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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자본시장에서 사채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은 은행으로부터의 대출과 

함께 회사의 중요한 자금조달의 방법 중 하나이다. 산업구조의 변화나 

국내외적인 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회사가 채무재조정을 하여야 할 필

요성은 특정한 경제위기나 금융위기가 아니더라도 상시화되고 있다. 이

에 따라 금융기관채권자와의 채무조정 이외에 사채권자와의 채무조정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사채권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사채권자가 효율적으로 권리행사를 하기 위한 법적, 사회적 기반의 점검

이 필요하고, 채무재조정이 필요한 경우 사채권자의 권리변경에 관한 기

본원칙과 권리변경의 한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사채권자의 권리행사나 권리변경에 적용되는 법률 및 

계약상 규범을 분석하기 위하여 미국, 영국, 독일, 스위스, 일본의 경우를 

비교법적으로 검토하였다. 그러한 검토·분석을 통하여 채무재조정국면

에서 사채권자의 권리행사와 권리변경에 관한 이론적 틀을 정리하고, 한

국법상의 적용규범 및 해석론과 함께 사채권자의 권리보호와 효율적인 

채무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개선사항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하였다.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와 개별적인 계약관계를 맺고 있으므로, 개별적

으로 사채권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집단행동의 문

제(무임승차)로 인하여 사채권자의 권리행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사채관리회사제도가 주로 이용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를 통하여 사채권자의 권리행사가 

이루어진다. 다만, 사채권자의 관점에서 볼 때 집단행동의 문제가 발생하

지 않는 경우에는 사채권자의 개별적 권리행사가 허용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상법상 조직재편시 반드시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를 통하여 채권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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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를 제기하여야 하는 현행 상법은 재검토가 필요하다. 한편, 집단적인 

법률효과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채관리회사의 약정권한을 확장하여 집단

행동의 문제를 극복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표준사채관리계약상 기한

이익상실의 선언은 미국이나 영국에서 발달되어 온 국제적인 표준신탁증

서에 따라 사채관리회사의 권한으로 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사채권자

의 권리행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채권자간의 의사소통을 원활

히 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회사가 재무적 어려움에 처한 경우 선제적 채무재조정을 통하여 도

산을 피하는 것이 회사와 사채권자에게 모두 이득이 된다. 하지만, 집단

행동의 문제와 죄수의 딜레마로 인하여 개별적인 사채권자의 의사결정에 

따른 채무재조정은 실패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원리금 감축 등에 대하여 

개별 사채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법제를 가진 미국에서는 탈퇴동의

(exit consent)와 결합된 교환공개매수(exchange offer)가 발달되어 왔다. 한

편,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를 통하여 사채에 대한 채

무재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에서 사용되는 출자전환을 통한 채무

재조정은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와 신주발행이 결합된 형태이다. 본 논문

에서는 이러한 채무재조정기법의 유형과 방법 및 사채권자의 권리보호에 

관련된 쟁점들을 검토하였다. 채무재조정에서 다수사채권자의 권리남용

을 막고, 사채권자의 권리보호를 하기 위한 장치로 사채권자집회의 결의

에 초다수결 결의요건을 도입하고, 사채권자집회 결의에 대한 법원의 인

가기준을 구체화하여 법원에 의한 통제를 강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채무재조정 국면에서 사채권자 권리의 실질적인 보호를 위하여 이사의 

의무와 책임을 강화하여야 하는지 검토하였다. 미국과 영국에서의 논의 

및 EU구조조정지침상의 이사의 의무를 분석하고, 상법상 이사에게 채무

재조정의 국면에서 사채권자의 이익을 고려할 의무를 명시할 것을 제안

하였다. 한편, 채무재조정시 사채권자의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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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권자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주요어: 채무재조정, 사채권자, 사채권자집회, 집단행동, 사채관리회사, 

기한이익상실, 개별권리행사금지조항, 채권자이의, 탈퇴동의, 교환공개매

수, 신용파생거래와 空채권자, 출자전환, 채권자에 대한 이사의 의무  

 

학번: 2006-3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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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제1절 연구의 대상과 목적 

1. 연구의 대상 

회사가 자본을 조달하는 수단은 주식을 통한 자기자본 조달과 부채

를 통한 타인자본 조달로 나누어진다. 타인자본 조달은 다시 크게 은행 

등 금융기관과의 사적 계약을 통한 대출과 자본시장을 통한 회사채 발행

으로 나누어진다. 은행은 대출시 채무자인 회사와의 협상을 통하여, 회사

(주주)와 채권자간의 대리인 문제로부터 자신의 이익을 보호할 장치를 

대출계약에 둘 수 있다. 하지만, 사채권자는 정보입수 및 평가능력의 부

족과 소액 투자자의 무임승차의 문제로 채무자인 회사와 자신의 이익을 

사전적으로 보호할 계약조건을 협상할 위치에 있지 않는 경우가 많다. 1 

또한, 대출은행은 대출계약상 채무자에 대한 제한약정(covenant)을 두어 

기회주의적 행동을 방지하고 그 위반 여부를 계속 모니터링하여 신용위

험의 상승에 대비할 수 있다. 그러나, 분산 발행되어 전전유통되는 회사

채의 경우에는 다수의 사채권자들이 신용위험의 모니터링 역할을 하기에 

어려움이 크고, 불특정 다수의 사채권자가 동일한 내용의 사채를 증권의 

형태로 보유하므로 사채권자의 집단적인 의사결정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

한다.2  따라서 본질적으로 계약관계인 회사와 사채권자의 관계에 대하여 

계약상의 규율에 그치지 않고 회사법이나 금융규제법상의 규율이 필요하

게 된다. 특히 사채권자의 권리보호와 관련하여 사채권자의 집단적인 의

사결정의 메커니즘과 그 한계 및 사채권자의 권리의 개별성과 집단성에 

 

1) 박준(2012), p.17 

2) 박준(2017), pp.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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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사채권자의 권리 중에서 사채권자가 회사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거나 사채의 만기 이전에 회사의 재무사정의 악화로 인하

여 사채권자의 권리를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에 어떠한 법적 규범과 기준

이 적용되어야 하는지를 검토한다. 사채권자의 권리행사와 권리변경과 

관련하여 주된 연구의 대상으로 삼은 부분은 다음과 같다.  

가. 집단적 의사결정의 분석   

사채권자는 회사에 대한 채권자로서 원칙적으로 회사에 대하여 개별

적 채권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불특정 다수의 사채권자가 동일한 내용

의 권리를 가지고 있고, 사채의 자유로운 전전유통에 의하여 사채권자가 

수시로 변동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므로, 사채권자의 권리관계를 

획일적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실정법 및 계약상 규율이 여러 가지 형태로 

존재한다.   

영미법계 국가의 경우 사채권자는 수탁자를 통하여 발행회사에 대하

여 권리행사를 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고, 대륙법계 국가의 경우 사채권

자집회라는 장치를 통하여 사채권자의 집단적 권리관계를 규율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3  그러나, 수탁자 또는 사채권자집회를 통한 집단적인 

권리 규율이라는 현상 자체가 사채권자의 단체성을 논리 필연적인 전제

로 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사채권자집회는 사채권자들을 위한 상시적인 의사결정기구가 아니라 

법률상 또는 계약상 정해진 사항에 대하여 단체적 의사결정을 하는 임시

적 합의체이다. 따라서,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를 거쳐서 단체적 의사결정

 

3 ) 鴻常夫(1958), p.166에서는 영미법계의 수탁자제도나 대륙법계의 사채권자집회제도 모

두 개별 사채권자가 권리행사를 하도록 할 경우 사채권자의 권리보호가 불충분할 가

능성이 있다는 전제하에 사채권자 보호를 위한 사채관리의 방식을 법제도에 따라 달

리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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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여야 하는 것은 단체적인 의사결정이 사채권자의 권리보호를 위하

여 필요하거나, 단체적 의사결정이 가장 효율적인 의사결정방식인 경우

에 한정되어야 할 것이다.  

사채권자집회에서의 의사결정은 일반적으로 다수결에 의한 의사결정

을 따르게 된다. 다수결에 의한 의사결정은 단체내에서 다수자의 의견으

로 소수자를 구속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사채권자의 권리행사 또는 권

리변경의 국면에서 다수사채권자의 의사에 따라 획일적으로 권리관계를 

정하는 것이 개별적인 사채권자의 의사결정에 비하여 우월한 의사결정방

법인지 여부의 검토가 필요하다. 즉, 사채권자의 권리행사를 단체적 의사

결정에 의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단체적 의사결정에 의한 권리행사가 개

별적인 권리행사보다 효율적인지 여부의 관점에서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회사의 채무재조정의 국면에서 원리금 지급시기의 연장이나 원리

금의 감축 등을 통하여 사채권자의 권리를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 다수

결에 의한 의사결정은 소수자의 권리남용을 억제하는 유용한 의사결정방

법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다수결에 의한 의사결정시 다수결의 남용을 방

지하고 소수사채권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를 함께 검토할 필요

가 있다. 

나. 사채권자의 개별적인 권리행사의 범위  

사채권자의 권리행사는 (i) 채권자로서 일반적인 계약상 권리를 행사

하는 경우와 (ii) 법률의 특별한 조항에 의하여 부여되는 권리를 행사하

는 경우로 유형화될 수 있다.  전자는 다시 계약상 이미 발생한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와 계약상 기한이익상실의 선언 등을 하거나 계약상 사전

적으로 정한 바에 따라 조기상환을 청구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한편, 사채권자에게도 실정법의 특별한 조항상 채권자 일반에게 주어지

는 권리가 부여된다. 그 예로서 합병 등 조직재편시의 채권자 보호조치

의 청구나 사해행위취소 등을 들 수 있다. 자본감소, 합병, 분할합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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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상법상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에게는 변제하거나 상

당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개별적인 법적 보호를 부여하고 있지만(상법 제

232조, 제439조 제2항, 제527조의 5, 제530조의11 제2항), 사채권자의 경

우 합병 등에 대한 이의를 제출할 때 다른 채권자와는 달리 회사의 획일

적인 권리관계의 처리를 위하여 반드시 집단적으로 의사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다(상법 제530조 제2항, 제439조 제3항).  그러나, 일반 채권자에

게 부여된 권리행사 여부를 개별 사채권자가 결정하도록 하지 않고 사채

권자집회를 통한 집단적 의사결정과정을 거치도록 강제하는 것이 타당한

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4  

본 논문에서는 사채권자의 권리행사의 유형에 따라서 사채권자의 개

별적인 권리행사가 원칙인 경우와, 사채권자집회 또는 수탁자를 통한 집

단적인 권리행사가 원칙인 경우의 외국 입법례를 비교 검토한 후, 현행 

상법 및 표준사채관리계약상 규율하고 있는 사채권자의 권리행사방법의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다. 사채권자의 권리변경   

사채권자의 권리변경은 (i) 사채의 원금, 이자, 만기 등 사채의 지급 

조건의 변경과 (ii) 사채계약상의 제한약정(covenant)이나 권리행사요건 등 

지급조건 이외의 기타 조건 변경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지급조건의 변

경은 일반적으로 회사의 재무사정의 악화로 인하여 만기를 연장하거나 

원리금을 감축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므로 사채권자의 권리에 중대한 영향

을 미치는 사항이다.  한편, 지급조건 외의 기타조건 변경이 필요한 경우

는 회사의 재무사정 악화와 관계없이 회사의 인수, 합병 등이 계약상 제

한되거나, 새로운 사업을 위하여 추가로 자금조달을 받는 것이 재무약정

 

4) 박준(2017), p.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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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ncial covenant)을 위배하기 때문에 합병 등 조직재편 전에 기존의 제

한약정을 변경하는 경우가 많다. 한편, 회사의 재무사정 악화로 인하여 

사채의 교환공개매수(exchange offer)나 공개매수(tender offer)를 하면서 새

로운 채무부담을 위하여 제약이 되는 기존의 사채의 제한약정을 변경하

는 경우도 있다.  

회사의 재무사정의 악화와 관계없는 사채조건의 변경이 다수결 결의

의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없다. 다만 그러한 권한을 사채관리회사나 수탁자에게 전속적으로 부여

할지 여부는 계약조건상 달리 정할 수 있다. 그러나, 회사의 재무사정 악

화로 인하여 사채권자의 권리변경을 하여야 하는 경우, 특히 원금의 감

축이 필요한 경우의 규율에 대하여는 입법례에 따라 권리변경의 방법 및 

조건을 달리한다. 각국의 입법례는 상법이나 사채법상 사채의 원금감축

을 인정하지 않고 이를 도산법의 영역으로 규율하는 경우(예를 들면 미

국, 스위스)와 상법 또는 계약법의 영역에서 규율하는 경우(예를 들면 독

일, 영국)로 나누어진다. 한편, 실정법 또는 계약법상 원금감축을 인정하

는 경우에도 한국, 일본의 경우와 같이5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대한 법

원의 인가제도를 두어 다수결 결의의 절차적, 내용적 정당성을 심사하는 

경우와 독일과 같이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만으로 권리변경을 가능하게 하

는 경우가 있다. 회사의 재무사정 악화로 인한 채무재조정의 방법은 사

채권자집회의 결의에 의한 권리변경부터 도산법상의 회생절차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존재하지만, 사채권자의 권리를 변경함에 있

어서 회사와 다수사채권자의 강압적이고 남용적인 채무조정으로부터 소

수사채권자를 보호할 필요성은 동일하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5 ) 상법과 일본 회사법상 사채권자집회의 권한에 원본감축이 포함되는지에 대하여는 논

란의 여지가 있다. 일본 회사법상 관련 논의는 제3장 제3절 3. 다. (2) (라), 상법상 관련 

논의는 제3장 제3절 3. 라. (2) (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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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사채권자의 권리변경의 절차와 방법 및 내용적 한계에 대

하여 검토하기로 한다.  

2. 연구의 목적 

자본시장에서 사채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은 은행으로부터의 대출과 

함께 회사의 중요한 자금조달의 방법 중 하나이다. 산업구조의 변화나 

국내외적인 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회사가 채무재조정을 하여야 할 필

요성은 특정한 경제위기나 금융위기가 아니더라도 상시화되고 있다. 이

에 따라 금융기관채권자와의 채무조정 이외에 사채권자와의 채무조정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사채권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사채권자가 효율적으로 권리행사를 하기 위한 법적, 사회적 기반의 점검

이 필요하고, 채무재조정이 필요한 경우 사채권자의 권리변경에 관한 기

본원칙과 권리변경의 한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사채권자의 권리행사나 권리변경에 적용되는 법률 및 

계약상 규범을 분석하기 위하여 미국, 영국, 독일, 스위스, 일본의 경우를 

비교법적으로 검토하였다. 그러한 검토·분석을 통하여 채무재조정국면

에서 사채권자의 권리행사와 권리변경에 관한 이론적 틀을 정리하고, 한

국법상의 적용규범 및 해석론과 함께 사채권자의 권리보호와 효율적인 

채무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개선사항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하였다.  

제2절 논문의 구성  

제1장에서는 사채권자의 단체성과 집단적 의사결정을 논하기 위한 

배경으로 우선 집단행동의 문제인 집합재에 대한 무임승차와 죄수의 딜

레마 이론을 소개하고, 사채권자의 집단행동을 구현하는 한국법상 사채

권자집회와 사채관리회사제도에 대한 개관을 한다. 또한 향후 비교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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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의 전제로서 본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중요국가의 사채법제를 신탁

구조를 이용하는 영미법계(영국, 미국)와 사채권자집회를 이용하는 대륙

법계(독일, 스위스, 일본)로 나누어 소개한다.  

제2장에서는 사채권자의 개별적인 권리행사의 범위를 상법상 사채관

리회사가 사채관리에 대한 법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우와 약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우로 분류하여 각각의 경우 개별 사채권자와 사채관리회

사간의 권한의 분배에 대하여 비교법적으로 검토하였다. 개별 사채권자

의 권리행사의 범위는 국가마다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법률상 제한(예를 

들면 신탁구조의 사용) 또는 계약상 개별권리행사금지조항(no action 

clause)6을 통한 제한이 없는 이상 사채권자의 권리행사는 원칙적으로 사

채권자의 개별적인 권리임을 보이고자 하였다. 또한, 회사의 조직재편 또

는 지배권변경시 사채권자의 계약상 권리를 검토한 후, 조직재편시 실정

법상 채권자보호를 하는 경우 사채권자의 보호장치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사채권자의 권리행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사채권자간의 의

사소통을 위한 법적 장치와 사채권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제안을 하였다. 

제3장과 제4장에서는 회사의 채무재조정(restructuring) 7  국면에서 사

채의 지급조건변경을 위한 방법과 절차 및 사채권자 권리의 실질적 보호

 

6 ) 영미법상 신탁증서에서 주로 사용되는 no action clause는 일반적으로 부제소조항으로 

번역되지만, 그 실질적 내용은 사채권자가 직접 권리행사를 하기 전에 수탁자에게 권

리행사를 촉구하는 절차를 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개별권리행사금지조항

으로 번역하기로 한다. 개별권리행사금지조항에 대한 논의는 제2장 제3절에서 각 국가

별로 검토한다.  

7 ) Restructuring은 회사가 재무적 위기로 인한 도산위기를 극복하고 계속기업으로 존속하

기 위하여 회사의 채무조정, 인력감축, 사업매각 등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회사의 

영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기 위한 전반적인 노력을 지칭한다. 본 논문의 주제는 전반

적인 구조조정이 아니라 구조조정 중에서 debt restructuring의 일환인 사채의 지급조건

변경에 대한 것이므로 restructuring 혹은 debt restructuring을 채무재조정 또는 채무조정

으로 지칭한다. 다만, 일본에서는 restructuring을 사업재생으로 지칭하므로, 일본의 제도

를 칭할 때는 경우에 따라 사업재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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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제3장에서는 채무재조정을 위한 사채의 지급조건변경의 방법과 절차

를 유형화하여 검토하였다. 사채권자의 개별적 의사결정에 의하여 지급

변경을 하는 방법으로 교환공개매수제도를 검토하고, 사채권자의 집단적 

의사결정에 의하여 지급변경을 하는 방법으로 도산절차 내외의 제도화된 

채무재조정절차와 사채권자집회제도를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사채권자

의 개별적 의사결정과 집단적 의사결정이 혼합된 방법인 출자전환제도를 

검토하였다. 교환공개매수(exchange offer)의 경우 개별 사채권자의 의사결

정에 따르므로 사채권자의 동의거부(hold out)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개별 사채권자의 의사결정에 외부적 영향을 주는 방법으로 미국에서 발

달된 탈퇴동의(exit consent)와 결합된 교환공개매수에 대한 논의를 검토하

였다. 또한, 탈퇴동의와 결합되지 않은 단순교환공개매수가 사채권자집회

의 결의를 통한 채무재조정방법의 대안이 될 수 있는지도 검토하였다.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의한 지급조건의 변경과 관련하여 외국의 제도화

된 채무재조정제도와 사채권자집회 제도를 검토한 후 상법상 사채권자집

회의 권한에 원본감축권한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였다. 또한, 현행 

상법상 특별결의요건이 사채권자 권리보호에 충분한지 여부 및 특수관계

인의 의결권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출자전환과 관련하

여서는 신주발행가격과 출자전환 대상인 사채의 가치평가에 대한 외국의 

논의를 검토하고, 한국법상 관련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과 상법의 해석론

을 제시하였다.  

제4장에서는 사채의 지급조건변경과 관련하여 사채권자 권리의 실질

적 보호방안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채무재조정 국면에서 사채권자의 지

급청구권에 대한 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주주나 다른 채권자로 

부의 이전(transfer of wealth)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채권자의 권리를 보

호하기 위한 장치를 검토하였다. 우선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대한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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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립하기 위하여 외국의 제도를 검토하고 상법

상 사채권자집회제도를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채무재조정 국면에서 주주

와 사채권자간의 이익충돌(conflict of interest)8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이사

가 적극적으로 채무재조정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채무재조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사채권자의 이익을 고려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비교법적으로 검토하고 상법의 해석론 및 입법론을 제시하였다. 또한, 채

무재조정시 사채권자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조치로써 대표사채권자제도

의 개선을 제안하였다.  

결론에서는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고, 결론을 제시하였다.  

  

 

8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서는 이해상충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자본시장법 제44조, 제45조등), 본 논문에서 논의하는 conflict of interest

는 자본시장법상 규율대상인 이해상충에 한정되지 않으므로 이익충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이익충돌의 일반적인 개념에 대하여는 김정연(2018), pp.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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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사채권자의 권리행사 및 변경에 대한 일반론  

사채의 특성상 사채권자의 집단적인 권리행사의 효과는 사채권자 전

체에게 효력이 발생한다. 그런데, 집단행동의 문제로 그러한 권리행사가 

전체 사채권자에게 유리하더라도 개별 사채권자가 집단적인 의사결정에 

참여할 가능성이 낮다. 이에 따라 실정법이나 계약상 이러한 집단행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전체 사채권자를 위하여 권리행사를 할 권한

을 가진 사채관리회사나 수탁자, 또는 대표사채권자를 두는 경우가 많다. 

아래에서는 우선 집단행동의 문제에 대한 일반론을 간략히 소개하고, 그

러한 집단행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제도인 상법상 사채관리회사제도와 사

채권자집회제도를 살펴본 후, 외국의 제도를 살펴본다. 외국의 제도는 신

탁제도를 이용하는 영미법계와 사채권자집회제도를 이용하는 대륙법계로 

나누어 살펴본다.  

제1절 집단행동의 문제  

집단행동의 문제(collective action problem)는 경제학자인 Mancur Olson 

교수가 1965년 발간한 “The Logic of Collective Action”이라는 저서에서 처

음 제시한 문제이다. 9  Olson은 개인들이 공동의 목적을 위하여 이익집단

을 형성하여 공동으로 원하는 목적을 추구한다는 당시의 집단행동의 이

론의 전제에 대하여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면서, 개개인이 합리적으로 

행동을 할 경우에는 이익집단이 자동적으로 조직되지 않으며 개별 회원

들이 항상 공동목표를 추구한다는 보장이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Olson의 

주장은 당시 집단행동 연구의 근간을 흔든 획기적인 이론으로, 그 이후 

 

9 ) Olson, 최광·이광규 역(2013), p.vii-viii. 이 논문에서는 Olson교수의 1965년 판에 부록을 

첨가하여 재발간한 1971년 판 Olson(1971)과 동 1971년판의 국문 번역서(Olson, 최광·이

광규 역(2013))를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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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행동의 문제에 대한 많은 후속 연구들이 배출되었다.  

Olson주장의 핵심은 합리적이고 이기적인 개개인들은 공동이익이나 

집단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행동하지는 않는다는 것으로, 10  집단행동의 

문제는 집단행동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폐해가 아니라, 집단행동이 불성

립됨으로써 발생하는 사회적 손실의 문제를 지칭한다. 즉, 개인이 협동하

여 단체행동을 하는 것이 그룹 전체에게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개인으로 구성된 그룹에서 개인이 집단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않고, 결과

적으로 전체에게 이익이 되는 집단행동이 발생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설

명으로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집합재에 대한 무임승차 이론과 죄수

의 딜레마 이론이 많이 사용된다.  

1. 집합재에 대한 무임승차 

Olson에 따르면, 집단적 의사결정의 경우 집단의 규모가 비교적 작

아서 집단의 구성원이 집단 전체가 보는 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실질

적인 경우에는 집단을 유지하고 집합재(collective goods) 11를 구매할 유인

(즉, 집단적 의사결정에 참여할 유인)이 있다. 하지만, 대규모의 집단에서 

개개의 구성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을 경우에는 개개의 구성원이 집합

재를 구매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미미하므로 단체의사결정에 참여하지 않

는 것이 더욱 합리적인 결정이 된다. 이와 같이 자발적인 참여가 발생하

지 않는 경우에는 단체에 참여하도록 하는 강제력이나 외부적인 요인이 

필요할 수도 있게 된다.12  

집합재는 집합재의 구입에 참석한 구성원에만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10) Olson(1971), p.2; Olson, 최광·이광규 역(2013), p.2  

11 ) 집합재는 Olson이 사용한 용어로 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는 공공재(public goods)

이다. Olson, 최광·이광규 역(2013), p.vii  

12) Olson(1971), pp.4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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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전체에게 제공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13  합리적인 개인이 집합재

를 구입하는데 참여할지 여부는 다음과 같은 의사결정과정을 거쳐 결정

된다. 집합재를 구입하는 경우 개인에게 돌아오는 이익을 Vi, 집합재를 

구입하는 개인의 비용을 C, 집합재를 구입하는 경우 개인의 순이익을 Ai

로 정의할 때, 개인에게 돌아오는 순이익은 Ai = Vi – C이 된다. 개인의 입

장에서는 Ai >0 인 경우의 집단은 특권 집단(privileged group)으로 개인이 

집단행동에 참여할 유인이 있지만, 개인에게 돌아오는 이익이 개인이 집

합재를 구입하는 비용보다 낮은 Ai <0 인 경우는 잠세적 집단(latent group 

집단) 14으로 개인은 집단행동에 참여할 유인이 없다는 것이다. 15  집단의 

구성원이 많은 그룹은 대개가 잠세적 집단으로, 잠세적 집단에서는 강압

(coercion)이나 다른 외적 유인(outside inducements)이 없는 이상 집단에게 

이익이 되는 집단행동이 발생하지 않는다.16  

이와 같은 집합재의 문제는 사채권자의 의사결정에도 적용될 수 있

다. 즉, 개별 사채권자가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 되는 경우(즉, 예상 이익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비용을 초과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소액 사채권자의 입장에서는 

 

13 ) aardin(1982), p.17-20. 공급에 중점을 둔 집합재의 개념으로 모든 사람이 같은 수량을 

사용할 수 있는 특성을 기준으로 논의되는 전통적인 공공재(public goods)의 개념과 차

별화하고 있다.     

