 2005년-2006년 법무부 상법개정위원회에서는 처음에는 트래킹 주식을 허용

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으나, 제도의 도입에 신중을 기하자는 취지에서 

결국 2011년 개정 상법에서는 이를 채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개

정 상법 제344조의2 제1항은 배당의 결정방법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고 규

정하고 있으므로 동 문언의 해석상 특정 사업부문의 실적에 배당을 연동시키

는 방식도 가능하다고 해석될 수 있고 이에 당초의 의도와는 달리 개정 상법

의 해석상 트래킹 주식의 발행이 허용된다는 견해가 있다(송옥렬, “2011년 

개정 회사법의 해석상 주요쟁점 –기업재무 분야를 중심으로-”, 저스티스 통

권 제127호, 한국법학원, 2011. 12., 54면). 이에 반해 이익배당에 관한 종류주

식의 발행에 있어 배당재산의 가액은 회사의 전체 사업을 전제로 하는 개념

이므로 특정 사업부분의 실적만을 따로 분리하여 이와 연계하는 배당재산의 

가액 결정 방식은 상법상 허용될 수 없다는 견해도 있다(송종준, “토론문”, 

저스티스 통권 제127호, 한국법학원, 2011. 12., 10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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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정하게 되는 문제점이 여전히 남게 된다.485)

   (2) 사업제휴형 사업신탁의 특징 내지 장점

   사업제휴형 사업신탁의 경우, 특히 자기신탁방식을 이용하는 경우에

는, ① 사업제휴의 초기 단계에 있어서는 사업의 승계 및 인수 등에 따

른 비용과 위험을 줄일 수 있어 절차적 신속성을 확보할 수 있고, 사업

제휴 중에는 신탁재산의 독립성에 따라 제휴되는 사업의 독립성(자산분

리와 도산절연)을 확보할 수 있다. 그리고 사업제휴의 종료시에는 신탁

재산의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복귀되므로 법률관계의 정리가 간편한 장점

이 있다.486) ② 또한 별도의 회사분할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회사는 특

정 사업부문(특히 수익성이 높고 안정적인 사업부분)을 자기신탁 함으로

써 나머지 사업부문과의 절연을 도모하게 되므로 트래킹 주식과 유사한 

수익권을 만들 수 있으며,487) 나아가 이와 같은 안정적 수익권을 선호하

는 투자자를 쉽게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자금조달의 측면에서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된다.

5. 회생형 사업신탁

   가. 의의

   회생형 사업신탁은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자력갱생을 원하거

485) 김태진, “기업형태로서의 신탁 -사업신탁, 수익증권발행신탁 및 유한책임

신탁을 중심으로-”, 법학논총 제31집 제2호,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147면.
486) 岡田美香, “事業の信託におけるジョイントベンチャーとしての活用”, ビジ

ネス法務, 中央経済社, 2007. 11., 17-23頁.  
487) 新井誠, “改正信託法と事業信託”, 筑}波ロー・ジャーナル２号, 2007. 12., 

3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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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를 지원할 수 있는 후원자가 있는 경우, 채무자를 위탁자, 채무자 

본인 내지 후원자를 수탁자, 채권자 내지 제3자를 수익자로 하는 신탁을 

설정함으로써 기업의 회생을 도모하는 사업신탁을 말한다.488) 구체적인 

유형으로는, ① 채권자가 수익권을 인수하는지 여부에 따라 채권자가 직

접 수익권을 인수하는 인수형과 수익권을 제3자에게 매각하여 그 매각대

금을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매각형이 있을 수 있고, ② 채권자의 채권과 

수익권의 관계에 따라 채권이 수익권으로 전환되는 전환형과 채권은 그

대로 존속하되 수익권이 그에 대한 담보적 기능을 하는 담보형이 있을 

수 있다. 

   한편 이 유형의 경우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자기신탁형과 타인신탁

형의 활용이 모두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자기신탁형으로 신탁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수탁자의 지위에서 사업을 계속 수행하게 

되므로 통합도산법상 기존 관리인 유지제도(DIP489))와 유사한 형태의 회

생절차가 될 것으로 보인다.490) 

   나. 기능 

   회생형 사업신탁은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채무자의 경영 정상화를 도

모하기 위하여 채무자와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 사이에 사적인 합의에 따

라 채권⋅채무관계를 정리하는 절차를 의미하므로 이는 도산처리제도에 

있어 사적정리(私的整理)491)의 한 유형이라고 볼 수 있다. 사적정리제도

488) 黑木和彰, “検証　事業再生への活用”, ビジネス法務, 中央経済社, 2007. 

11., 11頁.
489) “DIP”는 “debtor in possession”의 약자로서 도산절차가 개시되더라도 

채무자가 사업에 대한 점유를 계속 유지하여 관리인과 동일한 권한을 가지고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490) 神作裕之, “事業信託としての自己信託の可能性”, 事業信託の展望, 公益財

団法人トラスト６０, 2011. 4., 45頁.
491) 임채홍⋅백창훈, 회사정리법(하), 한국사법행정학회, 2002, 34면에서는 사적

정리에 관하여 “사적정리란 경제적 파탄상태에 빠진 채무자가 원칙적으로 

각 채권자와 개별적인 화해를 시도하여 성립한 각각의 화해안을 일체로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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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목적은 법적정리(法的整理)제도의 결함을 보충하고 관계인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사적자치에 따라 조화롭게 조정하는 절차이므로 이에 회생형 

사업신탁은 도산처리에 있어 절차의 간이성, 신속성 및 융통성, 채권자

에게의 고배당성, 정리절차에 관한 비밀유지성, 도산처리비용의 염가성 

등과 같은 장점을 가지게 된다.492) 그리고 도산 처리의 최종 목적이 기

업 도산으로부터 채권자가 기대할 수 있는 순이익을 극대화하는 것493)이

라고 전제하여 볼 때 이와 같은 장점은 신탁이라는 제도가 도산처리의 

목적 달성을 위한 합리적인 수단이 될 수 있음을 반증하게 된다.494) 

정리 또는 청산을 내용으로 하는 법적정리에 따르지 않는 재판외의 화해계

약”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사적정리는 사적자치에 따른 채무정리절차

를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것으로서 채무정리안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그 법적성질도 각각 달라질 수 있는 것이므로 이를 일률적으로 화해계약으로 

정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일본의 경우에는 사

적정리를 화해계약, 채무면제, 신탁 등 여러 가지 관점에서 파악하고 있고, 

같은 취지에서 淸水直, 私的整理, 企業再建の眞髓, 商事法務, 2005, 583頁에서

는 “사적정리란 도산기업 또는 도산예비에 들어가는 기업에 대해서 법적절

차에 따르지 않고 채권자․채무자를 중심으로 이해관계자의 화해적 합의에 근

거하여 원활하게 기업의 재건 또는 청산를 행하는 절차를 총칭”한다고 정의

하고 있다.
492) 사적정리의 장점에 관하여는 羽田忠義, 私的整理法, 商事法務硏究會, 1979. 

7-49頁; 山本和彦, 倒産處理法入門 第2版, 有斐閣, 2005, 17頁 등 참조.
493) A. Schwartz, “A Contract Theory Approach to Business Bankruptcy”, 

107 Yale L. J. 1808(1998), pp. 1808-1810.
494) 도산처리에 있어 신탁을 이용한 입법례는 다음과 같다. ① 미국에서는 연

방도산법 등과 같은 법적정리절차를 피하기 위하여 사정정리로서 재산청산신

탁(assignments for the benefit of creditors), 수익관리인제도(receivership), 

청산신탁(liquidation trust) 등과 같은 신탁계약을 이용하였다. Bogert and 

Bogert, Trusts and Trustees, 2nd. ed., 1992, §250, p. 296. ② 한편 독일에서

는 구 화의법(Vergleichsordnung)상 신탁화의(Treuhandvergleich)와 1994년에 

제정된 통합도산법(Insolvenzordnung)상 강제면책제도(Restshuldbefreiung)와 

같이 법적정리절차 내에서 신탁이 이용되고 있는데 이러한 신탁의 법적성질

은 도산처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사계약이라는 것이 다수설이다. Uhlenbruck, 

Insolvenzordnung Kommentar-Vallender, 12. Auflage (2003), §287 Rdn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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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사업가치의 유지 내지 영속성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보면, 이 유

형은 기본적으로 채무자의 사업을 해체시키는 청산형 도산처리절차가 아

니라 사업의 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한 갱생형 도산처리절차이기 때문에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회생절차 내지 파산절차495)에 의할 때 보다 안정적

으로 기업의 재건에 전념할 수 있다. 특히 수탁자 지정에 있어 자기신탁

형으로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수탁자의 지위에서 사업을 

계속 수행하게 되므로 기존 경영진의 사업역량과 경영 노하우를 살려 기

업가치의 훼손을 방지함으로써 원활한 회생절차를 이끌어 낼 수 있다. 

   다. 기존 제도와 준별되는 특징 내지 장점

   (1) 기존 제도의 문제점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채무자의 도산처리를 위하여 현행 법제 하에서

는 고려해 볼 수 있는 정리절차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이하 “통합도산법”이라고 한다)상 회생절차 및 파산절차와 「기업구

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이라고 한다)상 기업개선작업(work-out)

제도를 생각해 볼 수 있다.

   ① 우선 통합도산법상 회생절차 및 파산절차의 경우, ㉮ 「회생 내지 

파산의 신청 → 보전처분 → 관리인⋅파산관재인 선임 → 채권신고 → 

채권조사⋅확정 → 재산확보 및 배당표⋅변제안의 작성 → 법원의 인가 

→ 배당」과 같은 일련의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절차의 간이성과 

신속성이 담보되지 못하고 당해 상태가 장기화될 우려가 있다.496) ㉯ 또

38-39; Eickmann, Flessner, Irschlinger, Kirchhof, Kreft, Landfermann, 

Marotzke, Sephan, Insolvenzordnung, 4. Auflage (2006), §292 Rdnr 16 참조; 

이에 대한 반대 견해로서 소송법상 의사표시라는 견해에 관하여는 Wimmer, 

Frank-furter Kommentar zur Insolvenzordnung-Ahrens 5. Auflage (2009), § 

287 Rdnr 23-31 참조.
495) 채무자의 사업의 청산가치가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보다 클 경우에는 회

생절차가 폐지되고 파산절차로 들어가게 된다.
496) 통합도산법상 회생계획 마련까지 통상적으로 10개 월 정도 소요되며 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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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파산관재인이 도산절차를 주도하기 때문에 기

업의 재건을 최종 목적으로 삼고 절차의 유연성을 고려하기 보다는 공정

성⋅형평성을 강조한 나머지 경직된 입장을 고수할 위험이 있다.497) ㉰ 

한편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이에 대한 공고⋅통지 절차가 진행되므로 채

무자의 경영난에 대한 비밀이 유지되기 어렵고 이에 채권자는 물론 제3

자의 불안감까지 부추기게 되어 기업도산을 재촉하고 전체적인 경기침체

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또한 회생절차를 신청하는 기업의 신용등급은 

통상 D등급으로서 여신거래 등을 통한 신규 자금의 조달이 불가능하며 

각종 입찰 참여의 제한되므로 이로 인하여 기업의 영업력이 극도로 위축

되어 사실상 경영 정상화의 길이 봉쇄된다. ㉱ 나아가 도산절차개시로 

인하여 기업의 부채가 모두 동결되므로 거래기업이나 하청업체 등의 동

반 부실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법원의 관리 하에 관계자의 이해관계

가 조정되기 때문에 사회적 파장력이 상당하게 된다. ㉲ 그리고 이와 같

은 절차의 장기화⋅형식화는 자연히 도산처리비용의 증가로 이어지게 되

며 이러한 비용은 (절차의 수혜자인 채무자와 채권자가 아니라) 신청

인,498) 도산법원499) 및 도산관재인500)이 부담하는 구조이므로 무임승차 

내지 사회적 비용에 관한 문제도 발생하게 된다. ㉳ 마지막으로 도산원

인의 발생시점부터 신청, 보전처분을 거쳐서 개시결정에 이르기까지 기

간에 있어 장래의 배당 또는 재건의 재원으로 될 수 있는 채무자 재산이 

분산될 가능성이 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자금조달 및 영업기회의 제한

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사실상 영업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채권자들이 채권을 제대로 변제받지 못할 위험(이러한 위험은 배당재원 

감소의 위험은 물론 기업파산의 위험까지 포함한다)이 증가하게 된다. 