14) Olson, 최광·이광규 역(2013), p.82에서 latent group을 잠세적 집단으로 번역한다. 潛勢란 

숨어 있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세력을 말한다.   

15) Olson(1971), pp.49-51 

16 ) Olson(1971), p.44; 한편, aardin은 다수결에 의한 효율적인 의사결정은 집단 구성원의 

숫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집단내에서 유효그룹(efficacious group)의 규모에 따

라 결정된다고 보았다. 유효그룹은 당해 집단을 기준으로 집단행동에 참여하는 유인이 

참여하는 비용보다 큰 그룹을 의미하는데, 유효그룹의 규모가 적을수록 다수결에 의한 

효율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aardin(1982), pp.46-51). 예를 들

면, 1000명의 주주를 가지고 있는 회사에서 50명의 주주가 51%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주주들이 분산되어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회사에 이익이 되는 합병을 승

인하기 위하여는 50명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여기서 유효그룹의 규모는 50이 된다. 한

편, 100명의 구성원 집단이라도 공공재를 얻기 위하여 100면이 모두 협력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유효그룹의 규모는 100이 되어 효율성이 떨어지는 잠세적 집단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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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의사결정이 전체결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적으므로, 자신이 

직접 의사결정을 하지 않고, 다른 사채권자가 비용을 지불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기를 기대하게 되는 “무임승차”의 문제가 발생한다. 만일 

모든 사채권자가 무임승차를 하고자 하는 경우, 아무도 합리적 의사결정

을 하지 않을 위험이 있다.17 ) 다만, 소수의 기관 투자자가 존재하는 경우 

그 투자자는 자신의 비용을 지불하여 자신에게 최대한 유리한 의사결정

을 도출하려고 할 것이므로 집단행동의 문제는 해결되지만 이러한 경우

에는 다수사채권자에게 유리한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소수

사채권자와 다수사채권자간의 대리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18 

2. 죄수의 딜레마 

Olson이 제기한 집단행동의 문제를 Russell aardin은 1982년 

“Collective Action”이라는 저서에서 게임이론인 죄수의 딜레마로 설명하였

다. 게임이론은 1944년 수학자 John von Neumann과 Oskar Morgenstern이 

상호 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의 사회적 상호교류

(social interactions)를 분석하는 틀로 제시한 이후,19  여러 분야에서 개인이

나 집단의 행위를 분석하는데 사용되어 왔다. 죄수의 딜레마는 상호 정

보가 공유되지 않는 그룹간의 의사결정 모델을 분석하는 틀로, 두 명의 

참여자가 있는 상황부터, 여러 명의 참여자가 있는 상황까지 분석이 가

능하다.  죄수의 딜레마는 두 명의 참여자가 상대방의 선택을 모르는 상

 

17) 藤田友敬(1995), pp.227-228 

18 ) Rock(1991), p.464; 저자는 집단행동의 이론을 주주의 집합행동의 문제를 분석하는 틀

로 사용하면서, 소수 기관투자자의 존재로 인하여 주주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는 해결되지만, 이에 부수하여 소수주주와 기관투자자 주주간의 대리인 비용의 문

제가 발생함을 지적한다. 이와 같은 분석의 틀은 사채권자의 의사결정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19) John von Neumann and Oskar Morgenstern, The Theory of Games and Economic Behaviors. 초

판은 1944년 발간되었다. aardin(1982), p.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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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에서 각각 상대방과 협력(cooperate)할 것인지, 비협력(defect)할 것인지 

선택을 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개인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보여준다. 다

음 도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A와 B의 수익(payoff)을 협력하는 경우와 

비협력하는 경우로 나누어 보면, 상호 협력하는 경우 전체적인 수익이 

가장 높고(1+1=2), 비협력하는 경우 전체적인 수익이 가장 낮다(-1-1=-2). 

다만, B의 선택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A의 수익만을 보면, 아래 표에

서 보는 바와 같이 비협력을 선택하는 것이 협력을 선택하는 것보다 수

익이 높다(2>1). 따라서, 상호 협력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가장 수익이 크

지만, 개인의 입장에서는 비협력을 선택하는 것이 지배적인 전략

(dominant strategy)이 된다.20  

(A, B) 협력 비협력 A 협력 비협력 

협력 (1, 1) (-2, 2) 협력 1 -2 

비협력 (2, -2) (-1, -1) 비협력 2 -1 

 

aardin에 따르면 집단행동의 문제와 죄수의 딜레마의 공통점은 개개

인이 개별집단내에서 이익을 극대화하는 지배적인 전략(dominant strategy)

은 언제나 상대방과 협력하지 않거나 집합재를 구매하기 위한 비용을 지

불하지 않는 것(즉, 집단 의사결정에 기여하지 않는 것)이 된다. 이러한 

결과 전체적인 이익이 극대화되는 파레토 최적상태가 아닌 결과로 귀착

된다는 것이다. 특히 집단내 구성원의 맥락에서 협력(cooperate)과 비협력

(defect)의 선택은 집단에 참여하는 경우(play)와 참여하지 않는 경우(not 

play)도 포함하여 분석된다. 21  집단에 속하는 개인이 지배적인 전략으로 

비협력을 선택하여 다수결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다수결에 의

한 결정이 효율적인 의사결정이 될 수 없다.  

 

20) aardin(1982), pp.22-25  

21) aardin(1982), pp.2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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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권자의 집단행동과 관련하여, 죄수의 딜레마 상황은 뒤에서 살

펴보는 회사의 채무재조정 상황에서 소수사채권자의 전략적 행동으로 나

타날 수 있다. 소수사채권자의 전략적 행동은 소수사채권자가 전체 사채

권자에게 이익이 되는 채무재조정안에 대한 동의를 거부하고, 자신의 채

권에 대한 전액변제 또는 다른 사채권자에 비하여 유리한 취급을 요구하

는 동의거부(hold out)의 형태로 나타난다. 사채에 대한 채무재조정에서 

권리감축의 동의여부를 개별 사채권자의 결정에 맡기는 경우, 권리감축

의 효과는 권리감축에 동의한 사채권자에 한하여만 효력이 발생할 것이

고, 반대 사채권자에 대하여는 권리감축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만일 

일부 사채권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다수사채권자들이 권리감

축에 동의하여 회사가 도산을 피하게 되는 경우, 반대 사채권자들은 권

리감축에 반대함으로써 채권액 전액을 회수할 수 있게 되므로, 다른 사

채권자들의 양보와 희생에 무임승차하는 결과가 된다. 22  소수사채권자들

이 이와 같은 전략적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채

무재조정 기회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죄수의 딜레마 상황으로 

인한 동의거부 문제에 대한 해결책 중의 하나로 다수결에 의하여 소수자

를 구속하는 다수결 결의가 채무재조정에서 사용되고 있다.23  다만, 이러

한 의사결정방법은 다수결에 의하여 소수자를 구속하는 것이므로 소수자 

권리보호를 위한 절차적, 내용적 규율이 필요할 것이다.  

제2절 상법상 사채권자의 집단행동을 위한 제도  

1. 사채권자집회제도 

가. 제도의 목적과 운영 

 

22) Roe(1987), pp.236-239; Coffee and Klein(1991), pp.1224-1233 

23) Allen(2012), pp.6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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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사채권자집회는 사채권자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

항에 관하여 사채권자의 전체 의사를 결정하는 임시적 합의체이다.24  사

채권자는 회사에 대한 장기 금전채권자로서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유하므

로, 단체적인 원리를 이용하여 사채권자의 권리를 지키고 이익을 도모하

는 기능을 할 수 있다. 동시에 발행회사의 입장에서도 사채권자와 교섭

의 필요성이 있을 때 개개의 사채권자를 상대하지 않고 단체를 통하여 

다수결의 원리로 교섭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25  한편, 사채권자집회 결

의를 통한 계약의 불이익한 변경으로 사채권자의 이익을 해할 가능성도 

있다. 상법상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의 효력을 바로 인정하지 않고, 법원의 

인가를 얻게 함으로써 사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있다.26 

나. 주주총회제도와의 비교  

사채권자집회가 임시적 합의체로 회사 바깥에 존재하는 회의체 기구

인 반면,27  주주총회는 주주 전원으로 구성되어 회사의 기본적 사항에 관

한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회사의 필요기관이자 최고의사결정기관이다. 28 

주주총회가 회사의 상설기관인지에 대하여는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회

사의 상설기관으로 보는 것이 통설이다.29  

2. 사채관리회사제도  

가. 사채관리회사의 법적 지위  

2011년 상법 개정으로 기존에 사채모집을 하는 수탁회사에 인정하였

 

24) 김건식·노혁준·천경훈(2018), p.684; 송옥렬(2018), p.1170  

25) 주석상법(2014)(윤영신 집필), pp.162-163; 대계 III(2019)(김두환 집필), p.81  

26) 대계 III(2019)(김두환 집필), p.82  

27) 송옥렬(2018), p.1170 

28) 김건식·노혁준·천경훈(2018), pp.269-270; 송옥렬(2018), pp.909-911 

29 ) 대계II(2019)(임정한 집필),pp.5-6;권기범(2017), p.672;이철송(2019), p.501;임재연(2019b), 

pp.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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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법정권한을 확대하면서, 사채관리만을 본연의 임무로 하는 사채관리

회사를 도입하였다.30  회사채는 일정 단위로 증권화되어 다수의 투자자에

게 전전유통되므로, 다수의 사채권자가 각자 자신의 계약상 권리를 행사

하기 위하여 발행회사를 모니터링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 따라서, 

사채권자 전체를 위하여 일괄하여 발행회사를 모니터링하고 사채권자의 

권리행사를 대신하게 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

지에서 사채관리회사제도가 도입되었다.31  

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의 법정대리인으로 본다. 32  사채관리회사는 

발행회사가 선임하고 사채관리회사와 사채권자간에는 실질적인 위임관계

가 없지만, 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의 법정대리인으로 상법상 사채권자

에 대하여 선관주의의무과 공평·성실의무를 부담한다. 33  사채관리회사가 

사채계약상 행사하는 약정권한에 대하여도 공평·성실의무가 적용되는지

에 대하여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 34  일본의 경우 유사한 법조항을 두고 

있으나 법정권한 및 약정권한에 모두 공평·성실의무가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35 

나. 상법상 사채관리회사의 권한과 의무  

사채관리회사의 법정권한은 사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한, 

 

30) 윤영신(2019), p, 309; 주석상법(2014)(윤영신 집필), p.131 

31) 박준(2017), p.72 

32) 주석상법(2014)(윤영신 집필), p.139  

33) 송옥렬(2018), p.1169  

34) 대계III(2019)(김두환 집필), p.79는 상법 제484조의2의 의무는 이른바 약정권한의 행사

에도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한편, 상법주석(2014), p.148에서는 상법은 일본 회사법과는 

달리 사채관리자의 약정권한을 모집사채의 인수를 하려는 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규

정(일본 회사법 제677조 제1항 제2호, 제676조 제12호, 시행규칙 제162조 제4호)을 두

고 있지 않고, 일본의 2005년 회사법 이전의 상법의 해석으로 약정권한은 포함되지 않

는다고 해석되었다는 점에 비추어 상법 제484조의 2에서 의미하는 “사채의 관리”에는 

약정권한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다. 한편, 정준우(2014), pp.179-180에서는 상법의 문구

상 약정권한에 대한 적용여부가 명확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35) 자세한 논의는 제2장 제3절 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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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권한행사를 위한 조사권, 사채의 변제에 관한 사무, 사채권자집회

의 소집 및 운영에 관한 사무로 나누어진다.36  사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

기 위한 권한은 상법 제484조에 열거되어 있다. 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

자를 위하여 사채에 관한 채권을 변제받거나 채권의 실현을 보전하기 위

하여 필요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

지고 있다. 다만, 사채권자에게 불리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채권자집

회의 결의에 의하여 할 수 있다.37 

상법상 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채를 관리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하는 이외에 사채권자를 위하여 

사채를 공평하고 성실하게 관리할 의무를 부담한다(상법 제484조의2). 공

평의무는 같은 종류의 사채권자를 공평히 취급할 의무이고, 성실의무는 

이사의 충실의무에 상응하여 사채관리회사와 사채권자의 이익이 충돌하

는 경우에 자신의 이익을 앞세우지 않을 의무라고 해석된다.38  사채관리

회사가 상법 제484조 제1항에 따라 사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성실의

무의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그 내용은 신탁의 수

탁자가 수익자에게 부담하는 충실의무와 같은 내용의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39  신탁법상 신탁은 수탁자에게 재산의 이전 기타 처분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반면, 사채관리회사에게는 재산의 이전이 이루어

지지 아니하므로 신탁법 제34조에 규정된 수익자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

의 유형을 그대로 준용할 수는 없다. 다만, 사채관리회사제도가 일본 

1993년 개정상법 및 이를 계승한 일본 회사법상 사채관리자제도를 모범

으로 한 것이고,40  일본의 경우도 사채관리자의 성실의무의 내용은 본인 

 

36) 송옥렬(2018), pp.1168-1169  

37) 김건식·노혁준·천경훈(2018), pp.689-690  

38) 김건식·노혁준·천경훈(2018), p.691  

39) 박준(2017), p.76 

40) 윤영신(2009), p.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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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제3자의 이익과 사채권자의 이익이 상반되는 경우 자기 또는 제3자

의 이익을 우선하여서는 안된다는 충실의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있

는 점을 볼 때,41 ) 상법은 성실의무조항을 통하여 사채관리회사에게 사채

권자에 대한 충실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 사채관리계약의 법적 성질 

(1) 제3자를 위한 계약설 

제3자를 위한 계약설은 사채관리회사의 권한을 정하는 사채관리계약

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는 발행회사와 사채관리회사가 사채권자를 위하여 

체결한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보고,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법리에 따라 

사채관리계약상 사채관리회사의 권한을 사채권자가 행사하는 것이 허용

된다고 본다.42  동 견해는 대법원이 사채관리회사에 대한 규정이 신설되

기 이전 (구)상법의 해석상 발행회사와 수탁회사 사이에 체결된 사채모

집위탁계약 및 인수계약을 사채권자를 위한 일종의 제3자를 위한 계약으

로 보았고,43  표준사채계약의 경우도 사채권자는 수익의 의사표시에 의하

여 사채관리계약의 조항을 원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든다.44   

(2) 신탁유사 계약설 

신탁유사 계약설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제3자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민법 제539조 제2항), 사채관리계약을 

통하여 사채권자의 개별적인 권리행사를 포기하고 사채권자집회를 통해

 

41) 会社法コンメンタール(2010), pp.138-140 [藤田友敬]  

42) 김건식·노혁준·천경훈(2018), p.688; 송옥렬(2018), p.1169  

43) 대법원 2005. 9. 15. 2005다15550 판결  

44 ) 표준사채관리계약의 서문은 “본 계약상의 사채관리회사의 권한 및 의무에 관한 규정

의 효력 및 사채관리회사에 의한 권한행사 및 의무이행의 효과는 사채권자에게 미친

다”라고 기재하고 있는데, 이는 사채관리계약이 제3자를 위한 계약임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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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만 권리를 행사하도록 할 경우 이러한 계약의 효과가 사채권자에게 미

치는 것을 설명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45  동 견해에 의하면 

사채관리계약을 신탁유사 계약으로 볼 때, 사채관리회사가 수탁자로서 

수익자인 사채권자에 대하여 엄격한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부담하고 위

탁자인 발행회사와는 신탁계약을 통하여 사채관리회사의 책임을 가중하

거나 제한하고, 그 효과가 수익자인 사채권자에게 미치는 것이 설명된다

고 한다. 또한, 신탁법리에 따르는 경우 신탁재산의 독립성과 신탁의 도

산절연기능에 의하여 사채권자가 사채관리회사의 파산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을 근거로 든다.  

(3) 검토 

생각건대, 사채관리회사제도가 수탁자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미국과 

영국의 제도를 모범으로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사채관리계약을 신탁유사

계약으로 보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보인다. 다만, 현행법상 사채관리회

사가 회사로부터 변제받은 원리금에 대하여 신탁의 법리에 의하여 도산

절연성이 인정되는지는 의문이 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보더라도 

현행 표준사채관리계약상 사채관리회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부담

하고,46  사채관리계약상 허용되는 사채권자에 대한 권리제한은 상법상 허

용하고 있는 제한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는 해석으로 사채관리계약의 법

적 성질은 설명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사채관리회사의 법정권한

 

45) 권종호(2012), pp.205-207  

46 ) 표준사채관리계약 제4-4조 제2항은 사채관리회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본계

약상의 권한을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사채관리회사가 약정권한에 대한 사채권자에게 상법 제704조에 의한 공평·성실의무를 

부담하는지에 대하여는 견해가 일치하지 않고 있지만 사채관리회사의 법정권한과 약

정권한의 행사기준에 적용되는 행위기준이 다르다는 결론의 실질적 타당성이 약하다.  

이 부분에 대하여는 약정권한도 포함되는 방향으로 입법론, 해석론이 발전되어야 한다

고 생각된다. 이러한 논란은 사채관리업무의 성격을 신탁업무로 명시하면 자연적으로 

해결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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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관련하여 사채관리회사를 법정대리인으로 보는 현행법의 해석하에서

는47  사채관리회사의 법정권한과 약정권한을 모두 포함하여 규정하고 사

채관리계약은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보는 것이 사채관리회사의 법정권

한에 대한 해석과 조화되는 해석으로 생각된다. 다만, 사채관리회사가 변

제받은 원리금에 대하여는 신탁의 법리48에 의하여 사채관리회사에 대하

여 별도 보관의무를 부과하고 도산절연성을 보장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

된다.49  사채관리회사가 변제받은 원리금을 신탁의 법리에 의하여 보호하

기 위하여는 사채관리회사의 자격도 금전신탁에 대한 인가를 취득한 자

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50  상법상 사채관리회사가 될 수 있는 

자는 은행, 신탁업인가를 받은 자, 증권업인가를 받은 자, 한국예탁결제

원, 한국증권금융 등으로 넓게 인정하고 있다(상법 제480조의3). 한국예

탁결제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채관리회사가 될 수 있는 자는 대부분 

신탁업인가를 보유하고 있지만, 사채관리업무의 성격을 명확히 하기 위

하여 다음 상법 개정에서는 사채관리회사의 자격을 금전신탁에 대한 인

가를 보유하고 있는 자로 하고,51  사채관리회사가 변제받은 사채원리금은 

사채권자를 위하여 수탁자로서 보관하는 것으로 명시하여 입법적으로 보

완하는 타당할 것이다.52 

 

47) 주석상법(2014)(윤영신 집필), p.139; 박준·한민(2019), p.360 

48 ) 신탁의 기본구조 및 금융거래에 관련된 일반적 논의에 관하여는 박준·한민(2019), 

pp.256-277 및 정순섭(2006) 참조   

49) 박준·한민(2019), p.361 

50) 윤영신(2008b), pp.143-149  

51) 김종현(2013), pp.8-9 및 박철영(2014), pp.160-163에서는 사채관리회사가 사채권자의 보

호를 위하여 실질적인 역할을 하기 위하여는 사채관리업무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에 따라 인적, 물적 요건 및 행위기준에 대한 규제를 받는 업무로 하여야 한

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사채관리업무에 대한 별도의 규제체계를 만들기 보다는, 

사채관리업무를 수탁업무로 보고, 그에 따른 규제체계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한다.  

52 ) 박준·한민(2019), p.361에 따르면 사채의 전전유통에 따라 실제 사채관리회사가 변제

받는 시점의 사채권자가 최초의 사채권자와 달라진 경우 신탁의 효력이 시장에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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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외국의 사채제도 

사채권자의 권한은 나라마다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사채는 불특정 

투자자에게 집단적으로 발행되어 자유롭게 유통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

므로, 관련법 및 사채계약은 집단성, 획일성, 유통성을 담보하기 위한 장

치를 두고 있다.  

사채권자의 보호를 위한 사채의 관리방법에 대한 입법례는 신탁제도

를 이용하여 수탁자에게 원칙적으로 사채관리를 맡기는 영미법계과 사채

권자의 자체적 관리를 전제로 사채권자집회를 통하여 사채권자의 단체적 

보호를 꾀하는 대륙법계로 대별된다.53  각국내에서 발행되는 사채는 국내

법을 준거법으로 할 것이나, 국제시장에서는 발행되는 사채는 대부분 미

국 뉴욕주법이나 영국법을 준거법으로 하여 발행되고 있다. 54 ) 이하에서

는 영미법계의 신탁제도와 대륙법계의 사채권자집회제도를 개괄하기로 

한다.  

1. 신탁제도를 이용하는 영미법계 

가. 신탁구조를 이용한 영국의 사채  

(1) 유로본드의 구조 

국제적으로 발행되는 대표적인 사채는 영국법을 준거법으로 하는 유

로본드(Eurobond) 55이다. 유로본드의 양도시에는 별도의 서면약정없이 무

 

채를 취득한 사채권자에게 미칠 수 있는지 의문이 발생할 수 있지만, 사채권자와 사채

관리회사 사이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사채관리계약은 증권신고서의 첨부서류로 공시

되어 유통시장에서 사채를 취득한 사채권자도 그 내용을 알고 동의하여 취득했다고 

볼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사채관리계약에 신탁성립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면 사채관

리회사의 변제수령시 사채권자를 위한 신탁이 성립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

이라고 본다. 

53) 鴻常夫(1958), p.166  

54) Brodie(2017), p.118 

55 ) 유로본드는 유통가능증권(negotiable instrument)으로서 양수인에게 소유권에 대한 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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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명사채의 양도로 권리이전의 효과가 발생한다.56 ) 수탁자가 선임되는 신

탁증서(Trust Deed)57를 이용하여 발행되는 유로본드의 경우, 회사의 지급

대리인(paying agent)이 별도로 선임되는 방식으로 발행되고 있다. 수탁자

는 사채권자를 위하여 행동하며, 사채권자에게 신인의무(fiduciary duty)를 

부담한다. 수탁자가 선임되지 않는 유로본드의 경우, 회사의 지급대리인

의 역할과 기타 행정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재무대리인(fiscal agent)이 선

임된다. 이 경우 회사와 각 사채권자간에 직접적인 법률관계가 발생하므

로,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에 대하여 직접 권리행사를 하여야 한다. 재무대

리인은 회사의 대리인으로 계약상 사채권자에 대한 어떠한 의무도 없음

이 명시되어 있다.58  최근에는 영국의 국내발행의 경우에도 유로본드 방

식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2) 신탁의 대상  

수탁자가 있는 무기명식 유로본드의 경우 유통가능증권(negotiable 

 

성을 주기 위하여 양도성(negotiability)의 속성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쿠폰형

식의 무기명식 증권으로 발행되었으며, 사채조건 중에도 회사가 쿠폰을 가지고 있는 

사채권자에게 직접 지급의무가 있다는 점이 명시되었다. 영국에서 유통가능증권

(negotiable instrument)은 세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다. (i) 증서의 교부(delivery)만으로 권

리가 이전되고 의무자에 대한 통지가 필요 없으며, (ii) 양수인에게 온전한 소유권이 넘

어가고, 양수인은 양도인과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채무자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iii) 양수인이 선의 취득한 경우, 하자 없는 권리가 양수인에게 이전된다는 점이다. 유

통가능증권은 양수인이 양도인이 가지고 있는 권리보다는 많은 권리를 이전할 수 있

다는 점에서 아무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리보다 많은 권리를 이전할 수 없다는 영

국법상의 원칙(nemo dat quote non habet)에 대한 예외를 이루고 있으며, 무기명사채(bearer 

bond)는 유통가능증권의 전형의 하나로 인정되어 왔다(Fuller(2016), pp.281-284). 무기명

사채의 이자를 청구하기 위하여는 무기명사채에 첨부되어 있는 쿠폰증서를 이자지급

일에 제시하여야 했으므로 사채의 이자는 “coupon”이라고도 불리게 되었다
(audson(2013), p.1021).  

56) Fuller(2016), pp.43-44 

57) 영국법상 Deed는 권한 있는 자에 의하여 증서로서 유효하게 작성되고(validly executed 

as a deed), 유효하게 교부되어(validly delivered), 증서에 의하여 권리를 이전하거나 의무

를 발생시키는 서류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Deed의 작성에서는 약인(consideration)이 

요구되지 않는다(Fuller(2016), p.334). 