1년 6개월까지 소요된다(통합도산법 제239조 제3항). 
497) 다만 통합도산법 제74조에 따른 기존 관리인 유지제도(DIP)의 경우는 채무

자의 대표자가 관리인으로 선임되기 때문에 달리 볼 여지는 있으나 여전히 

법원의 감독이 유지된다는 점에서 이러한 경직성 문제는 해소되기 어렵다.  
498) 통합도산법 제39조 및 제303조.
499) 도산법원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은 결국 공공의 부담을 의미한다. 
500) 도산관재인은 그 활동에 대해서 보수를 받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보수가 

충분히 보상이 아닐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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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한편 기촉법상 기업개선작업제도의 경우, ㉮ 대상채권자의 범위가 

국내의 금융채권자로 한정되어 있고 대상채무자의 범위도 채권금융기관

으로부터 받은 신용공여액의 합계가 500억 원 이상인 회사로 한정되어 

있으므로501) 그 외의 경우에는 동법이 적용될 수 없어 제도의 이용범위

가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게다가 동법은 그 효력시한이 제한되

어 있는 한시법이라는 측면에서 더욱 그러하다.502) ㉯ 한편 주채권은행

이 부실징후기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해당 기업에게 통보하면 채권금

융기관의 공동 관리로서 기촉법상 절차가 개시되고 그 이후 의사결정 과

정에서 해당 기업의 의사가 배제되므로 채무자 기업의 경영활동의 자유

와 주주권이 침해된다. ㉰ 그리고 금융채권자들은 사업에 관한 전문가도 

아니고 도산에 관한 전문가도 아니므로 이러한 전문성 결여와 더불어 위

험회피적인 금융기관의 특성까지 고려해 보면 결국 주요한 의사결정에 

있어 보수적이고 경직된 결정을 할 수밖에 없어 기업회생이라는 근본적

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게 된다. ㉱ 나아가 절차운영의 측면에서 보면 

채권금융기관의 개별적 의사와 관계없이 협의회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

고,503) 협의회가 다수결(총신용공여액의 3/4 이상의 신용공여액을 보유한 

채권금융기관의 찬성)로 채권재조정 등을 의결하는 경우 이에 반대하는 

채권금융기관이 채권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한 찬성으로 간주되어 

501) 기촉법 제2조 제1호 및 제4호.
502) IMF 사태 이후 부실기업에 대한 채권금융기관 주도의 기업구조조정을 촉

진하기 위하여 국회는 2001. 8. 14. 법률 제6504호로 기촉법을 제정하고 

2005. 12. 31.까지 동법을 한시적으로 운용하였으나 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채권금융기관의 자율적인 합의를 통한 기업구조조정의 관행이 제대로 정착되

지 아니한 관계로 2007. 8. 3. 법률 제8572호로 2010. 12. 31.까지 적용되는 

기촉법을 다시 제정하였다. 그 후 위 일자에 유효기간의 경과로 법률의 효력

이 상실되었다가 이후 워크아웃 추진과정에서 기업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채

권금융기관협의회의 의결에 반대한 채권금융기관 및 소액채권금융기관의 권

리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보완하여 2011. 5. 19. 법률 제10684호로 기촉법

을 다시 제정하였으며, 2014. 1. 1. 법률 제12155호로 동법의 효력시한이 

2015. 12. 31.까지 연장되었다. 
503) 기촉법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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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 의결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므로,504) 채권자의 자율성과 권리 침해

의 소지가 크다. 그리고 당해 절차는 이해관계자 중 1인에 불과한 주채

권은행이 주재하게 되는바505) 중립적인 절차진행과 공평한 이해관계 조

정의 측면에서 볼 때 상당한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다. 

 

   (2) 회생형 사업신탁의 특징 내지 장점

   회생형 사업신탁의 특징 내지 장점은 통합도산법상 절차와 기촉법상 

절차를 구별하여 검토할 수 있다. ① 먼저 통합도산법상 회생절차 및 파

산절차와 비교하여 보면, ㉮ 회생형 사업신탁의 경우에는 사적자치의 원

칙이 적용되어 당해 절차를 주관하는 주체(수탁자)의 선임, 부여되는 권

한, 절차의 진행방법 등에 아무런 제한이 없기 때문에 절차의 간이성, 

신속성 및 유연성을 도모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장점으로 인하여 비

교적 채권자간의 이해대립이 적은 중소형기업의 도산처리에 있어 본 제

도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 한편 만약 자기신탁형으로 신탁을 구

성하는 경우에는 절차개시에 관한 채무자의 저항이 적고 채무자가 수탁

자의 지위에서 사업을 계속 수행하게 되어 기존의 사업역량과 경영 노하

우를 살릴 수 있게 되므로 안정적으로 기업의 재건에 전념할 수 있게 된

다. 반대로 만약 타인신탁형으로 신탁을 구성하는 경우에도 당해 사업의 

전문가 내지 도산전문가에게 신탁하는 경우에는 이와 유사한 효과를 달

성할 수 있다. ㉰ 또한 절차진행에 관한 비밀이 유지되기 때문에 대외적

인 파급효과가 상대적으로 미미하게 되며, 우량사업부분을 열등사업부분

과 분리하여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수익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이 용이해 지기 때문에 신속한 경영 정상화를 도모할 수 있다. 나아가 

기업의 부채가 자동적으로 동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거래기업이나 

하청업체 등의 연쇄도산을 막을 수 있다. ㉱ 그리고 이러한 장점들이 복

합적으로 작용하여 종국적으로는 도산처리비용의 절감, 채권변제가능성

504) 기촉법 제18조 및 제20조.
505) 기촉법 제2조 제3호 및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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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증대506) 및 기업 활동의 계속이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도모할 수 있게 

되므로 사회적인 측면에서도 바람직한 귀결이 된다. 

   ② 다음으로 기촉법상 기업개선작업제도와 비교하여 보면, ㉮ 회생형 

사업신탁의 경우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범위가 제한되

어 있지 아니하므로 그 이용 영역이 상당히 넓게 되며, ㉯ 절차참가여부

와 절차의 내용은 모두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정하기 때문에(즉 누구라도 

절차에 참가하는 것은 강제 할 수 없고 중요한 의사결정이 다수채권자의 

투표에 의해서 좌우하는 것도 아니며 절차진행의 주체 또한 당사자들이 

자유롭게 선임한 수탁자가 된다), 채무자와 채권자의 권리 침해의 소지

가 적게 된다. ㉰ 한편 채권자가 수익권을 직접 인수하는 인수형 내지 

채권을 수익권으로 전환하는 전환형의 경우에는 채권자가 수익자의 지위

에서 각종 권리를 행사하여 채무자의 사업운영을 감독하게 되는 구조이

므로 채권자의 출자전환(debt-equity swap)507)과 유사한 기능을 하게 된

다.508) 그러나 출자전환의 경우에는 채권자의 지위가 주주로 전환되기 

때문에 채무자기업의 입장에서는 경영권을 위협받게 되고 채권자의 입장

에서는 수익이 불안정해지며 채무자기업의 부실이 심각할 경우 채권자의 

부실로까지 이어질 위험이 높게 된다. 반면 회생형 사업신탁에 있어서는 

506) 법적정리절차에 비해 사적정리절차의 경우가 채권변제가능성이 높다고 일

률적으로 볼 수 없고 구체적인 통계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기간의 장

단이나 관계인들의 협조성 등을 고려해 보면 대체적으로 후자의 경우가 채권

변제가능성이 높다(즉 고배당)고 보는 견해가 유력하다. 上野久德, 私的整理
の實情と問題點, 新實務民事訴訟講座 13 倒産手続, 日本評論社, 1981., 342頁 
이하 참조. 