58) Fuller(2016), p.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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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rument)로서의 성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발행회사는 개별적인 사채권

자에게 원리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면서 동시에 수탁자에게 지급의무

를 부담한다. 신탁증서상 사채권자들은 개별권리행사금지조항(no action 

clause)에 따라 발행회사에 대하여 직접 계약상 의무의 이행을 강제하지 

않으므로 수탁자가 발행회사를 상대로 권리를 행사하게 된다. 따라서, 유

로본드의 수탁의 대상은 사채권자의 발행회사에 대한 권리라고 해석되고 

있다.59  

(3) 수탁자의 권한과 의무 

신탁증서상 수탁자는 사채권자를 위하여 발행회사의 재무상황을 감

시하고, 발행회사에게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경우 계약상 기한이익상실 

선언 등 권리보전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 제2장 사채권자의 개별적 권리

행사의 범위에서 보다 자세히 살펴보는 바와 같이 영국법에 따른 유로본

드상 수탁자의 권한은 미국법상 모범신탁증서의 수탁자의 권한보다 넓어

서 기한이익상실 선언이나 취소가 수탁자의 전권에 속한다.  

신탁증서상 수탁자의 권한을 명시함과 동시에 영국의 2000년 수탁자

법(Trustee Act 2000) 제1조에 기재된 수탁자의 주의의무(duty of care)60의 적

용을 배제하는 조항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다.61  법원은 수탁자가 정직하

고 합리적으로 행동한 경우(has acted honestly and reasonably)에는 수탁자의 

책임을 면제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62  이에 따라, 수탁자는 실제로 채

무불이행 사유의 발생을 인지하지 않는 이상, 회사가 정기적으로 제공하

는 신탁증서 준수확약서나 주주에게 제공되는 사업보고서나 재무제표를 

 

59) Gullifer and Payne(2015), p.383-384  

60 ) 2000년 수탁자법 제1조는 수탁자의 사업이나 직업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수

준의 주의와 역량(skill)을 행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61) Fuller(2016), p.225  

62) National Trustees Company of Australia Ltd v. General Finance Company of Australia Ltd [1905] 

AC 393 at 381; Cherney v Neuman [2011] EWaC 2156(Ch) at [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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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하고 회사의 신탁증서 준수여부에 대한 별다른 조사 감독을 하지 않

기로 신탁증서상 명시되어 있은 경우 그러한 신뢰(reliance)조항은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 또한 수탁자는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경우 어떠한 

조치를 취할지 여부에 대하여 사채권자에게 문의(consult)할 필요는 없지

만, 실무상 중대한 채무불이행의 경우 대부분 사채권자의 의견을 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63  

영국법원은 수탁자의 책임제한에 대한 대표적인 판례인 Armitage v. 

Nurse판결64에서 수탁자의 사기(actual fraud)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를 제외

한 모든 손해에 대한 책임을 면제하는 면책조항의 유효성을 인정하면서, 

“사기”의 범위에 중과실이 포함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다만, 

수탁자가 면책될 수 없는 핵심적인 의무(irreducible core of trustees’ 

obligation)는 당사자간의 약정으로 제한할 수 없다고 판시하면서, 수탁자

의 핵심적인 의무는 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수탁자의 의무를 정직하고 

성실하게(honestly and in good faith) 이행할 의무라고 하였다. 영국 2006년 

회사법 제750조(1)항은 사채의 수탁자가 신탁증서에서 수탁자에게 주어

진 권한과 재량에 비추어 수탁자로서 필요한 정도의 주의를 다하지 않는 

경우에 발생한 책임을 면제하거나 수탁자의 책임을 보상(indemnifying)하

는 것을 무효로 하고 있다.65 

직업적인 전문 수탁자의 책임을 다룬 대표적인 판례인 Bristol & West 

Building Society v. Mothew 판결66에서 법원은 신인의무는 (i) 신의성실의무

 

63) Fuller(2016), pp.217-221; Amihud et al(1999), pp.477-478 

64) Armitage v. Nurse [1998] 1 Ch 241  

65) Fuller(2016), p.229 

66) Bristol & West Building Society v. Mothew [1998]; 동 사건의 피고 Mothew 변호사는 원고

인 Bristol & West Building Society(“Bristol”, 담보대출기관)에게 1순위 저당권을 설정하고 

담보부 차입을 받아 건물을 매수하는 매수인과 원고 Bristol에 의하여 동시에 수탁자로 

선정되었다. 대출거래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피고가 과실로 담보대상 건물에 2순위 저

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원고 Bristol에게 통지하지 않은 것이 신인의무 위반인지가 다투

어졌다. 동 판결에서 Millett 판사는 잠재적인 이익충돌이 있는 피고가 원고 Bristol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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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must act in good faith), (ii) 이익충돌방지의무(it must not place itself in a 

position where its duty and interest may conflict) 및 (iii) 자기이익 추구금지(it 

must not make an unauthorized profit or act for its own benefit of for the benefit of 

a third party without authority)로 구성된다고 판시하였다.67 수탁자가 단순한 

과실로 인한 주의의무의 위반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신인의무의 

위반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하면서, 수탁자의 과실로 인한 주의의무위

반과 원고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신인의무 위

반을 근거로 한 별도의 보상청구를 인정하지 아니하였다.68 

신탁증서상 수탁자에게서 가장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이익충돌상황

은 수탁자(또는 수탁자의 계열사)가 발행회사에 대한 대출채권을 가지고 

있거나 발행회사의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 경우, 수탁자의 기업인수금융

부서가 발행회사에 대한 기업자문을 제공하는 경우, 수탁자가 발행회사

의 여러 회차의 다른 사채권에 대한 수탁자로 지정되는 경우(특히 사채

간의 우선순위가 다른 경우)이다.69  실무상으로는 신탁증서상으로 발행회

사가 도산에 처할 위험에 없는 이상, 이러한 잠재적 이익충돌에도 불구

하고 수탁자가 발행회사와 다른 거래를 하는 것이 금지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70  발행회사의 채무불이행사유 발생 등 이익충돌상황

이 현실화된 경우에는 수탁자는 사채권자로부터 명시적인 승인을 받거나, 

수탁자의 지위에서 사임하거나, 추가적인 수탁자 또는 대리인을 선임하

 

매수인의 수탁자로 동시에 지정된 사실만으로 신인의무의 위반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원고 Bristol은 매수인이 관련 건물에 2순위 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

도 대출을 하였을 것이고, 한쪽 수익자에 대하여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다른 쪽 수익자

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현실적인 이익충돌(actual conflict of 

interest)이 인정되지 않고, 따라서 신인의무의 위반이 없다고 판시하였다. 본 사건은 원

고 Bristol의 대출액에 상당하는 손해와 피고의 과실로 인한 주의의무위반 사이에 인과

관계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구하는 대신, 

신인의무위반을 이유로 형평법원에 보상을 구한 사건이다.  

67) Fuller(2016), p.221   

68) Davies and Worthington(2016), p.484  

69) Fuller(2016), p.222 

70) Fuller(2016), p.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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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방식으로 이익충돌 상황을 해소한다.71 

나. 미국 1939년 신탁증서법  

미국의 회사법은 각 주별 입법을 통해 제정되었는데, 통상 별도로 

사채발행이나 사채권자 보호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사채권자의 

권리는 정관이나 사채계약에 따라 정해지고 있다. 72  따라서, 연방법률인 

Trust Indenture Act of 1939(이하 “1939년 신탁증서법”)이 미국내 사채법의 

주요 法源이라고 할 수 있다. 

(1) 1939년 신탁증서법의 제정배경 

사채시장의 발전 초기에 미국에서 발행된 사채의 경우 사채의 사후

적인 조건변경이 필요하여도, 그러한 사채가 당시 통일유통증권법

(Uniform Negotiable Instrument Law)에 따른 유통가능증권(negotiable 

instrument)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확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수

결 결의에 의한 사채조건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73 

또한, 당시 뉴욕증권거래소는 다수결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사채의 상장

 

71) Fuller(2016), p.224 

72 ) Model Business Corporation Act(2016 Revision)상으로는 §3.02 General Powers에서 회사는 

정관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이상 사채를 발행할 권한이 있다고 정하고 있는 외에 사

채에 대한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다. Delaware General Corporation Law는 §221

에서 정관에 규정을 두는 경우에는 사채권자(debenture holders)에게도 회사의 의사결정

에 참여할 수 있는 투표권을 부여하고, 회사의 회계장부를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

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만일 정관에서 사채권자를 주주(stockholders)로 간주하는 

조항을 두는 경우에는 주주가 투표권이 있는 경우 사채권자도 투표권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정하는 외에는 사채발행 등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73) aalbhuler(2017), pp.41-42; Cunningham v. Pressed Steel Car Co., 265 N.Y.S. 256, 259(App.Div. 

1933), affd, 189 N.E.750(N.Y. 1934)에서 법원은 사채권자가 만기에 원리금을 지급할 의무

는 사채의 권면에 표시되지 않는 이상 제한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통일유통증

권법에서는 유통가능증권을 “증서의 제시일, 혹은 일정한 장래의 일자에 일정한 금액

의 금전의 지급을 조건없이 보장하는 증서”(“an unconditional promise or order to pay a sum 

certain in money… [and] payable on demand, or at a fixed or determinable future time….”)로 정의

하고 있었다( UNIF. NEGOTIALBE INSTRUMENT LAW § 1(2)-(3)(1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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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하여 유보적인 입장이었다.74 

그런데, 다수결조항이 사채계약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사채발행회사

가 재무적인 어려움에 처하거나 원리금 지급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에는 

개별적인 사채권자가 발행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그 재산을 압

류, 경매하는 것이 가능하였고, 소수사채권자의 권리행사로 인하여 발행

회사의 도산을 야기하는 부작용을 초래하였다. 또한, 1920년대 철도회사

의 구조조정과정에서는 형평법상 관리인 제도(equitable receivership)를 통

하여 사채조건이 변경되는 경우가 많았고, 그 과정에서 발행회사와 밀접

한 관계가 있는 다수사채권자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구조조정이 이루어지

면서 일반 소수사채권자가 손해를 보는 사태가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75 

이에 따라 영국과 같이 계약상 다수결조항을 도입하자는 의견이 상당히 

유력하게 제시되었으나, 1934년 설립된 미국 연방증권거래위원회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이하 “SEC”)는 사채권자의 권리보호

에 대한 연구보고서 76에서 다수결조항을 도입할 경우 회사의 내부자와 

긴밀한 관계가 있는 지배적 지위에 있는 사채권자, 또는 염가에 사채를 

매수한 주주에 의한 소수사채권자의 권리침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SEC는 사채권자의 권리의 감축은 주주에 대한 사채권

자의 우선지급권이 보장되는 도산절차에 의하여야 한다고 의회에 권고하

 

74) Buchheit and Gulati(2002), p.1326 

75) aalbhuler(2017), pp.9-10;형평법상 관리인제도(equity receivership)에 대하여는 Skeel(2001), 

pp.56 -63 참조 

76) U.S. SEC, Report on the Study and Investigation of the Work, Activities, Personnel and Functions 

of Protective and Reorganization Committees(1936-1940). 동 보고서는 1934년법 제11조에 의

하여 SEC에게 공모 사채시장(public debt markets)의 운영에 대한 연구를 할 것을 요구함

에 따라 나중에 SEC의 의장이 되고, 그 이후 대법관이 된 William O. Douglas가 주도하

여 1936년부터 1940년까지 작성한 8권 분량의 보고서로, 1939년 신탁증서법의 제정 뿐

만이 아니라 Chandler Act를 통하여 연방파산법에 제10장 회사정리부분(Chapter X-

Corporate Reorganizations)을 추가하는 데도 영향을 미쳤다(Trust Indentures and Indenture 

Trustees Committee(2017), p.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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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77 

1939년 신탁증서법은 사채권자의 권리보호에 대한 SEC의 연구보고

서의 내용을 기반으로 사채권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제정된 법률이다. 

1939년 신탁증서법은 1933년 증권법(Securities Act of 1933)과 1934년 증권

거래소법(Securities Exchange Act of 1934)이 공시(disclosure)를 위주로 한 규

제를 하는 것과 달리, 일반 공중에 발행되는 채무증권(debt securities)에 

대한 실질적인 규제를 하고 있다.78  미국 의회는 1939년 신탁증서법을 제

정하면서, 사채의 지급조건의 불리한 변경을 위하여는 개별 사채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신탁증서법 제316조(b)항에 포함하였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1938년 Chandler Act를 통한 미국 연방파산법의 개정

으로 Section 77B가 신설되어 중립적인 법원의 감독하에 회사정리

(reorganization)를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사채계약상 다수결

조항을 허용하지 않더라도 당사자의 협상에 의한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었다는 점이다.79    

1939년 신탁증서법 제302조는 SEC의 보고서에서 지적한 실태를 바

탕으로 사채권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탁증서법에 따른 사채시

장의 규제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①사채권자들의 집단행동의 어려움: 사채권자들이 널리 분산되어 있

어, 개별 사채권자에 관한 정보(이름, 연락처 등)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

지 않다. 개별 사채권자들 또는 일부 사채권자들이 대표자를 선임하여 

채무자회사에게 권리행사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비용이 많이 들

어 용이하지 않고, 수탁자(trustee)가 사채권자들의 이익을 대변하여 사채

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권리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부족하

 

77) Buchheit and Gulati(2002), p.1327-1328; Roe(1987), pp.251-252; Trust Indentures and Indenture 

Trustees Committee(2017), p.388  

78) Trust Indentures and Indenture Trustees Committee(2017), p.218  

79) Buchheit and Gulati(2002), p.1328-1329; aalbhulder(2017), pp.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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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80  또한 발행회사는 발행회사의 재무상태나 사채의 이행에 대하여 충

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으며, 사채권자의 이름, 연락처 등의 정보

가 수탁자에게 제공되지 않고 있다.81 

②수탁자의 책임면제조항의 일반화: 사채계약상 수탁자가 채권자들

의 이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행동할 의무가 부과되어 있지 않고, 심지

어 발행회사에 대한 기한이익상실사유(event of default)82가 발행한 경우에

도, 수탁자가 사채권자로부터 권리행사를 하라는 통지와 함께 수탁자에 

대한 책임면제 및 손실보전(Indemnity)에 대한 보장을 받지 않는 이상 사

채권자를 위한 권리행사를 할 의무가 없고, 사채계약상 수탁자는 자신의 

과실 또는 부작위로 인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계약조항을 두는 것이 

1939년 신탁증서법 제정 당시의 일반적인 사채발행의 관행이었다.83  

③수탁자의 이익충돌: 수탁자가 의무를 행사할 충분한 자원이 없거

나, 수탁자가 발행회사 또는 사채의 인수인과의 관계로 인하여 사채권자

의 이익을 충분히 대변하지 못하는 이익충돌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84  

④사채권자들의 신탁증서내용에 대한 통제 미비: 신탁증서의 내용이 

오인의 여지가 있는 경우에 이에 대한 충분하고 공정한 정보제공이 사채

권자들에게 제공되지 않고 있으며,85  신탁증서는 사채의 공모발행전에 발

행회사 및 인수인들에 의하여 작성되기 때문에 사채권자들이 계약내용을 

협상할 여지가 없고, 신탁증서에 오류나 미비점이 있더라도 사채권자들

 

80) 1939년 신탁증서법 제302조(a)항(1) 

81) 1939년 신탁증서법 제302조(a)항(4) 

82 )본 논문에서는 event of default는 기한이익상실사유로, default는 채무불이행사유로 번역

하기로 한다.  

83) 1939년 신탁증서법 제302조(a)항(2) 

84 ) 1939년 신탁증서법 제302조(a)항(3); 1939년 신탁증서법은 수탁자의 자격요건, 사임사

유 및 채무자 회사에 지급불이행이 생긴 경우의 사채권자를 위한 권리행사의무 등 이

익충돌방지를 위한 매우 자세한 조항을 두고 있다. 1939년 신탁증서법 제310조는은 수

탁자의 적격성과 자격상실(Eligibility and Disqualification of Trustee)에 대하여, 제315조는 

수탁자의 의무와 책임(Duties and Responsibilities of the Trustee)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85) 1939년 신탁증서법 제302조(a)항(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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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그 정정을 요구할 기회가 없다.86 

(2) 수탁자의 권한 

1939년 신탁증서법 입법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동법 제316

조(b)항에 따라 개별채권자의 동의가 없이는 채무자는 사채원리금을 감

축하거나, 그 지급시기를 연장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미상환사채금액의 

75%이상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최대 3년간 이자지급시기를 연장할 수 있

다고 정하였다. 따라서, 다수결 결의를 통하여 전체 사채권자를 구속하는 

원금감축과 같은 채무조정은 개정된 미국 연방파산법상 회사정리절차를 

이용하여야 하였다.87 

1980년대 정크본드를 발행한 미국의 많은 기업들의 경영사정이 악화

되고 도산위기에 처하면서 사채권자들의 동의를 받아 채무조정을 할 필

요가 생겼다. 그러나, 일부 소수사채권자들이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목

적으로 채무조정에 대한 동의거부(hold out)를 하여 기업의 채무조정시도

가 실패하는 사례들이 발생하면서, 1939년 신탁증서법상 사채의 원금감축

을 위하여 사채권자의 전원동의를 받도록 하는 규정은 완화되어야 한다

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최근까지도 이 논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조속한 

시기에 1939년 신탁증서법의 관련규정이 개정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미국에서는 실무상 개별적인 사채권자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교환공개매수(exchange offer)를 통하여 사채의 지

급조건을 변경하고 있다. 이때 발행회사는 개별 사채권자가 교환공개매

수에 응하는 유인을 제공하기 위하여 강압적인 요소가 있는 탈퇴동의

(exit consent)와 결합된 교환공개매수방법을 자주 사용한다. 탈퇴동의와 

결합된 교환공개매수는 소수사채권자의 권리침해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86) 1939년 신탁증서법 제302조(a)항(6) 

87) aalbhuler(2017), pp.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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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적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88  

(3) 수탁회사의 역할과 주의의무  

1939년 신탁증서법 제정 이전에는 사채권자를 보호하는 법적 제도가 

없었고, 그 당시 신탁증서의 관행상 수탁회사는 사채에 대한 채무불이행

이 발생하더라도, 일정한 다수의 사채권자로부터 특정한 조치를 취하라

는 지시를 받지 않는 이상 어떠한 구제조치도 취할 의무가 없음을 명시

하고 있었다. 한편, 사채권자들은 서로의 정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소

액의 사채를 보유하고 있는 개별 사채권자들로서는 특별한 조치를 취할 

동기가 없는 집단행동의 문제로 인하여 사채권자들이 권리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한 예는 거의 없었다. 이에 따라, SEC는 1939년 신탁증서법 제

정을 위한 국회의 청문회에서 사채권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보다 적극적

인 수탁회사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고하였다.89  

(가) 수탁회사의 주의의무의 기준 

신탁증서법상 수탁회사에 부과되는 의무와 책임의 기준은 발행회사

에 채무불이행(default)이 발생하기 이전과 이후로 달라진다. 채무불이행

이 발생하기 이전에는 계약상 명시된 의무를 수행하고, 발행회사가 제공

한 진술의 정확성에 의존할 수 있지만,90  채무불이행이 발행한 이후에는 

신중한 자의 기준(prudent man standard)에 따른 강화된 주의의무에 따라 

행동하여야 한다.91  신탁증서법상 신중한 자의 주의의무의 의미에 대하여

는 미국내의 학설 및 판례상 명확한 판단기준이 확립되어 있지 않는 상

태이다. 입안자인 SEC는 주의의무의 기준을 신탁법상 수탁자가 수익자

 

88) 교환공개매수와 탈퇴동의에 관한 상세한 논의는 제3자 제2절 2.  

89) Schwarcz and Sergi(2008), pp.1043-1044 

90) 1939년 신탁증서법 제315조(a)  

91) 1939년 신탁증서법 제315조(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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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부담하는 신인의무(fiduciary duty)에 상응하는 정도의 기준을 의도하

였다. 하지만, 논의과정에서 수탁회사는 여러 이해관계자의 최선의 이익

을 파악하고 그에 따라 행동할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그와 같은 높은 

기준의 부담을 수탁회사에게 부담시키는 경우 오히려 수탁회사의 부작위

(inaction)가 사채권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수탁회사

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과도한 권리의 집행을 함으로써 발행회사가 

자발적인 채무재조정을 할 기회를 잃게 될 것이라는 반론 등이 제기되었

다. 따라서, 최초 법안에 포함되었던 신인의무자(fiduciary)라는 문구가 삭

제된 최종 법안이 통과되었다.92  

발행회사에게 채무불이행 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탁회사는 회사를 

도산절차로 밀어 넣는 상황과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데에 대한 책

임을 지게 되는 상황 사이에서 선택을 하여야 하는 딜레마에 처하게 된

다.93  실무적으로 수탁회사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신탁증서법상의 책

임면제요건 94에 따라 미상환 사채의 과반수(발행회사와 공동지배관계에 

있는 특수관계인 제외)의 지시를 구하는 경우가 많다.95  다만, 널리 분산

된 사채 보유의 특징상 수탁회사가 사채권자로부터 특정한 지시를 받지 

못한 경우 수탁회사가 어떠한 조치를 취할지 신중한 자(prudent man)의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사채의 인수인이나 회사에게 대출을 

한 은행의 경우에도 최초의 수탁회사가 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일단 채무

불이행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익충돌에 의하여 사임하게 되고 새로운 수

탁회사가 선임된다.96 

수탁회사가 통상의 신탁관계의 수탁자에 준하는 주의의무를 진다고 

 

92 ) Schwarcz and Sergi(2008), p.1049 각주 85에서 미국의 76대 의회의 1939년 상원 청문회

(hearing)자료를 인용하고 있다.     

93) Schwarcz and Sergi(2008), p.1042 

94) 1939년 신탁증서법 제315조  

95) Schwarcz and Sergi(2008), p.1045-1047 

96) Schwarcz and Sergi(2008), pp.1041-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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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한 판례가 보이기는 하지만,97  대부분의 판례는 수탁회사는 신탁계약

상 명시된 계약상의 의무만을 인정하고, 그 이외의 묵시적인 의무를 인

정하지 않는다. 98  이와 같이 법원의 판례상으로도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이후의 신중한 자의 주의의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확립되지 않고 있

다.99  따라서, 수탁회사는 발행회사의 채무불이행이 발생하기 이전에는 거

의 행정적인 의무만을 진다. 발행회사의 재무상태 등에 대하여도 발행회

사가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준수서약서에 의존할 수 있으므로, 100  수탁회

사는 발행회사의 재무상태, 계약준수 등에 대한 적극적인 모니터링을 하

지 않는다.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경우에도 수탁회사가 적극적인 권리행

사를 하거나 적극적으로 발행회사와 채무조정의 협상을 하지 않아, 결과

적으로 사채권자의 권리보호가 미흡한 실정이다.  

(나) 수탁회사의 역할강화 논의 

수탁회사가 소극적인 태도를 견지하는 이유는 신탁증서법상 부과되

고 있는 신중한 자의 주의의무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고, 수탁회사의 보

 

97) LNC Investments Inc. v. First Fid. Bank, No. 92 Civ. 7584 MBM, 1997 WL 528283(S.D.N.Y. Aug. 

27, 1997)판결에서 법원은 수탁회사에 적용되는 신중한 자의 기준은 전통적인 신탁법리

에 유추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98) Bank of New York v. Sunshine-Jr. Stores, Inc. 456 F. 3d 1291, 1297-98(11th Cir. 2006)판결에서 

법원은 수탁회사는 계약상 명시된 범위 내에서의 의무와 책임만 있다고 전제한 뒤, 동 

사안에서는 수탁회사는 사채계약의 수탁회사가 아니라 보통법상의 수탁자의 지위를 

가지므로, 보통법상 신인의무가 있다고 인정하였다. Elliott Associates v. J. aenry Schroder 

Bank and Trust Co., 838 F.2d 66, 70(2d Cir. 1988)판결에서 법원은 수탁회사는 사채계약상 명

시된 의무 이외에 묵시적인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Merkel v. Continental 

Resources Co. 758 F.2d 811(2d Cir. 1985)판결에서 법원은 수탁회사의 경우 일반적인 수탁

자와 달리 무한의 충성의무(duty of undivided loyalty)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상 명

시된 범위내에서의 의무과 책임만을 진다고 판시하였다. Browning Debenture aolders’ 

Committee v. DASA Corp.560 F.2d 1078, 1083(2d Cir. 1997)판결에서는 법원은 계약상 명시되

어 있지 않는 이상 사채계약상 수탁회사가 공정한 사채의 전환가격을 협상하거나 전

환가격에 대한 의견을 표명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하였다. 