507) 출자전환(debt-equity swap)이란 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채무자 회

사의 주식으로 전환시켜 채무자 회사의 금융비용을 절감시키는 한편 채무자 

회사의 영업을 계속 유지케 함으로써 그 결과 창출되는 미래현금흐름의 수익

가치를 채권의 추심재원으로 변경시키는 것을 말한다. 임종화, “회생채권의 

출자전환과 채무의 소멸범위”, 민사판례연구 제24집(1), 민사판례연구회, 

2010., 163면.
508) 출자전환은 통합도산법(제206조 제1항 및 제265조)과 기촉법(제2조 제7호 

및 제15조)에서 모두 허용하고 있는 제도이지만, 논의의 편의를 위해 기촉법

과의 비교 부분에서 설명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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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채무자기업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위

험을 부담할 가능성이 적다. ㉱ 또한 통합도산법 내지 기촉법상 출자전

환의 경우 출자전환으로 인하여 채권자의 채권은 소멸되었다고 보는 것 

일반적인 견해인데,509) 이렇게 해석할 경우 출자전환을 실행하는 채권자

의 진정한 의사(채권의 회수)를 왜곡하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왜냐하

면 채권자들은 금융기관인 경우가 대부분일 것인데 금융기관이 출자전환

을 실행하는 목적은 기업의 경영이 아니라 당해 채권의 회수에 있을 것

이기 때문이다). 반면 회생형 사업신탁의 경우는 채권이 수익권으로 전

환되는 전환형과 수익권이 담보적 기능을 하는 담보형이 있게 되는데 채

권자는 자신이 원하는 유형을 임의로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당해 절

차를 이용하는 채권자의 의사가 충실히 반영될 수 있다.  

   ③ 다만 이와 같은 장점은 별론으로 하고, 회생형 사업신탁을 이용할 

경우 채권자들 사이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 ㉮ 우선 신탁에 

참여하는 채권자(참여채권자)와 참여하지 않는 채권자(비참여채권자) 사

이에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사전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만약 

회생형 사업신탁이 개시되는 경우 모든 채권자에게 참여에 관한 의사를 

표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예를 들어 공고, 통지 등)가 제도

509) ① 통합도산법상 출자전환의 경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다18376 

판결[신주발행 방식의 출자전환으로 기존채권의 변제에 갈음하기로 한 경우

에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출자전환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기존채권의 가액

에 관한 약정 내지 합의가 없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을 기준으로 신주의 가액을 평가하여 그 평가액 상당의 기존채권

이 변제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참조. ② 기촉법상 출자전환의 경우 대법

원 2009. 10. 29. 선고 2007다6024,6031 판결[당사자 쌍방이 가지고 있는 같은 

종류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서로 대등액에서 소멸시키기로 하는 상

계계약이 이루어진 경우, 상계계약의 효과로서 각 채권은 당사자들이 그 계

약에서 정한 금액만큼 소멸한다. 이러한 법리는 기업개선작업절차에서 채무

자인 기업과 채권자인 금융기관 사이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주식을 발행하

여 주고 채권자의 신주인수대금채무와 채무자의 기존 채무를 같은 금액만큼 

소멸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상계계약 방식에 의하여 이른바 출자전환을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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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마련될 수 있다면 이와 같은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사후적인 측면에서 보면 만약 참여채권자들이 채

권행사를 유예하거나 이자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의사결정은 비참

여채권자들에게 유리한 조건이므로 손해가 없을 것이고 반면 채무자가 

참여채권자들에게만 변제할 목적으로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즉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감축하거나 변제 자력을 악화시키는 경우)에는 사해신탁에 

관한 법리 등을 이용하여 이를 저지할 수 때문에 어느 정도 보완장치가 

마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 한편 신탁에 참여하는 채권자들 사이의 

형평성 문제에 관하여 살펴보면 사전적으로는 신탁을 설정함에 있어 채

권자(수익자)들 사이의 이해관계를 세밀히 조정함으로써 이해충돌의 여

지를 줄이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사후적으로는 수탁자의 공평의무에 관

한 법리를 적용하여 이에 관한 수탁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키거

나,510) 일정한 범위 내에서 법원의 감독권(수탁자 해임권,511) 이익상반행

위 허가권,512) 신탁사무에 관한 검사권513) 등)의 발동을 촉구함으로써 이

러한 형평성 문제를 시정할 수 있을 것이다. 

510) 일본의 하급심 판결(東京地判 S56.4.27) 중에는 채권자위원장(사적정리절차

의 주관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회생형 사업신탁의 경우에는 수탁자와 유사한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다)이 비밀리에 일부 채권자에게만 채권 금액을 초과

하는 이익을 부여한 것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공정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

행 할 의무를 가진 자로서 현저하게 신의에 어긋나는 행위이다”고 판시하면

서 채권자위원장의 나머지 채권자들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있다. 이러한 법리는 수탁자의 주관하에 사적정리가 이루어지는 회생형 사업

신탁의 경우에도 준용하여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中田英幸, “私的整理
における信託”, 駒澤法学 第11巻 第3号, 駒澤大学 法学部, 2012. 1., 43頁. 

511) 개정 신탁법 제16조 제3항. 
512) 개정 신탁법 제34조 제2항. 
513) 개정 신탁법 제1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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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본조달형 사업신탁

   가. 의의

   자본조달형 사업신탁은 A사가 보유하고 있는 X사업을 신탁한 후 이

를 기초자산으로 하여 수익증권(유가증권)을 발행함으로써 자본을 조달

하는 사업신탁을 말한다. 구체적인 유형으로는 발행되는 수익증권의 성

격에 따라 ① 수익권이 회사의 주식과 마찬가지로 사업 자체에 대한 지

분권을 의미하는 지분형과 ② 수익권이 사업수익에 대한 이익분배청구권

에 그치는 이익분배청구권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한편 이 유형의 경우에도 자기신탁형과 타인신탁형의 활용이 모두 가

능할 것으로 보이며, 다만 자기신탁형으로 신탁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위

탁자가 수탁자의 지위에서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위탁자의 지배가 계속되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어 자산유동화거래

에서의 진정매매 해당 여부에 관한 쟁점이 대두될 수 있다.514)

   나. 기능 

   자본조달형 사업신탁은 대상사업에 내재된 가치를 증권에 화체하여 

이를 불특정 다수에게 유통시킴으로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으로서, 주로 사업신탁의 전환기능과 도산격리

기능이 작동하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에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가

지고 있다. ① 우선 사업신탁은 신탁재산을 위탁자로부터 분리하여 수탁

자(또는 사업신탁에게 법인격이 인정될 경우 사업신탁 자신)에게 그 소

유권을 이전하는 법률관계이므로, 그 결과 자산의 원소유자나 자산의 관

리자의 도산의 위험으로부터 신탁재산이 격리되는 효과를 가지게 된다. 

이와 같은 신탁재산의 독립성으로 인하여 신탁은 자산유동화의 필수 요

514) 井上聡, “自己信託による事業信託と倒産手続”, 事業信託の展望, 公益財団
法人トラスト６０, 2011. 4., 64-68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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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인 도산격리기능이 이미 제도적으로 구비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 이

에 자산유동화 거래에 적합한 지배구조와 운영시스템을 가진 별도의 유

동화기구를 신설하는 등의 복잡한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이 자본조달의 

사업구조를 설계할 수 있다. 특히 자기신탁 방식으로 신탁을 설정할 경

우에는 사업에 관한 각종 인허가 주체를 변경할 필요가 없고 위탁자가 

사업을 그대로 지배할 수 있으므로 사업의 연속성 및 지배권 보장이라는 

이점을 누릴 수 있다.515) 

   ② 한편 설계의 유연성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기초자산인 신탁재산의 

내용과 증권에 화체된 권리의 내용 등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수익증권을 

발행할 수 있으며 이에 서로 다른 기호를 가진 투자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위탁자가 특정한 사업 부분만을 분리하여 

자기신탁형으로 사업신탁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특정한 사업이 위탁자의 

다른 사업과 절연되는 효과를 가지게 되고 이에 수익증권 또한 그 특정

사업의 현재 및 미래가치만을 기초로 하여 발행할 수 있게 된다.516) 이 

외에도 신탁기간 중 신탁수익을 수취할 수 있는 권리(收益受益權)와 신

탁의 종료시 신탁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元本受益權)를 구

별하여 전자를 우선수익권으로 후자를 후순위수익권으로 구성한 후, 우

선수익권은 불특정 다수에게 매각하여 자금을 조달하는데 이용하고 후순

위수익권을 위탁자가 그대로 보유하여 사업신탁의 종료시 신탁된 사업이 

위탁자의 고유사업으로 복귀하게 되는 유형의 사업신탁의 구조도 설계할 

수 있다. 이처럼 자본조달형 사업신탁은 설계의 유연성을 바탕으로 하여 

기존 법제상 자본조달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다양한 투자기호를 충족할 

수 있는 제도적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다. 

515) 다만 신탁법상 수익자의 공익권과 수익증권 인수과정에서 수익자에게 부여

되는 권리에 따라 위탁자의 지배권 행사에 영향을 받을 수는 있다.  
516) 이는 특정사업부문의 가치와 실적에 따라 수익이 연동되도록 하는 트래킹 

주식과 유사한 구조의 자본조달방식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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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기존 제도와 준별되는 특징 내지 장점

   (1) 기존 제도의 문제점

   특정자산을 가치를 증권화하여 이를 기초로 자본을 조달하는 방식으

로는 현행 법제 하에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이하 “자산유동화

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자산유동화제도를 고려해 볼 수 있다. 동법에 

따른 자산유동화의 유형에는 유동화전문회사를 이용하는 유동화회사방식

(매매형 자산유동화)517)과 신탁업자 내지 신탁방식을 이용하는 유동화신

탁방식(신탁형 자산유동화)518)이 있는데, 자산유동화법은 ① 자산보유자

의 범위를 은행(특수은행 포함), 금융투자업자, 보험사업자, 상호저축은

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의 금융기관과,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토지주택

공사 등 국제적 신인도가 높은 법인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미리 정하

는 기준에 따라 인정하는 법인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 한정하고 있

고,519) ② 유동화자산의 범위를 “채권, 부동산, 기타의 재산권”으로 규

정하여 적극재산에 한하여 유동화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

으며,520) ③ 유동화전문회사의 업무의 범위가 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7가

지 업무로 엄격히 제한하는 한편,521) ④ 하나의 유동화기구는 하나의 유

동화계획에 따른 유동화만을 실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522) ⑤ 나

517) 자산유동화법 제2조 제1호 가목.
518) 자산유동화법 제2조 제1호 나목 내지 라목.
519) 자산유동화법 제2조 제2호. 이러한 자산보유자 열거주의는 동법상 특례조

항들이 특혜라는 관점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강희철⋅장우진⋅윤희웅, 

“자산유동화법에 의한 자산유동화의 한계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의 비정형유동화에 관한 고찰”, 증권법연구 제4권 제1호, 한국증권법학회, 

2003. 6., 189면.
520) 자산유동화법 제2조 제3호.
521) 자산유동화법 제20조 및 제22조.
522) 자산유동화법 제3조 제2항. 이와 같이 자산유동화법에서 복수 유동화계획

의 금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1개의 유동화전문회사가 복수의 유

동화계획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각 유동화계획에 속하는 자산의 구분관리 등 

복잡한 법률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그 경우에는 감독의 필요성이 높아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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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가 자산보유자가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유동화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자

산양도의 방식은 담보목적의 양도가 아닌 매매계약 등에 의한 완전매각

(true sale)에만 의하도록 하고 있다.523) 

   그러나 위와 같은 법적 제약으로 인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대두

되고 있다. ① 우선 자산유동화법은 자산보유자의 범위를 금융기관 내지 

신용도가 높은 기업 등에 한정하고 있는데, 보유자산을 기초로 하여 유

동화가 필요로 하는 기업은 대부분 신용거래(대출 등)가 쉽지 않은 기업

일 것으로 예상되고, 특히 자산유동화의 경우 자산보유자의 고유의 신용

등급과는 관계없이 유동화자산 자체에 관한 평가액으로 증권 등을 발행

하는 것이므로524) 자산보유자의 신용도가 투자자를 보호와의 상관관계가 

크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와 같은 자산보유자 열거주의는 동법의 

이용범위를 불합리하게 축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② 나아가 유

동화자산의 범위가 적극재산으로 한정되므로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이 융

화된 “영업”을 기초로 하는 자산유동화는 동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

고, ③ 유동화전문회사의 업무의 범위도 유동화자산의 양수⋅양도⋅위탁

⋅관리⋅운용⋅처분 등과 같이 유동화업무에 필요한 범위로 제한되기 때

문에 유동화자산을 보유함에 있어 일정한 인허가가 필요하거나 인허가의 

집합체가 하나의 재산권을 이루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동법에 의한 자산

유동화를 이용할 수 없게 된다.525) ④ 또한 신탁업자526)를 제외한 유동화

되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한다. 강희철⋅장우진⋅윤희웅, 위의 논문(전게주 

519), 187면.
523) 자산유동화법 제13조.
524) 자산유동화법 제33조.
525) 예를 들어 어느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휴양콘도미니엄시설을 유동화하기 