99) Schwarcz and Sergi(2008), pp.1048-1050; 1939년 신탁증서법상 수탁회사의 의무에 책임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윤영신(1997), pp.133-146   

100) 1939년 신탁증서법 제315조(a)항(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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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낮기 때문에 수탁회사로서는 적극적으로 사채권자의 권리보호와 행

사를 위한 조치를 취할 유인이 없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대

응책으로, (i) 수탁회사의 의무의 기준을 회사의 경영진의 신인의무의 기

준과 유사하게 해석하되 경영판단원칙을 도입하자는 견해와 (ii) 超수탁

자(super trustee)를 도입하자는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  

(A) 경영판단원칙 적용  

경영판단원칙을 수탁회사에 적용하자는 견해의 근거는 수탁회사의 

역할은 전통적인 신탁관계의 경우와 같이 본인으로부터 재산을 신탁받아 

그 신탁재산을 보전하는 것을 주된 임무로 하는 수탁자와 다르다는 점을 

근거로 든다. 발행회사에 채무불이행이 발생하여 발행회사가 원리금 전

액을 상환하지 못할 위험이 있는 경우 사채권자들이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을 최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야 하므로, 주주의 이익을 최대화하

여야 하는 회사의 경영진과 유사한 입장에 처해있다는 점을 든다. 발행

회사의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더라도 기계적으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기한

이익상실을 선언하고 원리금 지급을 청구함으로써 회사의 유동성 위기를 

초래하여 도산상황에 이르게 하기보다는 채무불이행사유에 대한 포기를 

하는 것이 사채권자에게 유리한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수탁회사는 이

와 같은 결정을 함에 있어서 경영판단원칙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이상 

사후적인 책임추궁의 우려 때문에 적정한 판단을 하기 어렵다는 것이

다. 101 ) 경영판단원칙에 따르면 경영진이 중과실(gross negligence)이 없이 

적절한 정보와 절차에 따라 판단을 한 경우 책임을 면제하는데, 102  신탁

증서법 제315조(d)항(2)에 따른 수탁회사의 의무기준은 과실(negligence)의 

 

101) Schwarcz and Sergi(2008), pp.1058-1061 

102) Schwarcz and Sergi(2008), p.1055; Citron v. Fairchild Camera & Instrument Corp., 569 A.2d 53, 

66(Del. 1989)판결에서 법원은 경영판단원칙의 적용여부의 기준은 이사의 판단근거가 

중과실에 의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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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무에 따르므로 현행 신탁증서법상 중과실을 기준으로 하는 경영판단원

칙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인정한다.103  다만, 법원이 수탁

회사의 책임을 판단함에 있어서 경영판단원칙에 유사한 기준을 적용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한다.104 

(B) 超수탁자 도입 

초수탁자를 도입하자는 주장은 1999년 Marcel Kahan교수가 스턴 비

지니스 스쿨의 Amihud교수 및 Garbede교수와 공동 저술한 논문에서 제

시되었다. 주장의 근거는, 일반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공모사채의 경우

에는 투자자가 널리 분산되어 있어 은행대출 등의 사적 대출(private debt)

의 채권자에 비하여 부채의 대리인 비용이 더 크고, 사채가 다양한 투자

자들에게 분산되어 있어 의사결정과정에서 집단행동의 문제가 발생한다

는 것이다. 또한 사채의 유통성으로 인하여 개별 사채권자들이 기회주의

적으로 행동하는 경우 사채권자에 대한 권리보호가 미흡하다고 관찰하면

서, 모든 사채권자의 대리인(agent of all bondholders)으로서 사채계약의 제

한약정(covenant)을 전속적으로 협상, 감독, 집행하는 권한을 가진 초수탁

자(super trustee)를 둘 것을 제안하고 있다. 부채의 대리인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는 공모사채에도 신탁증서상 엄격한 제한약정(covenants)을 포함시

키되, 초수탁자에게 그러한 조건을 재협상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 상황

의 변화에 대처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105 

초수탁자 제안에 따르면 발행회사는 초수탁자로 명망있는 기관을 선

임하고, 수탁회사의 부정행위나 이익충돌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수탁회사를 변경하지 않는다. 일반적인 수탁회사와 달리 초수탁회사는 

채무불이행 발생 이전에도 회사와의 비밀유지 약정에 따라 회사로부터 

 

103) Schwarcz and Sergi(2008), p.1064 

104) Schwarcz and Sergi(2008), pp.1072-1073 

105) Amihud et al(1999), p.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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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재무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고, 그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사채계약상의 제한약정을 준수하는지를 적극적으로 모니터

링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한편, 초수탁자는 회사와 사채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권한과 발행회사의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경우 권리구제수단의 

행사여부에 대한 권한을 단독으로 보유하여, 사채권자의 지시없이 초수

탁회사의 권한과 판단으로 사채권자의 권익을 보호하게 된다. 이와 같이 

초수탁자에게 권리행사의 단독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집단행동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106   

다만, 이와 같은 구조는 초수탁자에 대한 충분한 경제적 보상과 동

기부여가 전제되고, 사채권자들이 초수탁자의 선임에 따른 사채가격의 

인상에 대한 지지가 있어야 가능한 모델이다.107  또한 경영판단원칙의 도

입등 1939년 신탁증서법 제315조상 수탁회사의 책임기준에 대한 완화와 

수탁회사의 권한 확대를 위한 1939년 신탁증서법의 개정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한계가 있다.108  신탁증서법 제316조(b)항의 개정이 없는 이상, 초

수탁자는 지급조건의 변경에 대한 권한이 없다. 109  이와 같은 초수탁자 

제안에 대하여는 사채관리의 효율성을 위하여 사채권자의 권한을 과도하

게 수탁회사에게 집중하고, 과도한 제한약정조항을 전제로 한다는 비난

이 있다.110  

 

106) Amihud et al(1999), pp.469-479 

107) Amihud et al(1999), pp.479-481 

108) Amihud et al(1999), pp.485-488  

109) Amihud et al(1999), pp.473-476 및 pp.487-488에서는 사채의 지급조건의 변경은 신탁증

서법 제316조(b)항으로 인하여 초수탁자에게 변경권한을 부여하기는 어렵겠지만, 사채

권자들이 초수탁자에게 그와 같은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선택지를 가질 수 있도록 

관련조항을 개정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다만, 부채의 대리인 비

용을 줄이기 위하여서는 초수탁자 제한약정에 대한 실질적인 감독을 하는 것이 더 중

요하고, 지급조건의 변경권한까지 가지도록 하는 것은 필수적이지는 않지만, 다수결에 

의한 지급조건의 불리한 변경이 허용될 경우 초수탁자는 사채권자에게 적절한 조언을 

함으로써 집단행동의 문제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110) Schwarcz and Sergi(2008), p.1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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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han교수는 이후에 발표된 2002년 논문에서 사채권자의 권리보호

를 위하여 수탁회사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과 그에 따른 입법적, 시장

적 상황이 준비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수탁회사에만 의존하여 사채권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는 방안은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개별 사채권

자의 권리행사를 강화하는 대안을 주장하였다. 동 주장에 의하면, 개별권

리행사금지조항(no action clause)의 조건을 완화하여 사채권자가 수탁회사

에게 권리행사를 요청할 수 있는 조건을 25%의 사채권자에서 10%의 사

채권자로 낮추는 등 권리행사의 요건을 완화하고, 111  사채권자가 발행회

사의 채무불이행 이외의 사해행위 기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개별

적으로 권리구제를 할 수 있어야 한다.112  다만, 개별 사채권자의 남소제

기 또는 권리행사로 인하여 특정사채권자만이 이득을 보는 이익충돌의 

문제에 대하여는 소제기 요건인 10%의 사채권자보다 다수의 사채권자, 

가령 25%의 사채권자의 지시에 의하여 소송제기를 제한하는 요건을 둠

으로써 그러한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113 

2. 사채권자집회를 이용하는 대륙법계  

가. 독일의 경우 

(1) 독일 사채법의 변천 

독일에서 사채(Schuldverschreibung)는 채무증서, 즉, 지급의무를 증빙

하는 서면을 의미한다. 그러나, 사채에 대한 포괄적인 정의규정을 두고 

있는 법률은 없고, 이 용어는 무기명사채의 권리행사에 관한 독일 민법 

제793조에 사용되고 있을 뿐이다.114 

 

111) Kahan(2002), p.1076 

112) Kahan(2002), pp.1072-1074 

113) Kahan(2002), p.1084  

114) Allen(2012), p.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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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2009년 사채법(Schuldverschreibungsgesetz, 이하 “SchVG”) 115은 

그 전신인 1899년 사채법116을 대체하는 법률로 사채권자의 단체적 구성 

및 대표자에 대한 규율을 정하고 있다.117  2009년 사채법이 제정된 배경은 

다음과 같다.  

1990년대에 모든 독일통화표시 채권은 독일법을 준거법을 하여야 한

다는 독일 연방은행 규정상의 제한이 폐지되면서 독일법을 준거법으로 

하는 채권의 발행이 감소되었다. 유럽경제공동체의 성립에 따라 유로화 

표시 채권의 발행이 늘어나면서 다수결 결의를 통한 사채조건변경을 제

한하는 1899년 사채법의 적용을 피하여, 독일기업들이 유럽연합내의 다

른 국가에 자회사를 설립하여 사채를 발행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였다. 

즉, 재무적인 어려움에 처한 기업들이 채무조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1899년 사채법상 다수결에 의하여 원금을 조정할 수 없는 제한 때문에, 

독일회사의 설립지를 영국으로 이전한 후 영국법에 의하여 채무재조정을 

하는 사태들이 발생하였다. 118  이러한 사태에 대처하여 독일 법조계와 입

 

115) Gesetz über Schuldverschreibungen aus Gesamtemissionen(SchVG) vom 31. Juli 2009, BGB1.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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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 Gesetz betreffend die gemeinsamen Rechteder Besitzer von Schuldverschreibungen Vom 4. 

Dezember 1899 (SchVG 1899); 1899년 사채법은 26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조는 

동법의 적용범위를 정하고, 사채권자집회에서의 다수결에 의한 의사결정방식과 사채권

자대표의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 동법의 적용범위는 독일내에서 영업을 영위하는 개인

이나 법인이 발행하는 사채로서 일정금액이상의 사채로서 300매 이상의 사채가 발행

되고 동일한 내용의 권리가 사채권자에게 부여되는 채무증권이다. 제11조에서는 이자

지급과 상환에 관하여는 제1조에 따른 다수결의 원칙의 적용이 제한됨을 명시하고 있

다. 그 이외에 사채권자의 차별적 대우에 대한 일반적 금지규정(제12조), 사채권자대표 

선임에 관한 규정(제14조), 이익충돌의 금지에 관한 규정(제14조a), 사채권자대표의 권

리(제15조), 도산절차에서 사채권자대표의 역할(제18조)을 두고 있다. 다만, 동법은 협

소한 적용범위 및 사채권자집회 소집의 현실적인 어려움, 다수결을 통한 사채조건 변

경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거의 활용되지 아니하였다(Allen(2012), p.60). 

117) Allen(2012), p.60 

118 ) 2009년 사채법 개정이전의 대표적인 구조조정인 EM.TV&Merchandising AG가 발행한 

전환사채의 구조조정의 경우 1899년 사채법상 다수결에 의한 상환조건의 변경이 허용

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회사는 사채권자로부터 개별적인 사채상환을 포기하는 동의

를 받아서 구조조정을 진행하였다. 94.22%의 사채권자들이 개별적으로 사채상환을 포

기하고, 출자전환하는데 동의하였다. Deutsche Nickel AG의 구조조정의 경우, 다수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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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자들은 국제적인 금융환경에서 독일 금융시장의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

하여 1899년 사채법을 대체하는 2009년 사채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2009년 사채법은 1899년 사채법과 유사한 구조이지만, 1899년 사채법

에 비하여 그 적용범위가 넓고, 사채권자집회의 다수결 결의를 통한 사

채조건 변경의 범위를 확대되었다. 동법 제1조는 그 적용범위를 독일법

인에 의하여 발행된 채권에 한정하지 않고, 독일법을 준거법으로 하는 

채권에 적용되도록 하고, 사채 발행규모와 사채의 매수단위 요건도 폐지

하여 소규모 발행에도 동법이 적용되도록 하여 그 적용범위를 확대하였

다.119  사채발행과 관련된 계약법 또는 증권발행 및 공시 등에 대한 금융

규제에 대한 내용은 독일 민법과 증권거래법 120이나 증권발행공시법 121에

서 규정하고 있고, 사채법은 사채권자의 조직 및 사채권자의 대표에 대

한 규제로 한정되어 있다.122  

(2) 사채권자대표의 권한  

2009년 사채법 제5조 제1항은 사채조건에 정해진 바에 따라, 사채권

자집회에 있어서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 모든 사채권자를 위한 사채권

자대표(gemeinsamer Vertreter)를 선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123  사채권

자대표는 사채권자들의 결의에 의하여 언제든지 해임될 수 있다.124 

1899년 사채법상으로는 사채권자대표의 선임은 사채발행이후에 5% 

이상의 사채권자가 소집을 요구한 사채권자집회에서 선임되도록 되어 있

 

의한 구조조정을 허용하는 영국법상 합의개편계획(scheme of arrangement)을 이용하기 위

하여 영국으로 설립지를 변경하여 사채의 일부상환 및 출자전환을 하였다(Allen(2012), 

pp.64-65).  

119) Allen(2012), pp.62-63 

120) Wertpapierhandelsgesetz vom 26. Juli 1994 

121) Wertpapierprospektgesetz vom 22. Juni 2000  

122) Allen(2012), p.60 

123) §5 Abs. 1 SchVG    

124) §7 Abs. 4 SchV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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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사채권자대표의 역할은 회사에 위기가 발생한 경우, 사채권자들을 

대표하여 회사와 정보교환 및 협상을 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그러나 

발행회사에 별도의 사채명부작성의무가 부과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사

채권자들이 사채권자집회를 요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였다.125  

2009년 사채법 제7조에 의하여 사채가 발행된 이후에 사채권자집회

에서 사채권자대표를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동법 제8조

에 따라 사채의 발행 전에 사채권자대표를 선임하는 것도 가능하다. 사

채권자대표의 자격요건은 제7조에 의한 사후선임의 경우와 제8조에 의한 

사전선임의 경우 차이가 있다.   

사채조건의 일부로 사전에 선임되는 사채권자대표의 경우에는 회사

의 이사회 등 회사의 집행기관의 구성원이나 회사의 직원(회사의 내부자)

을 사채권자대표로 선임할 수 없다. 다만, 회사의 주식의 20%이상을 보

유하고 있거나(회사의 지배주주), 회사가 발생한 사채의 20%이상을 보유

하고 있거나(회사의 주요채권자), 그러한 지배주주나 주요채권자의 지배

를 받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이 사채조건 중에 공개되는 경우에는 

선임될 수 있다. 만일 사후적으로 그러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사채권자들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126  회사의 내부자, 지배주주 및 주요채

권자 혹은 그러한 요건에 해당하는 기관의 지배하에 있는 자를 사채권자

대표로 사후에 선임하는 경우, 사채권자집회에서 선임되기 전에 그와 같

은 이해관계를 공개하면 선임이 가능하고, 사후적으로 그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사채권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127  

사채권자대표는 사채권자를 위하여 사채발행회사로부터 정보를 수령

하고, 발행회사와 교섭을 행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128  사채권자대표는 개

 

125) Allen(2012), pp.74-75 

126) §8 Abs. 1 SchVG 

127) §7 Abs. 1 SchVG   

128) §7 Abs. 5 SchV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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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사채권자가 아닌, 사채권자의 집단적인 의사결정을 따를 의무가 있

다. 사채권자대표의 수권범위내에서는 사채권자집회에서 명확히 개별 사

채권자의 권리행사를 허용하지 않는 이상 개별 사채권자가 사채발행회사

에 대하여 독자적으로 권리주장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129  

사채권자대표는 사채권자에 대하여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하는 한편, 

경영판단원칙에 의하여 보호된다. 사채권자대표는 사채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의, 중과실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간보수의 10배를 한도로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130  

사채권자대표는 사채권자와 대리인관계를 형성하므로, 신탁관계의 

수탁자와 달리 사채권자에 대한 신인의무(fiduciary duty)를 부담하지 않고, 

사채계약상 정해진 계약상 의무만을 부담한다. 131  이에 대하여, 사채권자

의 보호 및 집단행동의 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법률상 사채권자대표에

게 영미법상 신탁관계에서 수탁자가 부담하는 신인의무에 상응하는 의무

를 부과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132   

(3) 개별 사채권자의 권한 

2009년 사채법은 신탁관계로 구성되어 있는 영국법을 준거법으로 하

는 신탁증서상의 사채권자와 수탁자와의 관계와 달리, 사채권자와 사채

권자대표의 관계를 대리인 관계로 구성하고 있다. 133  따라서, 원칙적으로 

사채권자대표가 전체 사채권자를 위한 대리권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사채

권자가 본인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다만, 2009년 사채

 

129) §7 Abs. 2 SchVG  

130) 井出ゆり(2012a) pp.212-213; §7 Abs. 3 SchVG; §8 Abs. 3 SchVG  

131 ) 사채권자대표가 사채권자집회에 의하여 선임된 경우에는 독일 민법 제611조에 따른 

서비스계약으로 보고, 발행인이 사채권자대표를 선임한 경우에는 독일 민법 제675조에 

의한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본다(Allen(2012), p.75).   

132 ) 이와 같은 주장은 사채권자대표가 영국에서 발행되는 사채의 수탁자가 가지는 정도

의 재량을 가지는 것을 전제로 한다(Allen(2012) pp.84-85).    

133) Allen(2012), p.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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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사채권자대표가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의하여 

수권받은 범위내에서는 사채권자들은 개별적으로 권리행사를 할 수 없다. 

한편, 동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도산절차에서는 오직 사채권자대표만이 

사채권자를 위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134  

(4) 사채권자집회의 권한  

2009년 사채법 제4조에 의하면 사채조건을 변경하기 위하여는 모든 

사채권자가 개별적으로 같은 내용의 조건변경에 대하여 동의하거나 사채

권자집회의 결의를 하여야 하며, 사채권자집회 결의의 효력은 모든 사채

권자를 구속한다.  

2009년 사채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사채권자집회는 이자지급일의 변

경, 이자의 감축, 원금의 만기 변경, 도산절차 중 사채의 우선순위의 변

경, 사채의 출자전환 또는 다른 종류의 채권으로의 전환, 담보의 변경 또

는 해제, 발행통화의 변경, 사채권자의 해제권의 포기 또는 제한, 발행회

사의 대체, 기타 사채의 부수조건의 변경 또는 취소를 결의할 수 있다.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채의 권리변경을 하기 위하여는, 사채

조건이나 사채증서에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의하여 권리변경이 가능하

다는 점이 명기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채조건에 따라 권리변경이 가

능하다. 135  즉, 사채권자집회를 통한 사채원금의 감축이 가능하기 위하여

는 발행회사가 명시적으로 이를 선택하여야 하므로, 당연히 모든 사채가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를 통하여 원금감축등 채무조정이 가능한 것은 아니

 

134 ) 1899년 사채법하에서는 사채권자대표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개별 사채권자가 원칙적

으로 사채권자의 권리행사를 하기 위한 소를 제기할 수 있었고, 예외적으로 동법 제14

조 2항에 의하여 75%의 사채권자가 개별 사채권자의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결의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었으나, 2009년 사채법에서는 사채권자대표가 선임된 경우에는 그 

수권범위내에서는 원칙적으로 개별 사채권자의 권리행사가 제한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Allen(2012) p.73).   

135) §2 SchV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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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36  

나. 스위스의 경우 

(1) 스위스 연방채무법 

스위스법상 사채의 발행 및 사채권자의 권리에 관하여는 스위스 연

방채무법137  제5장 유가증권(Wertpapier) 제34절 사채(Anleihensobligationen)

부분에서 정하고 있다.138  제34절 사채에 관한 부분은 제1부 투자설명서 

작성의무(동법 제1156조)와 제2부 사채권자공동체(동법 제1157조부터 제

1186조)에 대한 조항들로 나누어져 있다. 스위스 연방채무법 제1157조 

이하는 1918년 2월 사채권자공동체에 관한 연방내각명령(Verordnoung des 

Bundesrates betreffend die Gläubigergemeinschaft bei Anleihensobligationen(GGV) 

vom 20. Februar 1918, AS 34 231, 이하 “1918년 연방명령”)을 대체한 것이

다.139  동법 제1157조 이하 사채권자공동체140에 관한 부분은 1936년 개정 

스위스 연방채무법에 포함되었으나 발효되지 않고 있다가,141  1949년 스

위스 연방채무법 개정 이후 1950년부터 효력을 발생하였다.142  사채권자

 

136) 자세한 논의는 제3장 제3절 3. 나. (2) (가)  

137 ) Bundesgesetz betreffend die Ergänzung des Schweizerischen Zivilgesetzbuches(Fünfter Teil: 

Obligationenrecht)  

138 ) 스위스 연방채무법은 1911년 스위스 연방의회에 의하여 제정된 이후 여러 차례의 

수정을 거쳐왔다. 스위스 연방채무법은 스위스 민법의 일부를 구성한다.  

139) Jean-Baptiste Zufferey in Tercier·Amstutz·Trigo Trindade(2017), Intro. Art. 1157 ss N 5  

140) Gläubigergemeinschaft bei Anleihensobligationen  

141 ) Schweizer(1925), pp.94-97에 따르면 사채권자공동체 제도에 대한 규정을 스위스 연방

채무법에 포함할지, 도산법의 일부로 포함할지, 별도의 특별법에 포함할지에 대한 논

의가 있었다. 도산법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견해의 근거는 사채권자공동체의 권리감축

결의는 발행회사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사채권자의 권리를 강제적으로 감축하는 효과

가 있으므로 도산법의 영역에 더 적합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민법의 일부인 연방채무

법에 포함하자는 견해는 민법의 구조상으로도 사채권과 같은 다수의 권리관계에서 다

수결 결의를 통한 의사결정을 하는 장치가 허용된다고 본다.   

142 ) 行岡睦彦(2018), pp.303-315에 요약된 스위스 채무법상 사채권자공동체 제도의 연혁

은 다음과 같다. 사채권자공동체 제도는 1874년 철도의 저당 및 강제청산에 관한 연방

법(Bundesgesetz über die Verpfändung und Zwangsliquidation von Eisenbahnen(VZEG) vom 24 

Juni 1874, AS 1 121)에 따라 철도회사의 재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철도회사에 대한 

담보부사채권자집회의 다수결 결의에 의하여 일정한 권리의 양보를 이루어내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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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에 관한 부분은 주로 사채대리인과 사채권자공동체 제도에 대하여 

정하고 있다. 스위스 연방채무법 제1170조에 따라 사채권자의 권리행사

를 연기하거나 권리내용을 변경하는 사항에 대한 사채권자공동체의 결의

는 동법 제1176조에 따라 스위스 연방화의관청(kantonalen Nachlassbehörde)

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한국 상법이 모범으로 

삼은 일본의 사채권자집회의 인가제도는 스위스 연방채무법을 참고한 것

이므로, 143  스위스법 연방채무법상 사채권자공동체제도를 검토하는 것이 

한국 상법상 사채권자집회의 분석에도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 사채권자공동체 제도 

스위스 연방채무법 제1157조 이하의 사채권자공동체제도는 스위스에

서 설립된 국내기업이 발행하는 공모사채에만 적용되는 규정이다. 따라

서, 외국회사가 스위스법을 준거법으로 하여 사채를 발행하더라도 동법 

제1157조부터 제1186조는 적용되지 않는다.144  외국회사가 스위스 투자자

 

제도로 최초로 도입되었다. 한편, 일반적인 사채권자공동체를 규율하는 규범으로는 1

차세계대전으로 인한 경제적 위기를 계기로 1918년 연방명령이 제정되었다. 동 명령은 

사채권자간의 자유의사에 의한 합의형성이 곤란한 경우,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사채

의 사채권자는 법률상 당연히 채권자 공동체를 구성하도록 정하였다. 사채권자공동체

의 의사결정기관인 사채권자집회는 자본다수결에 의하여 공동체에 속하는 사채권자의 

공동이익을 수호하기 위한 조치를 결정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사채대리인의 선임, 

일정기간 원리금 지불유예, 사채의 우선주식으로의 전환 등 원금청구권의 포기도 일정

범위내에서 결의 가능하였다. 동 내각명령은 1919년 개정을 통하여 철도회사 및 해운

회사에 대하여도 적용범위를 확대하였다. 1930년대 세계공황을 거치면서 스위스 연방채

무법 개정초안을 거쳐 1936년 개정 스위스 연방채무법 제34장 제2절에 의하여 사채법

이 일반 채무법의 일부로 법제화되었다. 1936년 개정법은 1918년 명령의 내용을 거의 

답습하였지만, 채권자공동체의 결의사항의 범위를 축소하여 원금채권의 포기를 제외하

는 한편, 1918년 연방명령과 달리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대한 화의관청의 인가제도를 

도입하였다. 화의관청의 인가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1918년 연방명령하에서 채권자집회

에 대한 불복제도로 취소소송이 운용되고 있었지만, 불복신청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고, 엄격한 입증책임을 부담하여 개별 사채권자의 보호에 불충분하다는 인식에서, 

사채권자를 보호를 위하여 결의의 인가제도가 도입되었다. 1936년 개정법은 즉시 시행

되지 않고 있다가, 1949년 개정 스위스 연방채무법으로 1950년부터 시행되었다.  