위하여 그 소유권을 자산유동화법상 유동화기구(회사 또는 신탁)에 이전하는 

경우 관광진흥법상 휴양콘도미니엄업에 관한 인허가는 자산보유자에게 있게 

되고 부동산의 소유권은 유동화기구가 보유하게 되는 분리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그런데 이와 같이 관광진흥법상 인허가를 받은 자가 관광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는 경우 후속 사업(분양 및 회원모집 등)을 진행할 수 없게 

되므로(법제처 06-0005, 2006. 3. 10.), 결국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자산유동화

법을 이용한 자본조달을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된다.
526) 신탁업자에게는 복수 유동화계획 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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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회사 등의 경우에는 복수의 유동화계획을 세울 수 없기 때문에 필요

시마다 자산을 추가⋅변경하거나, 새로운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거나, 조

건을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제약으로 인하여 

유동화증권을 발행할 때마다 유동화기구를 매번 설립하여야 할 수밖에 

없어 증권의 발행절차가 복잡해지고 자산관리비용이 증가하게 되며, 특

히 유동화자산의 규모가 협소하게 되어 자산가치의 안정적인 유지가 어

렵고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자산의 다양화를 통한 위험분산의 이점을 누

릴 수 없게 된다. ⑤ 한편 진정한 양도요건(true sale)의 경우는 매매계약 

등을 통하여 유동화자산을 자산보유자로부터 유동화전문회사 또는 신탁

으로 완전하게 이전되게 함으로써 유동화자산을 자산보유자의 도산위험

으로부터 완전하게 분리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그러나 자산유동화법은 

진정한 양도요건으로 간주하는 범주를 상당히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그 문언의 의미가 불분명527)한 측면이 있어(예를 들어 제13

조 제1호의 경우 “매매 또는 교환에 의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민법상 “매매”또는 “교환”과 같은 전형계약의 요소를 갖춘 

경우에 한정되는지 아니면 전형계약의 요소를 수반하고 있는 혼합계약의 

업자가 자산유동화를 하는 경우에는 자산을 추가⋅변경하거나 새로운 유동화

증권을 발행하는 등의 포괄적⋅단계적인 유동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처

럼 신탁을 이용한 포괄적⋅단계적인 유동화계획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모든 

자산집합 전체에 적용할 신탁계약(master agreement)을 체결하고 이 계약의 

적용 하에 개별계약을 체결하여 신탁목적물을 추가하며 신탁목적물이 추가될 

때마다 새로운 조건의 수익증권이 발행되고 각 신탁목적물은 그 전체로서 수

탁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에 현금흐름을 제공하고 그 담보로서의 기능하게 

되는 이른바 영미법상 마스터 트러스트(master trusts) 구조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마스터 트러스트는 신용카드 매출채권과 같이 대규모의 자산이 정기

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경우에 유리한 제도인데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구 

LG카드가 2004. 5. 28. 국내 최초로 방식으로 카드ABS(발행금액: 5,250 억 원)

를 발행한바 있다. 금융감독위원회 공시감독국, 국내최초의 Master Trust를 

이용한 ABS 발행, 한국개발연구원, 2004. 5. 25.
527) 윤부찬, “자산유동화와 진정한 매매의 법리”, 비교사법 제14권 제3호(하), 

한국비교사법학회, 2007., 1058-105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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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도 포함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아니하고,528) 같은 조 제4호의 경우 

“양수인이 양도된 자산에 관한 위험을 인수할 것. 다만, 당해 유동화자

산에 대하여 양도인이 일정기간 그 위험을 부담하거나 하자담보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험”, 

“일정기간”등의 의미가 모호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결국 이러한 제약 

내지 불명확성은 동법에 따른 자산유동화구조의 이용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2) 자본조달형 사업신탁의 특징 내지 장점

   앞서 본 자산유동화법상 자본조달제도와 비교하여 보면, ① 자본조달

형 사업신탁의 경우 자산보유자(위탁자)의 범위에 대한 제한이 없어 자

산유동화법상 자산보유자 자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를 이용할 

수 있고, ② 자산의 범위도 적극재산 뿐만 아니라 적극재산과 소극재산

의 유기적 결합체인 “영업”을 기초로 하는 자본조달도 가능하며,529) 

③ 수탁자의 업무범위도 자금조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범위로 한정

되지 않고 신탁계약에 의하여 자유롭게 설계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④ 

또한 이처럼 “영업”을 신탁하는 경우에는 (신탁계약에서 별도의 제한

을 두지 않는 이상) 영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산의 추가⋅변경이 자

유롭게 되며 순차로 발행되는 수익증권을 담보하는 것은 개별 신탁재산

이 아니라 전체 신탁재산이 되므로 자산의 다양화를 통한 위험분산과 자

산의 안정적 유지가 가능하게 된다. ⑤ 나아가 신탁재산의 독립성으로 

인하여 도산격리기능이 제도적으로 구비되어 있고 신탁법과 판례에 의하

여 확립된 신탁법리를 통하여 자산보유자와 수탁자의 신용위험을 절연시

킬 수 있으므로 자산유동화법상 진정한 양도요건과 같은 불명확한 기준

528) 이미현, “자산유동화와 진정한 매매”, 법조 제52권 제10호, 법조협회, 

2003., 128면. 
529) 다만 자본시장법 개정안에서는 “영업”을 자본시장법상 신탁재산의 범위

에 포함하고 있지 않고 있어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이에 관하여는 본 

논문 제3장 제4절 2.항에서 상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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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준수하기 위한 비용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다. 

   물론 현재 실무에서는 자본유동화법상 등록유동화제도의 문제점을 극

복하기 위하여 이미 다양한 유형의 비등록유동화{자산유동화대출(ABL)구

조,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구조, 현물출자구조, 합성구조 등}가 이용
되고 있으며 특히 등록유동화 중에서도 유동화신탁방식(신탁형 자산유동

화)이 잘 이용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신탁을 통한 자본조달구조의 

시장성에 우려를 표하는 견해도 있다.530) 그러나 자본조달제도의 법제화

라는 관점에서 보면 사업신탁은 비등록유동화에 비해 안정적인 제도적 

인프라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선호하는 투자영역이 있을 수 있

고, 나아가 자산유동화법상 유동화신탁과 비교해 볼 때 자산보유자의 범

위가 제한되지 않고 신탁의 유연성에 기초하여 증권발행의 신속화와 거

래비용의 최소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본조달형 사업신탁 나름

대로의 제도적 의의를 찾을 수 있다고 본다. 

7. 기타 유형의 사업신탁

   구조의 유연성(flexibility in design)의 관점에서 보면 신탁의 목적, 신

탁재산의 특정 및 이를 둘러싼 신탁관계인 간의 권리⋅의무관계 등을 어

떻게 정립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사업신탁을 설계할 수 있다. 이

에 앞서 본 유형 이외에도, ① 적대적 기업인수합병시 경영권 방어의 측

면에서 인수기업의 목표가 된 상대기업의 주요 사업부문을 신용할 수 있

는 제3자에게 잠정적으로 신탁함으로써 인수기업의 공격 의지를 좌절시

키는 유형, ② 개인 사업주가 자녀에게 경영권을 승계를 하고 싶으나 아

직 자녀가 미성년자여서 그 승계시기가 적절하지 않은 때에는 적절한 시

530) 민경배, “신탁회사의 현황 및 신탁법 개정”, 은행법연구 제5권 제1호, 은

행법학회, 2012. 5., 169면. 비등록유동화에 관하여는 김용호·이선지·유이

환, “비등록유동화거래의 실태와 법적문제”, BFL 제31호, 서울대학교 금융

법센터, 2008. 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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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 도래할 때까지 일정 기간 동안 제3자에게 잠정적으로 사업을 신탁

하는 유형,531) ③ 영국, 호주,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등 영미법계 국가에

서 이용되고 있는 사업증권화제도(whole business securitization)532)와 같

이 회사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 전체를 신탁하여 그 수익권을 담보로 

자본을 조달하는 유형, ④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동종업계의 소상인

들이 모여 자신들의 사업을 1인의 수탁자에게 신탁한 후 수탁자의 명의

로 영업을 수행함으로써 대규모 가맹점과 같은 규모의 경제를 도모하는 

유형 등의 다양한 사업신탁이 형성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531) 田中和明, “新信託法制に関する実務的考察”, 一橋大学校 博士学位論文, 

2009. 
532) 사업증권화제도(whole business securitization, WBS)는 1990년대 중반에 양

로원(nursing home) 사업을 증권화한 영국의 사례에서 시작된 것으로 이후 

호주,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등 영미법계 국가에서 주로 이용되고 있는 자본

조달방식이다.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Benedict Pfister, “Special Report: 

Whole Business Securitizations: A Unique Opportunity for UK Assets”, 

MOODY’S INVESTORS SERVICE, Oct. 19, 2000; Claire A. Hill, “Whole 

Business Securitization in Emerging Markets”, Duke Journal of Comparative 

and International Law, Vol. 12:2(2002)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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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독자적인 사업신탁법을 제정하여 선진적인 제도를 운영

하고 있는 미국과 싱가포르의 입법례를 살펴본 후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입법론)에 관하여 검토하였으며, 이에 더하여 사업신탁제도의 기업조직

으로서의 활용방안에 관하여 고찰해 보았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요약하

면 다음과 같다. 

   전통적으로 신탁에 관한 법제와 이론들은 신탁이 위탁자, 수탁자 및 

수익자가 신탁재산을 둘러싸고 3면 구도를 형성하는 계약이라는 관점에

서 접근하여 왔으며, 우리나라의 학설과 판례 또한 수탁자가 신탁재산에 

대한 대내외적인 소유권을 갖고 신탁의 목적 범위 내에서 신탁재산을 관

리하여야 하는 제한만을 부담한다는 채권설에 입각하여 관련 법리를 발

전시켜 왔다. 그러나 “일정한 영업목적을 위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

로서의 재산을 신탁재산으로 하여 수탁자가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이익의 

창출을 위한 기업조직적 기능을 수행하는 신탁”인 사업신탁의 경우에는 

운용기능, 재산분리기능, 전환기능 및 도산격리기능을 바탕으로 하여 다

양한 유형의 기업조직(사업개시형, 사업재편형, 사업제휴형, 회생형, 자본

조달형 등)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기업조직적 특성은 기

존의 계약법적 사고방식으로는 명쾌하게 설명되기 어렵다. 

   따라서 법제도적⋅정책적인 관점에서 볼 때 사업신탁에 있어서는 기

존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기업조직법적인 패러다임을 적용한 독자적인 

입법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에 ① 우선 입법의 범위를 설정함에 있어서

는 현재 신탁제도를 규율하고 있는 신탁법 및 자본시장법과의 관계를 조

율할 필요가 있고, ② 법률관계의 간명화와 기업조직의 핵심적 특성인 

재산분리기능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기능적 수단으로서 사업신탁

에 대하여 독립된 법인격을 부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구체적

인 입법 내용으로는 ③ 다방면에서의 사업신탁의 활용가능성을 도모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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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수탁자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확대하여야 하며, 신탁의 목적 및 

신탁사무의 내용에 따라 수탁자의 역할과 기능이 세분화될 것이므로 개

별⋅구체적인 사안에 있어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수탁자의 권리

⋅의무의 구성에 유연성을 기해야 할 것이다. ④ 또한 사업신탁에 있어 

사적자치가 남용될 경우 투자자인 수익자의 권리를 해할 가능성이 있으

므로 이에 대한 보호 장치로서 수탁자에 대한 적절한 지배구조를 확보하

고 이해상충에 대한 규제 및 수탁자의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를 마

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⑤ 신탁설정시의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소극재산 및 고용관계의 승계에 관한 절차와 효과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여야 하고, ⑥ 자본조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익증권의 상

장을 허용하여야 하며, ⑦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제도인 시리즈 신탁 및 

조직변경⋅합병제도의 도입 여부에 관한 검토도 병행할 필요도 있고, ⑧ 

과세의 측면에 있어서는 조세의 공평과 제도의 촉진이라는 이념을 조화

롭게 실현할 수 있도록 사업신탁의 유형을 신탁의 내용, 특성 및 신탁과

세이론에 적합하게 분류하여 이에 상응하는 신탁세제를 체계적으로 정비

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입법과정에 있어서는 오랜 기간 축적된 판

례법을 바탕으로 사업신탁에 독자적 법인격을 부여하는 혁신적인 입법을 

한 미국의 USTEA와 사업신탁의 기업조직적 특성에 주목하여 이를 정책

적으로 활성화하고 있는 싱가포르의 BTA를 참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개정 신탁법이 사업신탁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다양한 기업조직제도를 