143) 鴻常夫(1958) p.191, p 194 각주 9; 行岡睦彦(2018), p.29 

144) Jean-Baptiste Zufferey in Tercier·Amstutz·Trigo Trindade(2017), Intro. Art. 1157 ss N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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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대상으로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계약상 스위스 연방채무법에 따른 

사채권자공동체제도가 적용하기 위하여는 스위스 연방채무법상 관련조항

들을 사채조건에 포함시켜야 한다. 145  스위스 연방채무법상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개별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고, 권리의 행

사 및 처분에 있어서도 각 사채권자가 각자 독립적으로 행하는 것이 원

칙이다. 각 사채권자가 발행회사에 대하여 개별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으

므로 원칙적으로는 개별 사채권자의 권리행사가 제한받지 않고, 사채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행회사는 개별적인 사채권자와 교섭

하여야 하지만, 사채권자공동체의 권한에 속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채권

자는 개별적인 권리행사를 할 수 없다.146  사채권자공동체는 법인격을 가

진 단체는 아니지만, 법률에 정하는 범위내에서는 소송에서 당사자자격

을 가진다.147  

사채권자공동체는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특히 발행회사가 재

무적 어려움에 처한 경우 사채권자의 공동이익의 옹호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148  다만, 발행회사의 재무적 어려움이 

사채권자공동체가 조치를 취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건은 아니다. 149  한편, 

사채권자공동체는 사채권자의 공동이익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므로, 

일방적으로 발행회사에게 유리한 결의를 할 수는 없다. 150  이와 같은 제

도를 둔 취지는 다수의 사채권자에 존재하는 집단행동의 문제를 극복하

고, 합리적인 채무재조정을 하기 위한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151  

 

145 ) René Bösch/Benjamin Leisinger in aonsell(2014), Art. 1157 N. 4 ; Jean-Baptiste Zufferey in 

Tercier·Amstutz·Trigo Trindade(2017), Intro. Art. 1157 ss N 9  

146) René Bösch/Benjamin Leisinger in aonsell(2014), Art. 1157 N. 12  

147) René Bösch/Benjamin Leisinger in aonsell(2014), Art. 1157 N. 11 

148) 스위스 연방채무법 제1164조 제1항  

149) Christian Steinmann in aonsell/Vogt/Watter(2002), Art. 1164 N 1 

150) Christian Steinmann in aonsell/Vogt/Watter(2002), Art. 1164 N 3  

151) René Bösch/Benjamin Leisinger in aonsell(2014), Art. 1157 N. 5  



 

 

47 

스위스 연방채무법에 따라 사채권자공동체는 사채권자공동체의 결의

를 통하여 동법 제1170조에 열거된 사항에 한하여 사채조건을 변경할 수 

있지만, 그 이외의 사항(예를 들면 사채의 원금감축)에 대하여 사채권자

의 권리를 감축할 권한은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 152  사채의 권리변경에 

대한 스위스연방채무법 제1170조에 따른 사채권자공동체의 결의는 스위

스 화의관청의 인가를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153     

(3) 사채대리인과 개별 사채권자의 권한 

스위스 연방채무법상 스위스 법인이 국내에서 공모발행하는 사채에 

대하여는 사채조건상 사채대리인이 포함된다.154  스위스 연방채무법상 사

채대리인(Anleihensvertreter)은 사채권자공동체의 집행기관으로 그 법적 

성질은 사채권자공동체의 대리인(Stellvertreter)으로 해석된다. 155  사채조건

에 포함된 계약대리인(Vertragsvertreter)은 사채조건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이상 사채권자공동체 뿐만 아니라 채무자(발행회사)의 대리인으로써 자

격을 가지고 있다.156  한편, 사채권자공동체는 사채의 발행 후에 계약대리

인 이외에 별도로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정대리인

(Wahlvertreter)을 선임할 수 있다. 157  선정대리인을 선임하는 권한은 사채

권자공동체의 고유권한으로, 사채조건에 의하여 변경, 배제할 수 없다.158 

스위스 연방채무법상 사채대리인에 대한 자격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으므

로, 계약대리인과 사채권자간에 이익충돌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152) 스위스 연방채무법 제1173조 제1항 

153) 스위스 연방채무법 제1175조 

154) Jean-Baptiste Zufferey in Tercier·Amstutz·Trigo Trindade(2017), Art. 1158 N 1   

155) René Bösch/Benjamin Leisinger in aonsell(2014), Art. 1158-1163 N 4; 行岡睦彦(2018), pp.368-

369 

156) 스위스 연방채무법 제1158조 제1항  

157) 스위스 연방채무법 제1158조 제2항 

158) 스위스 연방채무법 제118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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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159  

계약대리인은 사채권자와 발행회사간의 중개기능을 하며, 일반적으

로 사채발행시의 주간은행이 계약대리인으로 선임된다.160  다만, 사채권자

와 발행회사간에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경우에는 사채권자공동체의 이익

을 대리하여야 한다.161  계약대리인이나 선정대리인 모두 사채권자공동체

의 과반수 결의에 의하여 해임될 수 있지만,162  계약대리인의 경우 발행

회사의 동의를 얻어서 해임한다.163  계약대리인의 비용은 발행회사가 지

급하나, 선정대리인의 비용은 사채권자가 사채권의 보유비율에 따라 안

분부담한다.164  

사채대리인의 권한은 법률상 부여된 권한, 사채조건에 의하여 부여

된 권한 및 사채권자공동체에 의하여 부여된 권한으로 나누어진다.165  스

위스 연방채무법 제1170조에 열거된 사채권자공동체의 결의사항에 대하

여 사채대리인에게 포괄위임할 수 없으며, 개별 사안별로 사채권자공동

체의 특별결의를 얻어서 위임하여야 한다.166  사채대리인에게 사채권자를 

위하여 권리를 행사할 권한이 부여된 범위에 대하여는 개별 사채권자가 

독립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는 없다.167   

스위스 연방채무법상 발행회사가 지급의무를 연체한 경우, 사채대리

인은 사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발행회사에게 관련된 모든 정보를 요청

할 수 있다. 168  발행회사가 지급연체를 하지 않은 경우라도 사채조건에 

 

159) Jean-Baptiste Zufferey in Tercier·Amstutz·Trigo Trindade(2017), Art. 1158 N 3  

160 ) Jean-Baptiste Zufferey in Tercier·Amstutz·Trigo Trindade(2017), Art. 1158 N 2; Christian 

Steinmann in aonsell/Vogt/Watter(2002), Art. 1158 N 1-2  

161) Jean-Baptiste Zufferey in Tercier·Amstutz·Trigo Trindade(2017), Art. 1158 N 5 

162) 스위스 연방채무법 제1162조 제1항  

163) 스위스 연방채무법 제1162조 제2항 

164) 스위스 연방채무법 제1163조 

165) 스위스 연방채무법 제1159조 제1항 

166) Jean-Baptiste Zufferey in Tercier·Amstutz·Trigo Trindade(2017), Art. 1159 N 4  

167) 스위스 연방채무법 제1159조 제3항 

168) 스위스 연방채무법 제116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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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 바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발행회사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

으나, 개별적인 사채권자는 정보제공요구를 할 수 없다.169  사채대리인이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는 발행회사의 감사되지 않는 재무제표, 회

사의 재무상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가 포함된다. 170  사채대리인은 발행

회사의 주주총회 등 의사결정기관의 회의에서 사채권자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자료를 제공받고, 회의에 참석하여 권고적 발언을 할 권한이 있

다.171  다만, 사채권자공동체의 의안에 대한 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한다.172 

다. 일본의 경우  

(1) 사채법의 연혁 

일본의 사채에 관한 규정은 회사법상 주식회사편의 일부, 담보부사

채신탁법 등에 산재되어 있다. 그 규정체계 및 입법논리가 여러 나라의 

법체계를 도입하여 상당히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었으나 수차례의 법개

정 과정을 거치면서 비교적 정리된 법체계를 가지게 되었다. 연혁적으로 

보면, 종래 일본 상법은 독일 상법을 모범으로 하여, 사채에 관하여는 제

정 당시 상법 중에 사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던 이태리, 벨기에, 포르

투갈법을 참고하였다. 담보부사채신탁법은 일반적으로 영국의 제도를 모

방하였지만, 동시에 그 제도의 운용에 있어서는 영국의 수탁자제도보다

는 미국에서 발달한 신탁회사제도를 모방한 측면이 있다.173  

(2) 사채권자집회제도의 연혁 

일본에 최초로 사채권자집회제도가 도입된 것은 1905년의 일본 담보

 

169) René Bösch/Benjamin Leisinger in aonsell(2014), Art. 1158-1163 N 7  

170) Christian Steinmann in aonsell/Vogt/Watter(2002), Art. 1160 N 3-4; 行岡睦彦(2018), p.371 

171) 스위스 연방채무법 제1160조 제2항, 제3항 

172) René Bösch/Benjamin Leisinger in aonsell(2014), Art. 1158-1163 N 8 

173) 鴻常夫(1987b), p.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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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사채신탁법 제정 때였다. 당시 사채권자집회가 도입될 때에는 소수사

채권자의 권리남용으로 사채권자 전체 이익에 도움이 되는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결과를 피하기 위한 장치로 이해되었다. 사채권자 전체 이익에 

도움이 되는 의사결정의 구체적인 예로는 사채상환에 대한 기한유예, 이

자의 면제, 사채의 출자전환 등이다. 174  다만, 소수사채권자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사채권자 전체의 권리를 변경하는 권한을 다수사채권자에게 부

여한 것이므로, 다수결의 폐해로부터 소수사채권자가 불의의 손실을 입

을 우려가 있어 다수결로 결의할 수 있는 사항은 한정적으로 미리 정해 

두었다.175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일본 담보부사채신탁법상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사항은 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법정결의사항에 한정되지 않고, 신탁

증서에서 약정결의사항을 정하는 것을 인정하였다는 것이다. 즉, 사채권

자집회의 결의사항을 강행법적으로 제한할 필요성은 고려되지 아니하였

고, 법률 또는 계약에서 미리 정해 두는 것에 주안을 두었다.176 

사채권자집회제도는 1938년 일본 상법 개정에 의하여 무담보사채에

도 도입되었다. 당시 사채권자집회는 사채권자의 권리행사를 위한 단체

적인 의사결정기구인 동시에 소수사채권자의 권리남용을 제한하는 기능

이 있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즉, 사채권자는 발행조건이 동일한 사채를 

분할하여 보유하고 있어 경제적 이해관계가 공통된 하나의 경제적 이익

단체라고 볼 수 있다는 전제하에, 사채를 발행한 회사가 사채지급의무를 

해태한 경우 개별적으로 권리행사를 하기 어려운 경제적 약자인 사채권

자는 사채권자집회제도를 통한 단체행동을 하는 것이 권리 및 이익의 확

보에 유리하다고 보았다. 한편, 발행회사나 다수사채권자의 입장에서도 

사채권자집회가 있는 경우 사채의 원리금지급유예와 같은 중요한 결정사

 

174) 池田寅次郎(1909), pp.25-26  

175) 池田寅次郎(1909), p.28, 32  

176) 行岡睦彦(2018), pp.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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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에 대하여 다수결 제도를 통하여 의사결정을 할 수 있으므로 소수사채

권자가 불합리하게 반대하여 적절한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를 회

피할 수 있고, 나아가 발행회사의 입장에서는 협상의 상대방이 명확하다

는 편익을 누릴 수 있다고 보았다.177  따라서, 사채권자집회는 (i) 발행회

사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사채권자의 단체적 대항수단의 조직으로서 역할

을 함과 동시에 (ii) 소수사채권자를 구속하는 측면에서 발행회사의 편의

(교섭상대방의 확보)를 도모하는 제도로 이해되었고, 사채권자집회에 대

한 이와 같은 이원적인 이해는 일본내의 통설로 형성되어 있다.178   

1938년 일본 상법 개정으로 사채권자집회제도를 도입하면서, 사채권

자집회의 결의는 법원의 인가에 의하여 효력을 발생하도록 하였다. 이는 

사채권자 권리내용에 직접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의 경우 다수결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폐해에 대비할 필요가 있고, 사채의 공중성에 비

추어 결의의 성립 및 내용에 관한 하자의 주장에 대한 주도권을 사채권

자에게 맡겨 두기보다는 법원의 감독에 맡겨 법원의 후견적 기능을 기대

한 것이다.179 

다만, 1930년부터 진행된 사채정화운동(社債淨化運動)180에 따라 사채

상환 불이행이 발생한 경우에도 모집수탁은행이 미상환사채를 액면으로 

 

177) 鴻常夫(1958), pp.168-169  

178) 上柳克郎·鴻常夫·竹内昭夫編(1985), p.146; 行岡睦彦(2018), p.28  

179) 鴻常夫(1958), p.188  

180 ) 行岡睦彦(2018), pp.30-31에 의하면, 1914년 발발한 1차세계대전 이후 일본은 전쟁호

황을 누리면서, 자유시장경제하에서 사채시장의 발행규모가 확대되었다. 사채의 유통

시장도 같이 발달하여 개인투자자들이 무담보로 발행된 사채의 상당부분을 보유하게 

되었다. 그러나, 1920년대에는 전후공황, 금융공황 등 경제사정의 악화에 따라, 사채발

행기업이 사채의 상환이나 이자지급을 하지 못하고, 개인투자자는 기업에 대한 조직적

인 단체행동을 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 사채권자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사채권자의 보호에 대한 사회적, 입법적 해결책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그 결과, 

1930년대에 이르러서는 업계의 자발적인 규약에 의하여 사채정화운동이 전개되었다. 

일본흥업은행의 주도로 전개된 사채정화운동은, 사채발생시장의 신용을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1933년 금융기관간에 성립한 협약으로, 사채발행에 있어서 소위 有擔保原則

과 定時分割償還制度(減債基金制度)를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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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하여 주는 것인 관행화되어, 사채투자자가 원금손실을 볼 여지는 사

실상 없었다. 그런데, 1970년대 이후 사채발행요건이 완화되기 시작하여, 

1990년대에는 적격사채기준 및 재무제한조항 규제 및 모집수탁은행에 의

한 사채의 일괄액면인수관행도 폐지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발행회사가 

재무적 어려움으로 사채의 원리금지급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도산절차 

외에서 채무조정을 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사채권자집회의 권한범

위 및 법원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법원의 역할은 사채권자

를 보호하는 후견적 역할 이외에도 도산절차와 유사하게 채무조정의 공

정성을 담보하는 역할까지 있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하였다. 181  2010년대

에 이르러서는 재무적 어려움에 처한 기업에 대한 도산절차 외에서의 사

적 채무재조정의 중요성이 대두됨과 동시에, 법원의 사채권자집회결의 

인가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강해졌고, 사채권자집회 결의를 통한 

원금감축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었다. 182  

이 점에 대하여는 관련 부분에서183 살펴보기로 한다.  

(3) 사채관리자의 법적 지위와 의무  

일본 상법은 1993년 개정 이전에는 사채모집 수탁회사제도를 두고 

있었다. 수탁회사는 발행회사로부터 사채모집의 수탁을 받아, 발행회사를 

위하여 사채발행업무를 하고, 사채상환에 이르기까지 사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행동할 권한이 부여되어 있었다. 1993년 일본 상법개정에서는 수

탁회사제도를 폐지하고, 사채권자의 보호를 위하여 사채관리기능을 하는 

사채관리자제도를 도입하였다. 사채관리자제도를 도입하게 된 배경에는 

사채시장의 자유화에 따라, 184  사채권자의 보호의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

 

181) 行岡睦彦(2018), pp.34-41  

182) 行岡睦彦(2018), pp.41-50 

183) 제3장 제3절 3. 다. (2) (라)  

184 ) 사채시장의 자유화의 주된 내용은 사채발행한도의 폐지, 무담보사채의 발행을 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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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185 

현행 일본 회사법상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사채관리자를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각 사채의 금액이 1억엔 이하이거나 당해 종류의 사채의 

사채권자가 50인 이하인 경우에는 사채관리자를 둘 의무를 부과하고 있

지 않다. 186  2009년 기준으로 볼 때 사채관리자를 둔 경우는 사채발행종

목의 20%이고, 금액기준으로는 30%에 불과하다. 사채관리자를 두지 않

은 경우에는 사채관리자에 대신하여 사채권자에 대한 원리금의 지급사무 

등을 행하는 재무대리인(fiscal agent)을 두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된

다.187  이와 같이 사채관리자를 두지 않는 사채가 더욱 많이 발행되는 이

유는 사채관리자에게 부담하는 비용이 높고, 사채관리자를 두지 않는 경

우가 사채관리자를 둔 경우에 비하여 이율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

채관리자를 두지 않는 경우의 불이익(즉, 채무불이행에 대한 모니터링 

및 채무불이행 발생시 회수의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채권시장에서 사채

관리자를 두지 않는 경우가 더 선호된다. 재무대리인은 사채관리자와 달

리 사채권자의 보호를 위하여 행동할 의무가 없고, 발행회사에 대한 서

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이다. 재무대리인에 대한 법률상 특별한 규율이 없

기 때문에 재무대리인의 권리의무는 발행회사와의 계약내용에 의하여 정

해진다. 재무대리인은 사채권자에 대한 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발행회사

의 재무상태가 악화된 경우 발행회사에 대한 자기의 대출채권을 회수한

다고 하더라도 사채권자에 대한 의무위반이 발생하지 않는다.188 

사채관리자의 법적 지위에 대하여는 법정권한 및 약정권한의 경우 

 

등급의 발행에 한정하였던 신용등급요건의 폐지 등을 들 수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윤영신(1997), pp.66-77 및 新作裕之(1995), p.184-188 

185) 会社法コンメンタール(2010), pp.127-128 [藤田友敬] 

186) 회사법 제702조; 회사법 시행규칙 제169조 

187) 田中亘(2016), p.529 

188) 会社法コンメンタール(2010), pp.130-131[藤田友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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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사채권자의 법정대리인으로 보는 것이 통설의 견해이다. 189  따라서, 

사채관리자를 둔 경우라도 사채권자는 본인으로서 사채보전에 대한 개별

적인 권리행사를 할 수 있다.190  일본 회사법 제704조에 의하여 사채관리

자는 사채권자를 위하여 공평·성실하게 사채의 관리를 행하여야 할 의무 

및 사채권자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사채의 관리를 할 

의무를 부담한다. 동 조항의 문구는 2005년 개정 전 일본 상법 제297조

의 3과 동일하다. 개정 전 일본 상법의 해석상으로는 “사채의 관리”에 

사채관리자의 법정권한만 포함되고 약정권한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

하는 것이 다수설이었으나, 개정 일본 회사법상으로는 “사채의 관리”에 

약정권한도 포함된다고 본다.191  그 근거로는 입안담당자의 의도, 사채관

리자의 약정권한을 모집사항으로 정하고(일본 회사법 제676조 제12호), 

그러한 사항을 신청인에게 통지하고(동법 제677조), 사채원부에도 기재하

게 하는 점(동법 제681조) 등 일본 회사법의 다른 조항과의 조화를 들고 

있다.192  

  

 

189) 会社法コンメンタール(2010), pp.131-132 [藤田友敬] 

190) 会社法コンメンタール(2010), pp.143-144 [藤田友敬] 

191) 田中亘(2016), p.534; 김두환(2006), pp.544-546 

192) 会社法コンメンタール(2010), pp.136-138 [藤田友敬]에 의하면 이와 같은 해석론

은 문언상 명백한 근거가 있다기 보다는 입법의 경위를 존중한 실질적인 해석론으로 

인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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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사채권자의 개별적 권리행사의 범위  

제1절 총설 

집단행동의 문제로 인하여 개별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계약 준수여

부를 감독할 인센티브가 적다. 금융기관이 아닌 일반 사채권자의 경우 

전문성이 부족하고, 발생회사와 사채권자간의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하

여 권리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에 대한 충분한 접근이 어렵다. 한편, 

일부 사채권자의 권리남용으로 인하여 전체 사채권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상법은 사채관리회사를 두어 집단행동의 문제를 완화하고 개별 사채

권자의 기회주의적인 행위를 방지함으로써 사채권자의 권리를 효과적으

로 보호하고자 한다. 193  하지만, 사채권자의 권리보호와 권리행사에 대하

여 사채관리회사가 전권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사채관리회사가 사채권

자의 권리보호에 실효성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채권자의 

개별적인 권리행사의 범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조직재편과 관련

된 사채권자의 이의권 행사는 현행 상법상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를 통해

서만 행사가 가능하다.  

본 장에서는 사채관리회사와 사채권자간의 권한분배의 측면에서, 사

채관리회사의 권한유형에 따라 사채권자의 개별적인 권리행사의 범위에 

대하여 살펴본다. 사채관리회사의 권한유형은 일반적으로 법정권한사항

과 약정권한사항으로 나누어 설명되므로, 본 논문에서도 그와 같은 분류 

체계에 맞추어 대응되는 개별 사채권자의 권리범위를 살펴본다. 사채관

리회사(또는 그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수탁회사)와 사채권자간의 권한의 

분배는 각국의 사채제도에 따라 차이가 있다. 사채계약상 기한이익상실 

 

193) 주석상법(2014)(윤영신 집필), pp.1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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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언(acceleration)등 계약상 권리의 행사와 관련하여 사채계약상 개별 사

채권자의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개별권리행사금지조항(no action clause)을 

두어 사채권자의 개별적인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경우도 있다. 주요 외국

의 입법예와 계약내용을 검토한 후, 상법상 허용되는 사채권자의 개별적

인 권리행사의 범위를 검토하였다. 한편, 상법상 조직재편시의 사채권자

의 이의권행사를 위하여 사채권자집회 결의에 의한 집단적 권리행사만 

가능하도록 한 것이 타당한지 검토하였다. 우선, 한국과 외국의 표준사채

계약상 사채권자에게 부여되는 권한 및 외국의 채권자이의제도를 검토한 

후, 상법상 사채권자의 채권자이의권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사채권자 권리행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사항을 제안하였다.  

본장에서 계약상 권리의 분석을 위하여 각국의 표준사채계약을 참고

하였다. 한국의 경우 금융투자협회가 제정한 표준무보증사채 사채관리계

약서(2017.9.22.자 개정본)(이하 “표준사채관리계약”)를 기준으로 검토하였

다. 194  미국의 경우 미국변호사협회(American Bar Association)가 출판한 

2000년판 Revised Model Simplified Indenture195 , 2006년판 Model Negotiated 

Covenants and Related Definitions196 및 Annotated Trust Indenture Act197을 한권

 

194 ) 증권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이하 “증권인수업무규정”) 제11조의2, 제2항에 의하여 

기업이 공모로 발행하는 무보증사채의 경우, 사채관리회사의 지정 및 표준사채계약의 

사용이 강제되므로, 회사가 발행한 공모사채의 경우 사채관리회사를 두는 것이 사실상 

강제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사채관리회사와 사채권자의 계약상 권리를 분석함에 

있어서 금융투자협회의 표준사채관리계약을 기준으로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이다(표준

사채관리계약에 대한 분석으로는 이중기(2012), 박철영(2014) 참고). 한편, 동 규정은 금

융투자기관이 무보증사채의 인수를 의뢰받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 여신전문금융업

법에 의한 여신전문회사, 종합금융회사, 은행, 금융투자회사 및 증권금융회사가 발행하

는 모보증사채, 유동화사채, 특별법에 따라 법인이 발행하는 채권 중 협회가 고시하는 

채권에 대하여 금융투자협회가 발행한 표준사채관리계약의 사용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증권인수업무규정, 제11조의2, 제1항, 증권인수업무규정, 제11조의2, 제2항). 그러나, 금

융채의 경우라고 하여 사채권자의 보호 필요성이 줄어든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모사

채발행의 경우에는 금융채 여부에 무관하게 사채관리회사를 지정하도록 상법상 의무

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박준(2017), p.81). 

195) The Revised Model Simplified Indenture Act, 55. Bus. Law. 1115(2000) 

196) The Model Negotiated Covenants and Related Definitions, 61. Bus. Law. 1439(2006) 

197) The Annotated Trust Indenture Act, 67. Bus. Law, 977(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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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엮은 aandbook for Indenture and Trust Indenture Act Interpretation(2017)에 

기재된 계약조항(이하 “모범신탁증서”)을 기준으로 검토하였다.198  영국법

에 따른 유로본드의 표준문구로는 Geoffrey Fuller의 2016년판 Corporate 

Borrowing에 수록된 무기명식 유로본드(bearer Eurobond)의 샘플 계약조항

을 참고하였다.199 

제2절 사채관리회사의 법정권한사항에 대한 권리행사  

사채관리회사의 법정권한은 원리금지급청구, 사채상 권리의 보전행

위 및 사채상 권리의 처분행위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사채상 권리

의 보전행위는 상법 제484조 제1항에 따라 사채관리회사가 “사채권자를 

위하여 사채에 관한 채권을 변제받거나 채권의 실현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의미한다. 사채상 권리의 

처분은 상법상 정의되어 있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상법 제484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의 의하여야 하는 “해당 사채 전부에 

대한 지급의 유예, 그 채무의 불이행으로 발생한 책임의 면제 또는 화해” 

및 상법 제484조 제4항 제2호에 규정된 처분행위에 해당하는 소송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00  사채권자집회의 결의가 요건으로 되어 

있는 사채상 권리의 처분행위는 개별 사채권자의 권한이라기 보다는 다

수결 결의에 의하여 개별 사채권자의 권리를 변경하거나 포기하는 경우

에 해당한다. 아래에서는 원리금지급청구와 사채상 권리의 보전행위에 

대한 사채권자의 개별적 권리행사에 대하여 살펴본다.   

 

198 ) 모범신탁증서의 연혁 및 제정경위에 대하여는 윤영신(1997), pp.35-38; 모범신탁증서

의 제한약정에 대한 설명으로는 윤영신(1997), pp.38-78, 이중기(2012)     

199) 영국과 미국에서의 수탁회사의 계약상 권리, 의무에 대한 개관은 윤영신(2008) 참조  

200 ) 박준·한민(2019), p.358, 처분행위에 해당하는 소송행위로 지급청구소송의 취하, 청구

의 포기, 인락, 재판상 화해, 민사조정법에 의한 민사조정의 신청 등을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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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리금지급청구권  

가. 총설  

사채의 원리금지급청구권은 사채권자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다.  

사채관리회사나 수탁자는 사채권자를 위하여 사채의 원리금지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지급시기가 도래한 원리금지급청구권의 경우 개별 사

채권자가 직접 원리금지급청구를 할 수 있다. 한편, 지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의 원리금지급청구권은 기한이익상실을 통하여 지급시기가 도

래하도록 할 수 있다. 기한이익상실의 권한은 아래 제3절에서 살펴보도

록 한다.  

나. 외국의 경우 

(1) 영국법에 따른 유로본드의 경우 

영국법에 따른 유로본드의 경우 사채권자의 권리는 계약상 조건에 

의하여 규율되고, 별도로 사채권자의 권리보호를 규정하고 있는 사채법

이 없다. 따라서, 사채권자의 개별적 원리금지급청구권은 계약상 조건에 

따라 정해지게 된다. 수탁자가 있는 무기명식 유로본드의 경우 유통가능

증권(negotiable instrument)으로서의 성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발행회사는 

개별적인 사채권자에게 원리금지급의무를 부담하면서 동시에 수탁자에게 

지급의무를 부담한다.201 

최근 영국법에 따른 유로본드는 전체 발행금액을 표창하는 한 개의 

무권화된 채권인 포괄사채권(global certificate)을 발행하고, 사채권자는 유

로클리어(Euroclear)나 클리어스트림(Clearstream)과 같은 청산결제기관 또

는 그러한 청산결제기관에 계좌를 가진 공동예탁기관(common depository)

을 통하여 사채를 보유하는 형태로 발행된다. 이와 같이 포괄사채권 방

 

201) Gullifer and Payne(2015), pp.383-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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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으로 사채를 발행하는 이유는 개별 사채권자를 위한 확정사채권

(definitive certificate)을 인쇄하는데 드는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기 위한 것

이다. 포괄사채권의 경우 무기명식으로 발행되거나 결제기관을 위한 공

동예탁기관(common depository) 또는 공동예탁기관의 피지명인(nominee)의 

명의로 발행된다. 202  일반적인 경우 공동예탁기관은 사채권자를 위하여 

사채를 보유하고 있는 한편, 사채권자를 위하여 발행회사로부터 사채원

리금을 수령하는 역할을 하므로, 개별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에 대하여 직

접 원리금 지급청구를 할 필요가 없다.203  다만, 발행회사에게 채무불이행

사유가 발생한 후 계속되는 경우에는 발행회사는 개별 사채권자의 요청

에 의하여 확정사채권(definitive certificate)을 발급하여 준다.204  확정사채권

을 발급받은 개별 사채권자는 개별적으로 발행회사에 대한 원리금지급청

구를 할 수 있다.205   

따라서, 영국법상 신탁구조하에 발행된 유로본드의 경우 발행회사에

 

202) Fuller(2016), pp.44-45; 포괄사채권와 관련된 국문용어는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8

다54587판결을 참조하였다. 동 판결에 대한 평석은 오영준(2010)  

203) Payne(2014), p.185  

204 )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8다54587판결도 “이 사건 신탁계약에는,「유럽포괄사채

권이 발행된 이 사건 사채에 관한 권리의 소유자들(Owners of interests in the Bonds)은 (1) 

유로클리어나 세델 은행이 연속하여 14 영업일 동안 또는 영구적으로 영업을 중단한 

경우, (2) 미국포괄사채권이 확정사채권(definitive certificate)으로 전환되어 있는 상황에서 

유럽포괄사채권으로 표창되고 있는 사채에 관한 권리를 확정사채권으로 표창되는 사

채에 관한 권리 형태로 전달할 자에게 양도하라는 지시가 있는 경우, (3) 발행회사의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경우에 각각 이 사건 사채를 그들의 이름으로 사채권자 명부에 

등록할 권리와 개별적으로 확정사채권을 교부받을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발행회사인 대우의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는 등의 사정에 

의하여 확정사채권이 발행되어 원고들에게 교부되고 이 사건 사채의 사채권자 명부에 

원고들의 이름이 등록된 경우에는 원고들을 대우에 대한 관계에서 사채권자로 볼 수 

있지만, 이와 같은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서, 단지 대우의 채

무불이행 발생 후 수탁자인 체이스 맨해튼이 대우를 상대로 어떠한 권리도 행사한 사

실이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원고들이 대우에 대하여 사채권자의 지위를 취득하

게 된다거나 직접 미화 30만 달러 상당의 금전지급청구권을 취득하게 된다고 할 수는 

없다”라고 판시하였는 데, 이는 사채권자가 발행회사로부터 확정사채권을 발급받았다

면 사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다는 취지로 볼 수 있다.  

205) Fuller(2016), p.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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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채무불이행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사채권자가 발행회사에게 개별적으

로 원리금 지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한편, 영국법원은 합의개편계획

(scheme of arrangement)에서 사채권자의 의결권과 관련된 판결에서 사채권

자가 확정사채권의 발급을 청구하기 이전이라도 조건부채권자(contingent 

creditor)로서 합의개편계획에 따라 개최되는 사채권자집회에서 사채권자

가 개별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였다.206  

(2) 미국의 경우 

1939년 신탁증서법 제317조에 따라 수탁회사는 사채의 만기 또는 이

자지급일 도래 후 원리금이 지급되지 않고, 신탁증서상 정한 기간 이상 

지급불이행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발행회사에 대하여 지급청구소송을 제

기할 수 있다. 사채권자 역시 1939년 신탁증서법 제316조(b)항에 따라 신

탁증서상 명시된 만기나 이자지급일 이후에 개별적으로 원리금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다만, 같은 조(a)항(2)에 따라 사채권자집회 결의에 

의하여 3년 이내의 기간범위내에서 이자지급을 연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따라서, 1939년 신탁증서법상 사채권자는 만기가 도래한 이후에 개

별적으로 원리금지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한, 모범신탁증서 제

6.07조상으로도 지급시기가 도래한 원리금의 지급청구권 및 이와 관련된 

소송을 제기할 권한은 개별 사채권자에게 귀속되고, 개별 사채권자의 보

통주식으로의 전환청구권도 개별적인 소제기의 대상이 될 수 있다.207   

개별 사채권자가 지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원금”(principal)의 

범위에 대하여 UPIC판결208 )에서 미국연방 뉴욕남부법원은 사채의 원금청

구권이 사채의 만기도래 이전에 사채권자의 환매청구권(repurchase option)

의 행사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도, 개별권리행사금지조항(no action clause)

 

206) 자세한 논의는 제3장 제3절 2. 가. (2) (마)  

207) Trust Indentures and Indenture Trustees Committee(2017), Section 6.07., p.19   

208) UPIC & Co. v. Kinder-Care Learning Centers, Inc., 793 F. Supp.448(S.D.N.Y.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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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신탁증서법 제316조(b)항에 의하여 개별제소권

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다만, McMahan판결209에서 미국연방 뉴욕남부법원은 발행회사에 일정

한 조건의 합병이 발생한 경우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의 발생

여부에 대한 소송은 개별권리행사금지조항에서 정한 절차적 요건에 맞추

어 일정수의 사채권자가 먼저 수탁회사에게 권리행사의 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법원은 본 사건은 조기상환청구권의 발생여부 및 행

사에 대한 사건으로서 환매청구권이 행사된 이후의 지급청구를 다룬 

UPIC판결과는 구분되어야 하며, 이는 사채권자가 신탁증서상 정한 절차

를 거치지 않고 단독으로 기한이익상실의 선언(acceleration)을 할 수 없는 

것과 같이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Kahan교수는 2002년 사채권자의 개별적인 권리와 집단적인 권리를 

논한 논문210에서 전환청구권, 조기상환청구권과 같이 지급조건을 정하는 

권리를 불리하게 변경하기 위하여서는 1939년 신탁증서법 제316조(b)항

에 따라 개별 사채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권리

를 구체적으로 행사하거나 집행하기 위하여는 개별권리행사금지조항의 

절차를 따라야 하는 모순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지급조건과 관련된 권리

행사는 개별적인 사채권자가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211  

(3) 일본의 경우 

일본 회사법상 사채관리자를 둔 경우 사채관리자는 사채에 관한 변

제의 수령 및 권리보전을 위한 포괄적 권한이 회사법에 의하여 부여되

 

209) McMahan & Co. v. Wherehouse Entertainment, 859 F. Supp.743(S.D.N.Y. 1994)  

210) Kahan, Marcel, “Rethinking Corporate Bonds: The Trade-off between Individual and Collective 

Rights”, 77 New York University Law Review 1040 (2002)  

211) Kahan(2002), pp.1047-1052, pp.1070-1071, pp.1082-1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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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212  그러한 권한행사의 효과는 법률상 당연히 사채권자에게 미치게 된

다.213  다만, 사채관리자를 두었다고 하여도 개별 사채권자에 의한 권리행

사가 당연히 금지되는 것은 아니고, 사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에 대하여 

사채발행회사에 대하여 사채의 변제를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청구하

거나, 또는 채무명의를 얻어서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통설의 입장이다.214  

사채권자의 개별적 권리행사에 관한 대표적인 판례인 일본 대심원 

1928년 11월 28일 판결215은 최종상환기일 후에도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

아서 담보부사채권자가 사채발행회사에 직접 상환청구한 사안에서, 사채 

자체는 원칙적으로 민법과 상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담보부사채신탁법이 

규정하고 있는 담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사채권자는 개별적인 권

리행사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이는 담보부사채에 대한 판

결이지만 무담보사채에도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리를 판시한 것으로 학

설이 일치하고 있다. 216  사채관리자제도를 도입하기 전에, 수탁회사의 사

채권자를 위한 상환수령권217과 관련하여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로 개별 사

채권자의 사채지급청구권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있었

다. 사채의 단체적 성질에 비추어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의한 개별 사

채권자의 지급청구권 제한이 가능하다는 입장이 있었고, 218  사채권자의 

지급청구권은 사채권자의 본질적인 권리이므로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로도 

 

212) 일본 회사법 제705조 제1항 

213) 田中亘(2016), p.530 

214) 会社法コンメンタール(2010), p.143[藤田友敬]; 鴻常夫(1958), p.227; 田中亘(2016), p.531; 

森まどか(2009), p.182  

215) 最大判 昭和3.11.28. 민집7권 1008쪽 

216) 会社法コンメンタール(2010), p.143[藤田友敬]; 鴻常夫(1958), p.227; 田中亘(2016), p.531; 

森まどか(2009), p.182 

217) 일본 2005년 개정 전 상법 제309조   

218) 鴻常夫(1958), p.231, 각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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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이 불가능하다는 견해로 나누어져 있었다. 219  1993년 사채관리자 제

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사채관리자에게 입법적으로 사채권자를 위한 권리

행사를 하도록 하고, 개별 사채권자의 권리행사를 제한하자는 논의가 있

었지만, 사채관리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사채권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를 두어야 할 필요성 등 검토할 사항이 많은 관계로 개별 사채

권자의 권리제한에 대한 사항은 포함되지 아니하였다.220 

다. 상법의 해석 및 검토 

상법상 사채권자가 개별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의 범위에 대하

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지만, 국내의 학설은 사채관리회사가 선임된 경우

에도 각 사채권자는 개별적으로 사채권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본

다. 다만, 사채관리회사가 이미 원리금 상환청구의 소를 제기한 때에는 

사채권자가 개별적으로 제소할 수 없다고 본다. 221   

한편, 사채의 보전행위와 관련하여서 사채관리회사의 도입취지상 사

채관리회사가 사채권자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이미 법정권한이나 약정권

한을 행사하였거나 행사가 예정된 상태라면 사채권자의 개별적 권리행사

는 인정되지 않아야 된다는 견해도 있다. 다만, 동 견해도 실질적으로는 

사채원리금의 지급기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원리금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개별 사채권자의 원리금지급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222  

표준사채관리계약상으로도 사채권자는 원리금 보전 및 지급청구를 

위한 행위의 경우에는 사채관리회사의 권한과 별도로 개별적인 권리행사

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223    

 

219) 田頭章一(1996), p.26, 각주 26  

220) 上柳克郎·鴻常夫·竹内昭夫編(1996), p.192  

221) 김건식·노혁준·천경훈(2018), p.691; 윤영신(2000), p.349  

222) 권종호(2012), pp.190-191  

223) 표준사채관리계약 제5-2조; 제4-1조 제1항 및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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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채상 권리의 보전행위 

가. 총설 

사채관리회사는 채권의 실현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상법 제484조 제1항). 사채관리회사가 

권리보전행위를 하는 경우 사채권자가 개별적으로 권리보전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는 사채관리회사와 사채권자의 관계를 어떻게 보는가에 달려

있다. 한국과 일본의 경우와 같이 사채관리회사의 권한을 법정대리권한

으로 보는 경우 사채관리회사의 법정권한사항에 대하여 개별적인 사채권

자가 권리의 주체로서 권리보전행위를 행사할 수 있다.   

한편, 신탁제도를 사용하는 영국법에 따른 유로본드의 경우 원칙적

으로 수탁자만이 사채의 권리보전을 위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영국

의 신탁제도와 유사한 수탁회사제도를 두고 있는 미국의 경우에도 원칙

적으로 수탁회사가 사채권자의 권리보전행위를 하도록 하되, 개별권리행

사금지조항에 따라 일정한 조건을 갖춘 경우에는 사채권자의 직접적인 

권리행사가 가능하다.   

나. 외국의 경우 

(1) 영국법에 따른 유로본드의 경우 

영국법에 따른 유로본드에서는 수탁자는 사채조건을 집행하기 위한 

모든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다.224  앞서 원리금지급청구

권 부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에게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후 확정사채권을 발급받지 않는 이상, 발행회사에게 직접적으로 

사채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는 없다.  

 

224) Fuller(2016), pp.209-210  



 

 

65 

(2) 미국의 경우 

1939년 신탁증서법 제317조(a)항(1)에 따라, 수탁회사는 발행회사의 

지급불이행이 계속되는 경우 수탁자에게 원리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317조(a)항(2)에 따라 지급청구를 위하여 필요한 소송을 제

기할 수 있다. 수탁회사가 수령한 변제금은 같은 조 (b)항에 의하여 사채

권자를 위하여 수탁한 것으로 본다. 이러한 조항은 신탁증서에 자동적으

로 포함된 것으로 간주된다. 225  수탁회사가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의 범위

에 발행회사의 다른 채권자에 대한 지급금지가처분, 도산절차에서 채권

의 신고 및 발행회사에 대한 도산절차의 개시신청이 포함된다. 226  다만, 

도산절차의 개시신청에 대하여는 사채권자로부터 도산절차 외에서 채무

조정을 할 기회를 박탈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수탁회사는 도산

절차의 개시신청에 대하여는 신중하여야 한다.227  

이와 같은 수탁회사의 권한과 별도로 신탁증서법 제316조(b)항에 따

라 사채권자는 만기가 도래한 경우 발행회사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원리

금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개별 사채권자가 제기할 수 있는 소

송의 범위에는 발행회사에 대한 도산절차의 개시신청도 포함된다. 228  다

만, 개별 사채권자는 만기가 도래하지 않는 경우 개별적으로 권리행사를 

할 수 없으며, 개별권리행사금지조항에 따라 수탁회사에 권리행사를 할 

것을 먼저 요청하여야 한다. 개별권리행사금지조항에 대하여는 본 장 제

3절에서 살펴본다.   

(3) 일본의 경우 

일본 회사법상 사채관리자의 권한으로 열거되어 있는 변제의 수령, 

 

225) 1939년 신탁증서법 제318조(c)항  

226) Trust Indentures and Indenture Trustees Committee(2017), p.397   

227) Efrat Lev(1999), pp.108-111  

228) Trust Indentures and Indenture Trustees Committee(2017), pp.390-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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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의 실현을 보전하기 위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 등 동법 제

705조 제1항의 행위에 대하여 사채권자도 개별적으로 권리행사를 하는 

것이 허용된다.229  한편, 사채관리자가 발행회사에 대하여 사채의 변제 등

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이중제소의 금지라는 민사소송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사채권자가 별도로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다만, 사

채관리자가 발행회사에 대하여 제기한 소송에 대하여 공동소송적 보조참

가를 할 수 있다.230 

사채관리자가 사채의 보전행위로서 발행회사에 대한 도산절차의 개

시신청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는 견해가 대립한다. 발행회사에 대한 

도산절차의 개시신청은 도산절차에서 사채원리금을 회수하기 위한 목적

의 사채보전행위로 사채관리자가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없이 발행회사에 

대한 도산절차의 개시신청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견해가 유력하나, 231  일

본 회사법 규정상 명확하지는 않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232  

사채관리자가 행사할 수 있는 재판상 권리보전행위에 도산절차에서

의 채권신고행위가 포함된다는 점에는 이론이 없다. 233  따라서, 사채관리

자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사채권자의 채권을 도산절차

에서 신고할 수 있다. 개별 사채권자도 도산절차에서 권리보전행위로 채

권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일본 회사갱생법과 민사재생법도 개별 사채권자

의 채권신고 및 의결권행사가 가능한 것을 전제로 결의요건을 정하고 있

다.234  한편, 일본 회사법 제706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행위로 사채권자집

 

229) 森まどか(2009), p.182 

230) 田中亘(2016), p.531 

231) 上柳克郎·鴻常夫·竹内昭夫編(1996), pp.187-188  

232) 会社法コンメンタール(2010), p.149 [藤田友敬] 

233) 会社法コンメンタール(2010), p.142 [藤田友敬] 

234 ) 2002년 개정 전 일본 구회사갱생법과 2004년 개정 전 일본 구민사재생법상으로는 

사채관리자가 채권자를 위한 채권신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관계인집회에서 의결권행사

를 하기 위하여는 사채권자집회의 특별결의에 의한 수권을 받아야 하는데, 사채권자의 

합리적 무관심 등의 이유로 사채권자가 사채권자집회에 적극적으로 참석하는 것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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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특별결의에 따라 사채관리자에게 절차참가에 대하여 수권이 된 경

우에는, 결의에 반대하였던 사채권자도 결의내용에 구속되므로 사채권자

가 개별적으로 절차에 참가하는 등 개별적인 권리행사가 금지된다.235  

다. 상법의 해석 및 검토 

(1) 권리의 보전행위 일반 

사채상 권리의 보전행위는 상법 제484조 제1항에 따라 사채관리회사

가 “사채권자를 위하여 사채에 관한 채권을 변제받거나 채권의 실현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의미하는 

 

대하기는 어려웠다. 따라서, 사채관리자가 사채권자집회를 개최하더라도 정족수 미달

로 결의에 이르지 못할 가능성이 있었다. 만일 채권신고후 사채권자집회가 개최되지 

않거나 사채권자집회에 의한 결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채권자는 개별적으로 

관계인 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하는데, 사채권자가 의결권행사에 참여하지 않

는 경우에는, 사채관리자가 신고한 채권은 관계인집회에서 결의요건을 결정하는 분모

에는 포함되고, 찬성하지 않는 사채권자의 경우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간주되

었다.  따라서, 사채발행금액이 전체채권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회사의 경우에는 

관계인집회의 가결에 필요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하여 갱생안 자체가 무산될 위험

성이 높았다.  

2002년 개정된 일본 회사갱생법상으로는 사채관리자가 존재하는 경우 사채권자의 갱

생절차 참여에 대하여 제190조에서 사채권자의 의결권 행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

하고 있다. 즉,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사채에 대하여 갱생채권으로 신청을 한 경우, 또

는 사채관리자가 갱생채권으로 신고를 한 후, 갱생계약안에 대하여 부의결정이 행해지

기 전까지, 법원에 대하여 당해 사채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의사가 있음을 신청한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한편, 사채권자집회의 특별결의가 있

는 경우 및 모집사항에 정한 경우에는 사채관리회사의 결정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

고, 이러한 경우에는 각 사채권자는 개별적으로 관계인 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갱생절차에서의 의결권행사에 대하여 사채권자집회의 특별결의가 없는 경우에

는, 개별 사채권자가 별도로 관계인집회의 의결에 참가할 의사를 표명하는 경우에 한

하여 관계인집회의 의결권을 산출하는 분모에 포함되므로, 갱생계획안이 가결될 가능

성이 높아졌다고 평가되었다(宮崎信太郎(2012) p.80-82). 일본 회사갱생법은 대규모사건

에 따르는 사건부담등의 이유로 두수(頭數)요건은 두지 않고, 의결권액의 2분의 1이상

의 의결권을 가지는 자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일본 회사갱생법 제196조; 伊藤壽英眞

(2018), p1082). 일본 민사재생법도 2004년 개정으로 민사재생법 제169조의 2에서 회사

갱생법 제190조와 같은 조항을 두어 사채관리회사가 설치된 사채의 경우, 의결권행사 

요건을 재정비하였다. 민사재생법상 재생계획안의 결의요건은 의결권자의 두수요건으

로 의결권자의 과반수의 동의와 의결권액 요건으로 의결권자의 의결권액의 2분의 1이

상의 의결권을 가지는 자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일반 민사재생법 제172조의 3 제1항). 

235) 森まどか(2009), pp.182-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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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구체적으로는 원리금의 지급청구, 최고, 변제금의 수령, 지급청구

의 소 제기, 사채의 보전을 위한 가압류나 가처분의 신청, 확정판결 등의 

채무명의에 기한 강제집행의 신청,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신청된 강제집

행절차에서의 배당요구, 이의신청, 도산절차에서 채권의 신고 236  등을 지

칭한다.237  이와 같은 사채관리회사의 권한은 상법에 의하여 부여된 사채

권자 전원을 본인으로 하는 법정대리권한이므로, 사채권자도 개별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238  다만, 사채관리회사가 총사채권자를 위하여 원리금지

급청구의 소를 제기한 때에는 개별 사채권자가 별개로 소를 제기할 수 

없다.239  한편, 사채권자의 개별적인 권리행사를 사채계약상 제한할 수 있

는지, 즉 계약상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 사채관리회사만이 권리행사를 하

거나,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를 통하여만 행사가능하도록 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특별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생각건대,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개별 사채권자의 권리행사를 계약상 제한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다. 이에 관하여는 아래 제3절에서 개별권리행사금지조항과 

관련하여 같이 논의하기로 한다.  

(2) 도산절차의 개시신청 

사채관리회사의 사채상 권리의 보전행위의 권한범위 해석에 관하여 

 

236 ) 사채관리회사의 입장에서 보면, 회사에 대한 도산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사채권자의 

권리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회사로부터 받기는 어렵고, 도산재단으로부터 충당받아

야 하는데, 무보증사채권자에게 돌아오는 배당액이 매우 미미할 것이므로, 사채관리회

사의 역할은 채권신고 및 안분배당 등 절차적인 역할 이외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가지

기 아니하므로 사채관리회사가 도산절차에서 사채권자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권리행사

를 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실제로 최근 한진해운의 도산절차를 보더라도, 회사가 

직접 회사의 채권자 게시판에 사채권자의 회생채권신고절차를 안내하고 채권자가 직

접 채권을 증빙하는 서류(채권신고필증 또는 증권회사가 발행한 잔고증명서) 및 기타 

신분을 증빙하는 서류를 서울지방법원 파산과에 직접 신고하도록 안내하였다(한진해운

의 채권자 게시판 홈페이지 중 공지사항란 2016. 10. 4. 게재분).  

237) 주석상법(2014)(윤영신 집필), p.132; 박준·한민(2019), p.356 

238) 박준·한민(2019), p.360; 대계III(김두환 집필), p.71 

239) 박준·한민(2019), p.360; 대계III(김두환 집필), p.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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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되는 점은 사채관리회사가 도산절차의 개시신청을 할 수 있는가이다. 