제공함으로써 공동기업구조에 관한 국민의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한 것

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계약법적 사고가 반영된 

기존의 신탁법 체계 내에 기업조직법인 사업신탁에 관한 법제를 두는 것

은 물과 기름과 같이 정합적인 체계라고 볼 수 없으며 이에 사업신탁제

도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사

업신탁만의 독립된 법률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법제의 신설과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 사업신탁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킨다거나 즉각적인 

시장의 변화를 가져오기는 힘들겠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사업신탁제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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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을 위해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은 높다고 할 수 있다. 나아

가 신탁법제가 비록 영미법에서 시작된 제도이기는 하지만 대륙법계 국

가에서도 이를 수용하여 나름대로의 법리를 구축할 만큼 법제의 장벽을 

넘는 보편화된 기업조직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사업신탁법제를 정비

하는 것은 해외 자본을 유치함에 있어서도 바람직한 방향이 될 수 있다

고 본다. 이에 앞으로 기업조직으로서의 사업신탁의 활용과 독자적인 입

법에 관한 논의가 활성화되기를 바라며 이러한 논의에 본 논문이 조금이

나마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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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 Ascendas Hospitality Tru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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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 CDL Hospitality Tru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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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6. CitySpring Infrastructure Tr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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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7. Far East Hospitality Tr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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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8. Hutchison Port Holdings Tr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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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Business Trusts

- Focusing on Legislative Direction 

and Utilization -

Hae In You

College of Law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raditionally in Korea, trusts are simply regarded as financial vehicles 

and only utilized in a very limited areas. As a result, trusts could not 

have attracted academic interests that much and the researches have 

mainly conducted in a viewpoint of administrative law instead of civil 

law. On the other hand, in the birthplace of trust system, the 

Anglo-American legal world, due to the flexibility in design, trusts, 

especially business trusts, have been recognized as alternative business 

organizational forms to the traditional ones, like corporations and 

partnerships, and used in various areas for over a hundred years. 

Futhermore, both Singapore and Hong Kong, which are currently 

ranked as the world’s top leading financial centers, now not on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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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mit business trust as a business form in the legal context, but also 

actively promote and open their stock exchanges up for business trust 

listings.

  In the year 2011, the Korean trust law revised on the whole and 

adopted a variety of provisions which opened doors to the formation of 

business trust. So this thesis outlines a research agenda for the study 

of the business trust as a mode of business organization which includes 

inter alia an examination of the following areas: (1) the examination of 

business trust legislations of the United States and Singapore, and with 

this comparative study, the consideration of what the legislative 

direction of the Korean trust law should be; and (2) the possible 

utilization of the business trust as a form of business organization.

  To provide a basic introduction, business trusts, although including a 

term “trusts”, have more similarities to corporations than to 

traditional trusts. According to the structure of traditional trusts, a 

settlor does not get compensated for the property transferred to the 

trust, however, that of a business trust gets compensated in the form 

of transferable securities because the main purpose of it is managing 

and operating business and extracting commercial interests from it. So 

with these attributes of the business trust as a business organization 

which encompass the function of business-managing, asset-partitioning, 

character-switching and insolvency protection, it is expected to be 

widely used for the purpose of managing and operating business as a 

whole in the field of start-up, affiliation, merger and acquisition, 

reorganization, capital-raising and so forth. 

  However, in order to realize the potential advantages of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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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ust, it seems to be supported by its own legislation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organizational law. For instance, in the United 

States, business trusts were historically governed under traditional 

common law principles in spite of their originality and long existence. 

But this legislative policy had induced lots of un uncertainty over the 

legal status of the business trusts and brought about declination as a 

mode of business organization over the course of the twentieth 

century. To address this legal uncertainty surrounding business trusts 

and remove disadvantages associated with common law principles of 

trusts, many states in the United States have recently passed statutes 

regulating business trusts. Furthermore, as part of effort to provide 

up-to-date uniform acts for business organizations, the National 

Conference of Commissioners on Uniform State Laws approved the 

Uniform Statutory Trust Entity Act(“USTEA”) in 2009. Under USTEA, 

a business trust is formed by the filing of a certificate of trust by a 

public official, typically the Secretary of State, in the public record. so 

it is called as a “statutory trust.” A statutory trust is a juridical 

entity, separate from its trustees and beneficial owners, that has 

capacity to sue and be sued, own property, and transact in its own 

name. 

  As for an another advanced legislation of business trusts, Singapore 

was the first Asian country to introduce the concept of business trusts 

with the passage of the Business Trusts Act(“BTA”) in 2004. The 

motivation for Singapore to enact the Act was probably to provide a 

numerous ways to start a business in the country. Even though the 

BTA definition of business trust is also similar to the definition of 

common-law trust in the U. S. legal context, the most distinctive 

advantage of business trust in Singapore is that unitholders themsel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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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 protected, enjoying limited liability and the BTA clearly prohibits 

creditors of unitholders of the registered business trust in question 

from seizing the business trust’s property. Besides enjoying these 

benefits, distributions can be made out of any operating cash-flows, 

giving the business trust more flexibility than corporations.

  To sum up the review of the policy trends in the two counties, this 

comparative analysis gives an instinctive idea that the independent 

legislative scope of the business trusts, apart from traditional trusts, 

would need to be set and most significantly the newly created business 

trust act should include a provision that grant an business trust its own 

legal entity. On top of that, the legislative authority would better 

consider adopting various promotion policies as follows; (1) securing 

flexibility in fiduciary duties and rights, (2) reinforcing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the beneficiary, (3) modifying the succession system of 

negative properties and employment, (4) introducing the unprecedented 

concepts such as series trusts, conversion and merger of trusts, (5) 

reorganizing the tax system, etc. 

  Although the objective of the revised Korean trust law is to promote 

trusts in various areas but it might be still captured by the traditional 

mind-set and fail to highlight the unique features of business trust as a 

form of business organization. From now on, further studies are needed 

to demonstrate the plausible benefits and distinctive characteristics of 

business trust and the proper legislative system should be ready for 

implementing this system more effectively. Last but definitely not least, 

with regard to business trust, paradigm shift, viewing it not as a mere 

contract but as an business organization, is positively requ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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