상법의 해석상으로 도산절차의 개시신청이 사채관리회사가 사채권자집회

의 결의없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행위인지에 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

다.240  사채관리회사가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없이 단독으로 도산절차의 개

신신청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견해는 그 근거로 도산절차의 개시신청을 

사채관리회사의 권리의 보전행위로 보아 사채관리회사에 의한 단독신청

이 가능하다고 본다. 도산절차에서 권리의 감축이 발생하므로 권리의 처

분행위로 보더라도 도산신청의 요건을 충족시키기만 하면 각 사채권자 

도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고, 긴급히 도산절차를 신청하여야 할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없이 사채관리회사가 단독으로 도산

절차의 개시신청을 할 수 있다고 본다.241  이에 대하여, 도산절차의 신청

이 사채원리금 회수를 위한 행위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사

채권자집회의 결의가 필요한 것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242  

생각건대, 도산절차의 개시로 인한 낙인효과 등으로 발행회사의 계

속기업으로서의 가치가 급락하고, 채무재조정의 기회를 지나치게 조기에 

차단할 수 있으므로 사채관리회사가 발행회사에 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상 회생절차개시신청이나 파산신

청을 하는 것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표준사채관리계약상으로도 사

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나 미상환잔액의 3분의 2이상을 보유

한 사채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발행회사에 대한 파산, 회생절차 개

시의 신청을 할 권한이 있다(표준사채관리계약 제4-1조 제1항 제4호).243  

다만, 사채관리계약에 별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 사채관리회사가 사

 

240) 주석상법(2014)(윤영신 집필), pp.133-134 

241) 각 견해들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윤영신(2009), pp.314-315  

242) 박준·한민(2019), p.356  

243) 박준·한민(2019), p.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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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 권리의 보전행위로 사채관리회사가 관리하는 해당 사채가 채무자회

생법상의 절차개시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도산절차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채무자회생법상 회생절차개시의 신

청은 주식회사의 경우 자본의 1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

권자가 신청할 수 있고(채무자회생법 제34조 제1항 제1호), 파산신청은 

모든 채권자가 신청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294조 제1항).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의 개시여부는 법원의 심사를 거쳐서 결정되므로(채무자회

생법 제49조, 제305조 내지 제310조), 도산절차개시의 신청은 사채의 처

분행위가 아니라 사채권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보전행위로 볼 수 있을 것

이다. 또한, 개별 사채권자도 채무자회생법상 절차개시신청의 요건을 갖

춘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도산절차의 개시신청을 할 수 있을 것이다.  

(3) 도산절차상 의결권행사 

채무자회생법상 담보부사채신탁법에 의하여 발행한 사채에 관하여는 

수탁회사가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의하여 총사채권자를 위하여 회생채

권 또는 회생담보권의 신고, 의결권의 행사 그 밖의 회생절차에 관한 모

든 행위를 할 수 있지만(채무자회생법 제143조), 상법상 발행된 사채의 

사채관리회사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244  

도산절차에서 의결권행사는 상법 제484조 제4항 제2호 중 채무자회

생 및 파산에 관한 절차에 속하는 행위로 사채에 관한 보전행위에 속하

지 아니하고, 원칙적으로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245  다만,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를 요하지 않는 것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사채청약서

에 그 뜻을 기재하여야 하고(상법 제474조 제2항 제13의3호), 사채관리회

사가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없이 그러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244) 황현영(2013), p.16 

245) 주석상법(2014)(윤영신 집필), p.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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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따로 통지하여야 한다(상법 제484

조 제4항 단서, 제5항, 제474조 제1항 13호의3, 제488조).  

따라서, 사채관리계약상 사채관리회사가 사채권자집회의 결의가 없

이도 사채권자를 위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하는 경우에는 사

채관리회사의 의결권행사가 인정될 수도 있을 것이나,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나 사채관리계약상 사채관리회사에게 도산절차에서 의결권 행사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 이상, 도산절차에서 사채권자는 개별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할 것이다. 사채관리회사가 사채권자를 위하여 일

괄적으로 도산절차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적극적인 권한행사를 하기 

위하여는 사채관리회사에 대한 면책기준 및 도산절차 업무과정에서 발행

한 비용을 공익채권으로 인정하는 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246 

제3절 사채관리회사의 약정권한사항에 대한 권리행사  

1. 총설 

사채관리회사를 두는 경우, 발행회사와 사채관리회사 사이에 사채관

리위탁계약에 따라 사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제한약정을 

두고, 그러한 제한약정 위반 등 채무불이행사유가 발생하면 사채관리회

사가 기한이익상실 선언(acceleration)247을 하는 등 일정한 조치를 취할 수 

 

246) 황현영(2013), p.16 

247 ) 표준사채관리계약 제1-2조 14호 가 (2)는 acceleration에 해당하는 행위를 ‘기한의 이

익 상실 선언’에 의한 기한의 이익 상실이라고 하고 있으므로 acceleration을 기한이익

상실의 선언으로 칭하기로 한다. 박준·한민(2019), p.369에서도 형성권적 상실사유를 선

언에 의한 상실로 칭하고 있다. 영미의 표준신탁증서상 기한이익상실사유(event of 

default)에 이르지 않은 단순한 계약위반사유인 default는 채무불이행, 기한이익상실의 

선언(acceleration)의 근거가 되는 사유(event of default)는 기한이익상실사유로 지칭한다. 

한편, 영미의 신탁증서상 waiver of default 또는 waiver of event of default와 같이 기한이익

상실의 선언을 하지 않고 계약위반의 효과를 면제하기로 하는 경우는 “채무불이행의 

불발생간주” 또는 “기한이익상실사유의 불발생간주”로 칭하고, 양자를 통칭하는 경우 

“불발생간주”라고 지칭하기로 한다. 한편, 이미 기한의 이익상실이 발행한 경우의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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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약정권한을 가지고 있다.248  기한이익상실과 관련된 사채관리회사나 

수탁자의 권한은 원칙적으로 사채관리회사 또는 수탁자의 약정권한사항

이다. 다만, 일정한 기한이익상실의 취소는 상법 제484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해당 사채전부에 대한 지급의 유예, 그 채무의 불이행으로 발생한 

책임의 면제 또는 화해”에 해당하여 사채관리회사가 사채권자집회의 결

의를 통하여 행사할 수 있는 법정권한으로 분류될 수 있다. 본 절에서는 

사채관리회사의 주된 약정권한에 해당하는 기한이익상실과 관련된 사채

권자의 권리행사를 논하면서, 논리적 순서상 사채관리회사의 법정권한에 

해당하는 일부 기한이익상실사유의 불발생간주 및 기한이익상실의 취소

와 관련된 사채권자의 권리행사를 같이 논의하기로 한다. 나아가, 개별 

사채권자가 사채관리회사의 약정권한인 기한이익상실에 관한 권한을 행

사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개별 사채권자의 권리행사를 제한하기 위한 개

별권리행사금지조항(no action clause)의 허용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

다. 이하에서는 먼저 외국의 경우를 검토하고, 표준사채관리계약의 내용

을 검토 분석한다. 

2. 외국의 경우 

가. 영국법에 따른 유로본드 

(1) 기한이익상실 

영국법에 따른 유로본드상 기한이익상실사유(event of default)가 발생

 

과를 취소하는 rescission은 “기한이익상실 선언의 취소” 또는 “기한이익상실의 취소”로 

지칭한다. 영미의 표준신탁증서상으로는 기한이익상실은 항상 기한이익상실의 선언에 

의하여만 가능하기 때문에 rescission은 기한이익상실선언의 취소라고 지칭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지만, 표준사채관리계약상으로는 기한이익상실의 선언이 없이도 즉시 기

한이익상실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rescission을 기한이익상실의 취소로 지칭한다. 

표준사채관리계약 제1-2호 제14호 나. “기한의 이익 상실에 대한 원인사유의 불발생 간

주” 및 다. “기한의 이익 상실의 취소”의 용례를 참고하였다.  

248) 주석상법(2014)(윤영신 집필), p.142; 박철영(2014), pp.136-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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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경우, 수탁자에 의한 기한이익상실 선언(acceleration)을 통하여 기한이

익상실의 효과가 발생한다. 유로본드에 일반적으로 포함되는 기한이익상

실사유는 (a) 원리금지급기일에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계약상 정한 일

정기간이 경과한 경우; (b) 발행회사가 사채조건에 정한 의무를 불이행하

고, 수탁자가 그러한 채무불이행을 해소하도록 통지를 보내고 30일이 지

난 후에도 채무불이행사유가 치유되지 않은 경우; (c) 발행회사의 다른 

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교차불이행사유가 발생한 경우(교차불이행사유의 

기준은 다른 채권자에 대한 일정금액 이상의 채무가 기한이익상실이 되

거나, 다른 채무에 대한 지급불능이 발생한 경우로 규정된다); (d) 법원의 

발행회사에 대한 청산절차의 개시명령이 내려진 경우(수탁자나 사채권자

의 특별결의에 의한 사전에 승인된 정리계획의 경우 제외); (e) 발행회사

가 영업을 중지하거나 지급불능상황으로 인정되는 경우(수탁자나 사채권

자의 특별결의에 의한 사전에 승인된 정리계획의 경우 제외); (f) 제3자에 

의하여 발행회사에 대한 도산절차 또는 이에 유사한 법적 절차의 개시신

청이 접수되고, 그러한 절차가 14일 내에 기각되지 않은 경우; (g) 발행회

사가 도산절차 또는 이에 유사한 법적 절차의 개신신청을 하거나, 발행

회사가 채권자와 채무조정을 위한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또는 (h) 수탁

자의 의견에 의할 때 (d) 또는 (g)에 상응하는 효과가 있는 사유가 발생

한 경우이다.249  (a) 지급불이행과 (d) 청산절차 개시명령의 경우를 제외하

고는 수탁자가 각 채무불이행사유가 사채권자의 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하

였다는 취지의 서면인증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기한이익상실사유

가 된다.250 

영국법에 따른 유로본드의 표준신탁증서의 내용에 따르면, 기한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가 자신의 재량에 따라 사채권자의 지시

 

249) Fuller(2016), p.64-65; 윤영신(2008), p.31 

250) Fuller(2016), p.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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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계없이 기한이익상실의 선언을 할 수 있다. 한편, 사채권자는 잔존

하는 사채액의 5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요구하거나, 사채권자집회의 특

별결의에 의하여 기한이익상실의 선언을 요구할 수 있다. 수탁자는 사채

권자가 그러한 요구와 함께 수탁자의 비용을 사전에 보상하거나 보상하

기로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기한이익상실의 선언을 할 수 있지만, 그러

한 경우라도 수탁자가 사채권자의 이익이 중대하게 침해되었다고 판단하

지 않는 경우에는 기한이익상실의 선언을 하지 아니할 권한을 가지고 있

다.251  수탁자가 기한이익상실의 선언을 한 경우, 기한이익상실은 전체 사

채권자에게 효력이 발생한다.252 

유로본드의 경우 어떠한 기한이익상실사유가 발생하든지 수탁자에 

의한 기한이익상실의 선언절차를 거쳐야 비로소 기한이익상실이 발생하

여 발행회사에게 사채의 원리금지급청구를 할 수 있다는 점이 표준사채

관리계약상 발행회사에 대한 도산사유 등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기한이

익상실이 발생하는 점과 차이가 있다(표준사채관리계약 제1-2조 제14호 

가(1)). 또한, 수탁자만이 기한이익상실 선언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정 

비율의 사채권자(미상환금액의 25%)도 기한이익상실의 선언을 할 수 있

는 미국 모범신탁증서의 경우253와도 차이가 있다. 

(2) 불발생간주  

수탁자는 사채권자의 동의없이 채무불이행사유 또는 기한이익상실사

유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결정할 권한이 있으며, 사채권자의 권리가 

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채조건변경에 동의할 수 

 

251) Fuller(2016), p.64-66 ; 윤영신(2008), p.31   

252) Fuller(2016), p.211  

253) Trust Indentures and Indenture Trustees Committee(2017), Section 6.02., pp.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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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254 

(3) 기한이익상실 선언의 취소 

수탁자는 기한이익상실 선언여부에 대하여 전속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기한이익상실 선언을 취소하는 경우에 대한 조항은 두고 있지 

않다. 

(4) 개별권리행사금지조항 

수탁자가 있는 유로본드의 경우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사채에 대한 

채무불이행 사유 등이 발생한 경우, 채무불이행에 따른 계약상 권리를 

행사하여 만기도래를 선언하고, 권리를 집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수탁

자의 권한으로 하고, 사채권자의 개별적인 권리행사를 금지하는 개별권

리행사금지조항(no action clause)을 두고 있다. 개별권리행사금지조항의 핵

심은 사채권자는 개별적으로 회사에 대한 권리행사를 하지 않고, 수탁자

를 통하여 집단적으로 권리행사를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255  이와 같은 

개별권리행사금지약정은 수탁자가 발행회사로부터 사채권자를 위하여 상

환받은 원리금을 사채권자들에게 각 보유비율에 맞추어(pro rata) 지급하

는 것을 보장하는 기능도 하고 있다.256  개별권리행사금지조항에 따라 수

탁자는 일정 비율의 사채권자의 지시를 받거나 사채권자집회의 특별결의

에 의하여 요청을 받고, 수탁자의 권리행사에 따른 비용이나 책임에 대

하여 보상받는 것이 보장되는 경우에 한하여 발행회사에 대한 소제기 기

타 권리구제조치를 취할 의무가 발생한다. 개별 사채권자는 수탁자가 사

채권자를 위한 권리구제조치를 취할 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합

리적인 기간내에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발행회사에 

 

254) Fuller(2016), p.213  

255) McKnight(2008), pp.540-541  

256) Gullifer and Payne(2015), p.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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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개별적인 소송 등 권리구제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

다.257 

개별권리행사금지조항에 대한 대표적인 사건인 Vivendi aoldings판결

258에서 영국 항소법원은 신탁증서의 목적은 사채권자들이 수탁자를 통하

여 집단적으로 권리행사를 함으로써 사채의 유동성을 증진하는데 있으므

로, 사채권자는 일정한 비율의 사채권자의 지시에 의하여 수탁자를 통하

여 권리행사를 하는 단체로 취급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계약상 

권리 이외에 불법행위에 대한 청구도 개별 사채권자가 할 수 없다고 하

 

257) McKnight(2008), pp.540-541; Elektrim SA v Vivendi aoldings 1 Corp [2008] EWCA Civ 1178

상 문제된 신탁증서상의 예시문구 참조.  

258) Elektrim SA v Vivendi aoldings 1 Corp, [2008] EWCA Civ 1178; 동 사건은 프랑스 미디어

회사인 Vividendi의 미국 델라웨어주 자회사인 Vivendi aoldings 1 Corp(이하 “Va1”)와 독

일 통신회사인 Deutsche Telecom AG(이하 “DT”) 및 폴란드 재벌인 Elektrim SA(“ES”)간

에 발생한 폴란드 이동통신회사인 Polska Telefonia Cyfrowa(이하 “PTC”)에 대한 지배권 

분쟁과 관련되어 있다. Law Debenture Trust Corp PLC는 ES의 특수목적법인 자회사인 

Elektrim Finance BV가 발행한 사채의 수탁자이고, ES는 동 사채의 지급을 보증하였다. 

개별권리행사금지조항과 관련된 사실관계 및 쟁점은 다음과 같다. 발행회사는 1999년 

영국법을 준거법으로 하여 사채를 발행하였는데, 보증인의 재무사정악화로 2002년 다

음과 같이 사채조건이 조정되었다. 채무조정의 내용은 만기를 연장하고, 이자율을 감

축하는 대신에, 보증인이 보유하고 있는 일정 금액 이상의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사

채권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조건부 지급조건(contingent payment)을 포함

하였다. 사채의 발행회사가 2005년 사채의 지급의무를 불이행하자, 수탁자는 2005년 

폴란드 법원에 발행회사에 대한 도산절차의 개시를 신청하여 도산절차가 진행되었다. 

한편, 2006년 ES가 수탁자에게 DT에게 PTC에 대한 지분을 양도하는 대가로 받은 금전

으로 사채의 원금을 상환하기로 제안하고, 수탁자에게 ES에 대한 도산절차의 신청을 

철회할 것을 요청하였다. 수탁자는 40%이상의 사채를 보유하고 있는 주요사채권자와

의 협의후에, ES가 동 지분을 매각하는 데 동의하고, ES로부터 지분매각대가를 수령하

여 사채권자들에게 배분하고, 도산절차의 신청을 철회하였다.  이후에 Vivendi는 Va1

로 하여금 원래 동 사채의 사채권자이던 Everest로부터 사채를 취득하도록 한 이후, ES

의 이와 같은 PTC에 대한 지분양도는 시장가격보다 저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채권

자의 조건부 지급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였고, 나아가 수탁자는 수탁자로서 사채의 상

환에 동의하기 전에 위 조건부 지급조건을 사채권자에게 명시적으로 설명할 의무를 

게을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ES와 수탁자에 대한 소를 플로리다 법원에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ES와 수탁자는 Va1을 상대로 하여 위와 같은 Va1의 플로리다에서의 소

제기는 신탁증서상 개별권리행사금지조항에 위반한다고 주장하면서, 영국법원에 플로

리다 법원에서의 소송절차 중지를 청구하는 소를 영국법원에 제기하였다. 영국법원은 

위와 같은 원고들의 주장을 인용하였다; 기타 동 판결에 대한 논의는 McKnight(2008), 

pp.542-543; Ferran and ao(2014), pp.456-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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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또한, 수탁자의 의무와 관련하여, 원고들은 수탁자가 신인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수탁자의 주된 기능은 신탁증서의 내용을 

집행하는 행정적인 기능으로 사채권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조언할 의무는 

없다고 판시하였다.  

개별권리행사금지조항에 대한 위와 같은 영국법원의 입장은 2018년 

Fairhold 판결259에서 계속 유지되었다. 동 판결에서 영국법원은 수탁자가 

권리행사를 하라는 사채권자의 정당한 지시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

르지 않은 경우가 아닌 이상, 사채권자가 직접 개별적인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동 사건에서 수탁자는 신탁증서상 사채권자집회의 

특별결의 또는 미상환사채의 25%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사채권자가 서

면으로 요청하는 경우에만 사채권자의 요구에 따라 행동할 의무가 있는

데, 수탁자는 수탁자에게 지시를 준 사채권자가 25%의 사채를 보유하고 

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사채권자 요구에 따라 회사에 도산절

차 개시를 위한 관리인의 선임을 요청하지 않았다. 사채권자는 직접 도

산법상 회사에 대하여 관리인 선임을 요구하였으나, 영국법원은 사채권

자는 수탁자를 대신하여 관리인 선임을 요구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개별

권리행사금지약정상 개별 사채권자의 권리행사가 제한됨을 확인하였다. 

나. 미국 모범신탁증서 

(1) 기한이익상실  

미국 모범신탁증서상 기한이익상실사유는 별도의 통지없이 기한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와 채무불이행의 통지에 의하여 기한이익상실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로 나누어진다. 어떠한 경우이든지 수탁회사 또는 

일정비율의 사채권자가 기한이익상실의 선언을 하여야 비로소 발행회사

 

259 ) Fairhold Securitisation Limited v Clifden IOM No.1 Limited, 2018, aigh Court of Justice, 

Chancery Di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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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사채의 원리금지급의무가 발생한다. 

미국 모범신탁증서 제6.01조는 발행회사가 30일 이상 이자지급을 하

지 않거나, 사채의 만기 또는 조기상환일에 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또는 도산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탁자로부터 별도의 통지를 요하지 

않고 기한이익상실사유(event of default)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260 한편, 그 

이외의 채무불이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탁회사 또는 원금의 25%이

상(또는 계약상 정하는 일정금액의 사채금액)을 보유하고 있는 사채권자

들이 일정한 기간(15일에서 60일)을 정하여 하자의 치유를 요구하고 그 

기간동안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 경우에 비로소 기한이익상실사유가 발생

한 것으로 본다.261  

발행회사에게 지급불능 등 기한이익상실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라도 

곧바로 기한이익상실 선언을 하여 회사를 도산절차에 들어가게 하는 것 

보다는 법원 외의 절차에서 채무재조정에 합의하는 경우가 사채권자의 

회수금액이 높을 수 있다. 따라서, 발행회사의 지급의무불이행이 발생한 

경우라도, 회사의 채무조정요구에 응하여 채무액을 감액하여 주는 것과 

곧바로 기한이익상실의 선언을 하는 것 중 어떠한 선택이 사채권자에게 

유리한지가 항상 명백한 것은 아니다. 그런데, 수탁회사의 입장에서는 채

무불이행(default)이 발생한 경우 신탁증서법상 계약상 주의의무의 정도가 

강화되어 262 , 채무불이행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사채권자들에

게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에 사채권자에게 가장 유리한 판단을 

 

260) Trust Indentures and Indenture Trustees Committee(2017), Section 6.01.(1),(2),(4),(5), pp.16-17  

261) Trust Indentures and Indenture Trustees Committee(2017), Section 6.01.(3), p.17  

262 ) 1939년 신탁증서법 제315조에 따라 수탁회사는 회사의 채무불이행(default)이 발생하

기 이전에는 신탁증서상 명기된 의무만을 이행하고, 발행회사가 제공하는 증서나 의견

에 있는 내용을 사실로 간주할 수 있는데 반하여, 일단 회사에 의한 채무불이행이 발

생한 경우에는 신중한 자(prudent man)가 자신의 업무를 처리하는 정도의 기준으로 강

화된 주의의무가 부과된다. 수탁회사의 역할과 주의의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제1장 

제3절 1. 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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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보다는 기계적으로 사채의 담보를 실행하거나 사채의 기한이익상실 

선언을 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경향이 있

다. 263  1939년 신탁증서법 및 모범신탁증서는 수탁회사가 과반수 사채권

자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경우 그 책임을 다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264 , 수탁회사가 발행회사의 채무불이행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 적극적인 전략을 세워 최대한의 금액을 회수하도록 노력하기 

보다는 소극적으로 사채권자의 지시를 따르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265 

기한이익상실사유가 발생한 경우, 모범신탁증서 제6.02조에 따라 수

탁회사 또는 원금의 25% 이상의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에 대한 통지로 기

한이익상실 선언(acceleration)을 할 수 있다. 기한이익상실이 되면 발행회

사는 즉시 사채의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여야 한다.266  

기존의 일반투자자나 소극적 기관투자자들은 기한이익상실사유가 발

생하더라도 기한이익상실의 선언을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

나, 최근 회사채 투자자의 구성이 전통적인 장기 투자자인 보험회사나 

연기금 위주에서 헤지펀드 투자자로 다양화되면서 회사의 채무불이행 사

유 발생시 사채권자의 권리행사의 양상이 변화되고 있다. 즉, 헤지펀드와 

같은 적극적 기관투자자들의 등장으로 회사에 의한 기한이익상실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채권의 시장가격 267에 따라 기한이익상실의 선언 여부가 

좌우되는 선택적 권리행사(selective enforcement)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

다.268  

 

263) Schwarcz and Sergi(2008), pp.1041-1042 

264) 1939년 신탁증서법, Section 315(d)  

265) Schwarcz and Sergi(2008), pp.1041-1042  

266) Trust Indentures and Indenture Trustees Committee(2017), Section 6.02., pp.17-18  

267 ) 일반적으로 국채금리가 오르면 회사채가격이 내려가고, 국채금리가 하락하면 회사

채가격이 올라간다. 이는 금기의 변경에 따라 향후 원리금의 현금 흐름에 대한 할인율

이 달리지기 때문으로 설명된다(土屋剛俊(2017), pp.43-55). 

268 ) 선택적 권리행사의 문제는 과소집행의 경우와 과도집행의 경우로 나누어지며,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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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불발생간주 

1939년 신탁증서법 제316조(a)항(1)(B)에 따라 신탁증서법상 적격신

탁증서의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과반수 이상의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에게 

발생한 채무불이행사유나 그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결과의 포기(wavier of 

any past default and its consequences), 즉 불발생간주를 하도록 허가할 수 있

는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된다. 다만, 신탁증서법 제316조(b)항에 따

라, 신탁증서법상 적격신탁증서는 사채권자의 원리금을 받을 권리 또는 

그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은 개별 사채권

자의 동의 없이는 제한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모범신탁증서 제6.04조는 사채의 과반수를 보유하고 

 

대한 해결책으로는 일정한 표준계약조항을 신탁증서에 추가할 것이 제안되고 있다
(Kahan and Rock(2008), p.1-5).  

과소집행의 문제(underenforcement problem)는 채무불이행사유 발생당시 국채이자율이 

사채발행당시 국채이자율보다 하락하여 사채의 시장가격이 액면금액 이상으로 상승하

는 경우에는 채무불이행 사유로 인하여 기한이익을 상실시켜 액면금액만을 상환받는 

것이 사채권자에게 손해이기 때문에 채무불이행에 따른 기한이익을 상실시키지 않을 

때 발생한다. 이러한 과소집행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안되는 표준계약의 내용이 

손실보전조항(make-whole clause)이다. 손실보전조항에 의하면 기한이익상실로 인한 조

기상환금액을 계산할 때 채무불이행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국채이자율을 이용하여 현

재가치로 할인한 만기상환액과 이자액에 일정한 프리미엄을 더한 가격을 조기상환금

액으로 정한다. 이와 같은 손실보전조항은 일반적으로 사모사채에 포함되는 조항이지

만 최근에는 공모사채의 경우에도 이러한 조항이 포함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추

세이다(Kahan and Rock(2008), pp.44-45).  

과다집행의 문제(overenforcement problem)는 반대로 채무불이행사유 발생당시 국채이자

율이 사채발행당시 국채이자율보다 상승하여 사채의 시장가격이 액면금액 이하로 하

락하는 경우에는 채무불이행 사유로 인하여 기한이익을 상실시켜 액면금액을 조기에 

회수하는 것이 사채권자에게 이익이 될 것이므로 발행자의 신용가치에 큰 문제가 없

는 사소한 채무불이행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기한이익을 상실시키고자 할 때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안되는 표준계약조항이 Defeasance 조항이다. 

Defeasance조항에 의하면 발행회사는 사채의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하기에 충분한 가치

의 국채를 별도의 계좌에 예치하는 대신 사채권자에 대한 각종 제한약정을 부담하지 

않을 수 있다.  Defeasance조항에 따라 사채원리금에 대한 만기 이행이 보장되는 경우 

사채권자로서는 만기까지 채무불이행 위험을 제거할 수 있고, 국채이자율 상승으로 인

한 과다집행의 유인이 줄어들게 된다(Kahan and Rock(2008), pp.47-50). 헤지펀드 투자자

에 의한 선택적 집행은 단기적으로는 사회적 비효율을 발생시킬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는 발행회사가 사채계약을 엄격하게 준수하는 요인을 제공하여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Kahan and Rock(2008), pp.5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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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사채권자는 이미 발생한 채무불이행사유(default)의 불발생간주를 하

거나 그에 따른 결과(consequences)를 포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다

만, 지급의무불이행, 모범신탁증서 제9.02조에 따라 개별 사채권자의 동

의를 받아야 변경가능한 사채의 지급조건, 모범신탁증서 제10조에 규정

된 전환에 관한 규정 위반에 대하여는 불발생간주를 할 수 없다.269   

(3) 기한이익상실선언의 취소 

미국 모범신탁증서 제6.02조에 따라 과반수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사유가 치유된 경우에는 발행회사나 수탁회사에 대한 

통지로 기한이익상실 선언의 취소(rescission)를 할 수 있다.270 

기한이익상실의 선언은 25%의 사채권자에 의하여 할 수 있지만, 불

발생간주나 기한이익상실의 취소는 과반수 사채권자의 권한으로 한 것은 

사채권자의 의사결정의 고착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설명된다.271  

(4) 개별권리행사금지조항 

미국의 모범신탁증서 제6.06조는 개별 사채권자의 발행회사에 대한 

개별적인 소를 금지하는 개별권리행사금지조항을 두고 있다. 동 조항의 

문구는 거의 변함없이 모든 신탁증서에 들어가는 표준문구(boiler plate)조

항으로 그 내용은 신탁증서 또는 사채조건상 발생한 기한이익상실사유

(event of default)에 대하여, 25%이상의 사채를 보유하고 있는 사채권자가 

 

269)Trust Indentures and Indenture Trustees Committee(2017), Section 6.04., p.18.   

270) Trust Indentures and Indenture Trustees Committee(2017), Section 6.02., 두번째 단락, p.18 

271) Trust Indentures and Indenture Trustees Committee(2017), Section 6.02., p.18; Trust Indentures 

and Indenture Trustees Committee(2017), Section 6.02., pp.68-69에 따르면 채무불이행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음과 같이 기한이익상실과 관련된 의사결정 순서가 진행된다. 우선, 모

범신탁증서 제6.01조에 따른 기한이익상실사유가 발생하고, 두번째로 제6.02조 첫번째 

단락에 의하여 기한이익상실의 선언을 하고, 세번째로 제6.04조에 의하여 불발생간주 

또는 회사에 의한 채무불이행의 치유가 이루어진 후, 마지막으로 제6.02조 두번째 단

락에 의한 기한이익상실의 취소가 이루어진다. 개념적으로 기한의 이익상실의 취소를 

위하여는 불발생간주나 채무불이행의 치유가 선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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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회사에게 권리의 실행을 위한 조치를 강구하기를 요구하였음에도 불

구하고 수탁회사가 그러한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고 표시하거나, 그러한 

요구를 받은 이후에도 일정기간(15일에서 30일)272동안 그러한 요구에 응

하지 않는 경우, 사채권자는 개별적으로 권리구제를 위한 소송제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다만, 같은 기간동안 과반수의 사채권

자가 기존의 요구와 반대되는 지시를 하는 경우 수탁회사는 25% 사채권

자의 제소요구를 따르지 않을 수 있다.273  또한, 1939년 신탁증서법 제316

조(a)항(1)(A)에 따라 적격신탁증서의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과반수의 사

채권자가 수탁자에게 시간, 방법, 장소를 특정하여 사채권자를 위하여 신

탁증서상 수탁자에게 소송제기 등 구제조치를 취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는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내용은 모범신탁증서 제6.05

조에 반영되어 있다. 다만, 동 조항은 과반수 사채권자의 권리행사가 위

법하거나 신탁증서의 조건에 배치되는 경우, 다른 사채권자의 권리를 해

하는 경우, 또는 수탁회사의 책임이나 비용에 대한 보상이 제공되지 않

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사채권자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

고 있다.274  

개별권리행사금지조항의 목적은 사채권자의 개별적인 권리행사로 전

체 사채권자의 이익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고, 발행회사

가 개별적인 소송에 대응하는데 따른 비효율을 막기 위한 것이다. 275  개

별권리행사금지조항에 따라, 개별 사채권자가 원리금지급청구권 이외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서는 우선 수탁회사에게 권리행사의 청구를 하여

야 한다. 하지만, 수탁회사가 불합리하게 사채권자들의 요구를 거부하거

 

272) Trust Indentures and Indenture Trustees Committee(2017), p.71, 1983년판 모범신탁증서에서

는 동 기간이 60일이었으나, 99년 개정판에서는 15일에서 30일로 기간을 단축하였다.   

273) Trust Indentures and Indenture Trustees Committee(2017), Section 6.06., pp.18 -19  

274) Trust Indentures and Indenture Trustees Committee(2017), Section 6.05., p.18  

275) Notes(1953), p.1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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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탁회사와 사채권자간에 이익충돌이 있는 경우 직접 발행회사를 상

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276 

Rabinowitz판결277서 뉴욕주 법원은 사채권자가 감채기금(sinking fund)

조항의 위반을 이유로 발행회사에게 제기한 소송에서 수탁회사가 신탁증

서 체결이후 발행회사에게 새로이 대출하여 수탁회사와 사채권자간의 이

익충돌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고, 이와 같이 수탁회사와 사채권자간에 

이익충돌이 있는 경우에는 사채권자는 개별권리행사금지조항에 따른 수

탁회사에 대한 권리구제의 요구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접 발행회사를 상

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278 

개별권리행사금지조항상 수탁회사의 권한행사범위는 신탁증서상의 

권리 또는 증권(securities), 즉 사채에 관련된 구제조치를 모두 포함하므

로, 사해행위금지청구와 같이 계약상 사채권자에게 직접 인정된 권리가 

아니라 하더라도 사채와 관련된 권리는 수탁회사를 통하여 행사하여야 

하며, 개별 사채권자가 소제기를 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Akanthos Capital Management판결279에서 미국 제11연방항소법원은 사

채권자가 통일사해양도금지법(Uniform Fraudulent Transfers Act)의 위반을 

이유로 발행회사를 상대로 가처분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개별권리행

사금지조항의 범위는 발행회사에 대한 소송에 한정되지 않고, 회사의 임

원(officers and directors)에 대한 소송을 포함한다고 판시하였다. 나아가, 

개별권리행사금지조항의 적용을 받는 권리구제수단의 범위는 신탁증서상 

명시적인 조항의 위반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계약조건 외의 사해양도

에 따른 금지청구(fraudulent transfer claims)도 포함된다고 판시하였다. 사

 

276) Lay(2016), p.53 

277) Rabinowitz v. Kaiser-Franzer Corp.,111 N.Y.S.2d. 539(Sup.Ct. 1952) 

278) Notes(1953), p.1110 

279) Akanthos Capital Management, LLC v. CompuCredit aoldings Corp., 677 F.3d 1286(11th Cir.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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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들은 개별권리행사금지조항에 따라 수탁회사에게 권리구제의 요청

을 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개별적 소를 제기할 요건을 갖추

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동 판결에 대하여는 

부당하게 사채권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판결이라는 비난도 있다. 사채권

자들이 개별적으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개별권리행사금지조항에 

의하여 25% 이상의 사채권자가 수탁회사에게 기한이익상실사유(event of 

default)의 발생을 근거로 권리행사를 위한 소제기를 요구하여야 한다. 그

런데, 발행회사의 재산을 양도하는 사해적인 거래를 하는 경우 발행회사

의 행위가 기한이익상실사유에 해당하는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사채

권자들이 수탁회사에 권리행사를 위한 소제기를 요청하기 어렵고, 이와 

같은 사정은 발행회사에게 사해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와 

유인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280 

한편, 1939년 신탁증서법 제316조(b)항에 따라서 사채권자가 개별적

으로 사채의 원리금지급청구를 하거나, 그러한 권리의 행사를 위하여 소

를 제기하는 권한은 계약상 제한할 수 없으므로 개별권리행사금지조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모범신탁증서 제6.07조도 같은 내용을 반영하여, 

사채권자가 전환권을 행사하기 위한 소송과 도산법상 도산절차의 개시를 

신청할 권한도 개별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281  다만, 개

별 사채권자의 권리행사의 범위에 기한이익상실 선언의 권한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기한이익상실의 선언은 모범신탁증서 제6.02조에 의하여서만 

가능하다.282  

다. 일본의 경우 

(1) 기한이익상실 

 

280) Kahan(2002), pp.1072-1074; asu(2013), pp.1375-1376 

281) Trust Indentures and Indenture Trustees Committee(2017), Section 6.07., p.19  

282) Trust Indentures and Indenture Trustees Committee(2017), p.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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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관리자는 회사법상 정해진 법정권한에 더하여 사채관리위탁계약

에 따라 사채관리를 위한 약정권한을 가질 수 있다. 약정권한은 사채의 

모집사항으로 해당 사채의 인수를 신청하는 자에게 통지된다.283  또한, 사

채관리위탁계약의 내용 중 하나로 사채원부에 기재된다.284  발행회사로부

터 사업의 현황이나 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받는 등 법정조사권한보다 광

범위한 범위내에서 발행회사의 사업이나 재무상황을 조사하는 권한 및 

발행회사가 재무제한약정을 위반한 경우 기한이익상실을 선언하는 권한

이 약정권한으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다.285   

한편, 일본 회사법상 사채발행회사가 사채의 이자지급을 해태하거나, 

정기에 사채의 일부를 상환하지 않는 경우, 사채권자집회의 보통결의를 

통하여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를 집행하는 자가 사채발행회사에 대하여 일

정의 기간내(2개월 이내)에 변제를 하지 않으면 사채총액에 대하여 기한

이익상실을 한다는 취지의 서면통지를 할 수 있다.286  사채발행회사가 정

해진 기한내에 변제를 하지 않는 경우 해당 사채의 총액에 대하여 기한

의 이익이 상실된다.287  동 규정은 임의규정으로 사채계약에 의하여 회사

법의 조항을 배제하고 기한이익상실에 대하여 정하는 것이 가능하다.288  

(2) 기한이익상실 취소 

일본 회사법상 발행회사가 사채의 채무불이행에 의하여 발생한 책임

을 면제시키기 위하여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의하도록 한다. 재무상

의 특약 위반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경우 기한이익을 상실시키

지 않는 것이 이러한 책임의 면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논의가 

 

283) 일본 회사법 제676조 12호, 회사법규칙 제162조 4호, 제677조 제1항 2호  

284) 일본 회사법 제681조 1호, 회사법규칙 제165조 8호  

285) 会社法コンメンタール(2010), pp.147-148 [藤田友敬] 

286) 일본 회사법 제739조 제1항; 会社法コンメンタール(2010), pp.147-148 [藤田友敬]  

287) 일본 회사법 제739조 제3항  

288) 会社法コンメンタール(2010), p.248 [今井克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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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전의 통설은 책임의 면제로 사채권자집회의 결의가 필요하다고 

보았다.289  최근의 통설은 경우를 나누어 일정한 경우 기한이익상실의 취

소만을 사채권자집회의 결의가 필요한 책임의 면제로 본다. 즉, 계약상 

일정한 조항을 위반하는 경우 당연히 기한이익상실이 되는 경우에, 발행

회사와 사채관리자간의 약정으로 기한이익상실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

은 지급의 유예로써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다고 본다. 하지만, 

사채관리자가 사채계약상 정한 바에 따라 그 판단에 의하여 일정한 조치

(예를 들면, 기한이익상실의 선언)를 취하여야 기한이익상실이 되는 경우

에 그 판단에 따라 기한이익을 상실시키지 아니하는 것은 채무불이행에 

따른 책임의 면제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290 

(3) 개별권리행사금지조항 

사채관리자를 두는 경우라도, 사채권자집회의 결의 혹은 사채계약에 

따라 개별적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개별권리행사금지조항(no action clause)

을 둘 수 있는가에 대하여는 정립된 견해가 없다. 사채관리자의 존재이

유를 사채권자의 합리적 무관심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사채권자가 스스로의 비용으로 행동하는 것을 제한할 이유가 없지만, 사

채관리자가 다수의 사채권자간에 생기는 전략적 행동을 억제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다고 보게 되면, 개별적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결의 또는 약정

의 합리성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라고 한다.291  한편, 사채관리계약이나 사

채권자집회의 결의를 통하여 사채권자의 본질적인 권리인 원리금지급청

구권을 제한할 수는 없지만, 그 외의 권리행사는 사채관리회사가 전속적

으로 행사하도록 하고 개별 사채권자의 권리행사를 제한할 수 있다고 보

 

289) 上柳克郎·鴻常夫·竹内昭夫編(1996), p.195 

290) 会社法コンメンタール(2010), pp.147-148 [藤田友敬] 

291) 会社法コンメンタール(2010), pp.143-144 [藤田友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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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견해도 있다.292 

3. 표준사채관리계약의 검토 

가. 기한이익상실 

상법상 사채관리회사의 기한이익상실 선언에 대하여 별다른 정함이 

없고, 사채관리계약상 사채관리회사의 약정권한으로 정하고 있다.293  표준

사채관리계약상 기한이익상실사유는 기한이익상실의 선언없이 즉시 상실

되는 경우(정지조건부 상실)와 기한이익상실의 선언에 의하여 상실되는 

경우(형성권적 상실)로 구분된다. 294  표준사채관리계약 제1-1조 제1항은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별도의 기한이익상실의 통지 없이 기한이

익상실이 되는 경우를 “기한이익상실사유”로, 일정한 사유의 발생 이후 

발행회사에게 이행의 준수 또는 해태의 치유를 구하는 통지를 하고 일정

한 기간이 경과된 경우 서면통지에 의하여 기한이익상실을 할 수 있는 

사유를 “기한이익상실 원인사유”로 정의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구분이 필

요한 이유는 미국 모범신탁증서나 영국법에 따른 유로본드의 경우 기한

이익상실사유(event of default) 발생후 항상 기한이익상실 선언(acceleration)

을 하여야 비로소 발행회사의 사채원리금지급의무에 대한 만기를 도래하

게 할 수 있는데 반하여, 표준사채관리계약은 기한이익상실 선언의 필요

가 없이 즉시 기한이익상실이 되는 사유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하에

서는 별도의 기한이익상실 선언이 없이 기한이익상실이 되는 사유를 즉

시 기한이익상실사유로, 별도의 기한이익상실의 선언이 필요한 경우를 

선언에 의한 기한이익상실사유로 구분하여 살펴본다.295  

 

292) 田頭章一(1996), p.26 각주 26  

293) 주석상법(2014)(윤영신 집필), p.142; 田中亘(2016), p.534 

294) 박준·한민(2019), p.369  

295 ) 모범신탁증서나 유로본드, 신디케이트 대출계약이나 장외파생상품거래를 위한 ISDA 

표준기본계약서등 다른 국제표준계약에서도 event of default를 기한이익상실사유의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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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본 바와 같이 영국법에 따른 유로본드나 미국 모범신탁증서의 

경우 기한이익상실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수탁자나 일정수의 사채권자의 

요구에 의한 기한이익상실 선언(acceleration)에 의하여 기한이익상실이 발

생하도록 함으로써, 기한이익상실이 사채권자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행사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그런데, 표준사채관리계약의 

경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별도의 기한이익상실의 선언절차가 없이 

자동적으로 기한이익상실이 되는 경우가 매우 광범위하다.  

(1) 즉시 기한이익상실사유 

표준사채관리계약상 발행회사에 별도의 기한이익상실 선언 없이 즉

시 사채의 만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게 되는 사유로는296  (가) 발행회사가 

파산 또는 회생절차를 신청한 경우; (나) 회사 이외의 제3자가 회사에 대

한 파산 또는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을 하고, 회사가 이에 대한 동의를 

하거나, 제3자에 의한 해당 신청이 있은 후 10일 안에 그 신청이 취하되

거나 법원의 기각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경우; (다) 회사가 해산한 경우; 

(라) 회사가 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 (마) 발행회사의 다른 채무에 대한 

불이행을 근거로 하는 교차불이행사유(회사가 발행, 배서, 보증, 인수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처리되거나 기타의 이유로 은행거래 또는 당좌거

래가 정지된 때와 회사에게 금융결제원의 거래정지처분이 있는 때 및 채

무불이행명부등재 신청이 있는 때 등 회사가 지급불능 또는 지급정지의 

상태에 이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바) 사채의 만기가 도래하였음에도 

발행회사가 원리금지급의무를 해태한 경우(지급불이행사유)가 발생한 경

 

에 따라 구분하여 별도로 정의하여 사용하지 않으므로, 기한이익상실의 도래의 시점과 

방법에 따라 즉시 기한이익상실사유와 선언에 의한 기한이익상실사유로 구분하여 논

하되, 표준사채관리계약의 조항을 그대로 원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한정적으로 “기한이

익상실 원인사유”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윤영신(2008), p.28이하에서도 event of 

default를 기한이익상실사유로 칭하고 있다.   

296) 표준사채관리계약, 제1-2조 제14호 가 (1)의 순번에 따라 기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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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사) 채무조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회사의 부채총액이 자산총액

을 초과하여 채권금융기관이 상환기일 연장, 원리금 감면, 대출금의 출자

전환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채권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

는 경우); (아) 규제당국의 제재조치의 경우(감독관청이 회사의 중요한 영

업에 대한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내린 경우)가 해당된다.  

영국법에 따른 유로본드나 미국 모범신탁증서의 경우 발행회사에 의

한 원리금 지급불이행 또는 발행회사에 대한 도산사유 발생의 경우 별도

의 채무불이행통지 없이 기한이익상실사유(event of default)가 되지만, 여

전히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한이익상실 선언(acceleration)을 하도록 

하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표준사채관리계약상 매우 광범위한 범위의 

사유를 즉시 기한이익상실사유로 정하고 있는 것이 반드시 사채권자 보

호를 위하여 바람직한 지에 대하여 의문이 있다. 표준사채관리계약상 즉

시 기한이익상실사유에 대하여도 기한이익상실사유의 선언여부를 사채관

리회사의 권한으로 정하여 발행회사와 사채권자간에 채무조정을 협상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한편, 표준사채관리계약상 즉시 기한이익상실사유 중 (마) 발행회사

의 다른 채무에 대한 불이행을 근거로 하는 교차불이행사유; (사) 채무조

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아) 규제당국의 제재조치의 경우는 발행

회사의 도산사유가 아닌 회사의 신용악화를 나타내는 사유에 불과하므로, 

일정기간을 정한 채무불이행 통지를 한 후 기한이익상실사유가 되게 하

여 발행회사에게 채무불이행사유(또는 기한이익상실 원인사유)를 치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개별 사채권자가 즉시 기한이익상실사유에 의하여 만기가 도래한 사

채의 원리금지급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는 기한이익상실사유가 사채조

건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지에 따라 직접 청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가 달라질 것이다. 만일 사채조건의 일부로 기한이익상실사유가 포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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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사채권자는 사채조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발행회사에게 원리금지급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297  사채조건에 기한이익상실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사채관리계약에만 그러한 내용이 포함된 경우, 대법

원은 사채모집위탁계약 및 인수계약상 기한이익상실 규정은 제3자인 사

채권자를 위한 규정으로 보아,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법리에 따라 사채권

자는 수익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기한이익상실 규정을 원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298  이러한 결론은 이미 기한이익상실이 발생한 경우 개별적인 사

채권자가 기한이익상실을 원용하여 발행회사에 대하여 원리금지급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으로,299  개별적인 사채권자가 기한이익상실의 선언을 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이다. 이에 대하여 아래(3)에서 별도로 검토한다.   

(2) 선언에 의한 기한이익상실사유 

표준사채관리계약상 선언에 의한 기한이익상실 사유로는 300  (가) 회

사가 원금의 일부를 상환하여야 할 의무 또는 기한이 도래한 이자지급의

무를 불이행한 후 통지한 변제유예기간 내에 변제하지 못한 경우; (나) 

발행회사가 다른 채권자에게 일정금액 이상의 채무에 대한 지급을 해태

하여 기한이익상실이 된 경우 및 그 결과로 담보가 실행된 경우; (다) 발

행회사의 재산상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에 압류명령이나 임의경매가 

개시된 경우; (라) 발행회사가 재무제한조항을 위반한 경우; (마) 발행회사

의 재산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에 대하여 가압류, 가처분이 선고되고 일

 

297) 박준·한민(2019), pp 341-343에 따르면 발행회사와 사채권자간의 직접적인 권리의무를 

정하는 사채조건은 원칙적으로 사채청약서에 기재되어야 하나, 사채권 실물이 발행되

지 않고 사채청약서 기재 사항도 매우 제한적인 상황 하에서는 인수계약 및 사채관리

계약의 내용 중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채조건을 확인하는 근거가 된다고 본

다. 최근에 공모 발행되는 회사채의 경우, 공시되는 투자설명서 중에 증권의 주요 권

리내용 항목에서 기한이익상실에 대한 사채관리계약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298)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다15550 판결  

299) 박준·한민(2019), p.344  

300) 표준사채관리계약, 제1-2조, 제14호, 가 (2)의 순번에 따라 기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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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 기간내에 취소되지 아니한 경우; (바) 기타 사채계약상 의무를 위반

하고 사채권자의 통지에도 불구하고 위반상태를 치유하지 아니한 경우가 

해당된다.  

이러한 기한이익상실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채권자 및 사채관리회사

가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따라 발행회사에 대한 서면통지를 함으로써 

기한이익상실 선언을 할 수 있다(표준사채관리계약 제1-2조 제14호 가 

(2)). 또한, 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따라 기한이익상실 선

언에 갈음하거나 병행하여 사채에 대한 보증 또는 담보를 요구하거나, 

기타 사채의 원리금지급 및 사채관리계약상 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기에 

필요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표준사채관리계약 제1-2조 제

14호 라).  

2011년 개정 전 상법 제505조에서는 발행회사가 사채의 이자지급을 

해태하거나 사채의 일부를 상환하여야 할 경우 그 상환을 게을리한 때에

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채총액에 관하여 기한이익을 상실시

킬 수 있도록 하였으나, 개정 상법에서는 동 조항이 폐지되었다. 개정 전 

상법 제505조에 의하면 사채에 관하여 기한이익상실조치를 취하기 위하

여는 사채권자집회를 개최하고 결의내용에 대하여 법원의 인가를 얻어야 

하였는데, 그 경우에도 발행회사의 이익을 고려하여 2개월 이상의 유예

기간을 허용하도록 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동 규정이 강행규정으로 해석

될 경우 사채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할 염려가 있었기 때문에 동 조

항은 폐지되었다.301) 다만, 현행 표준사채계약은 기한이익상실 선언 및 병

행조치요구를 위하여 여전히 사채권자집회의 결의 및 법원의 인가가 필

요하도록 하고 있어(표준사채관리계약 제5-3조 제8항), 사채권자의 권리

의 과도한 제한으로 기한이익상실을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게 할 우려가 

 

301) 윤영신(2009), pp.329-330; 윤영신(2000), pp.372-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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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302  생각건대, 사채관리회사가 사채권자집회의 

결의 없이도 기한이익상실 선언을 할 수 있도록 표준사채관리계약을 개

정하여야 할 것이다. 기한이익상실을 위하여 사채권자집회를 소집하고,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의 효력을 발행하기 위하여 법원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것은(표준사채관리계약 제5-3조 제8항), 2011년 개정상법에 의하여 

기한이익상실에 대한 조항을 폐지한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한편, 표준사채계약상 기한이익상실 선언을 위한 사채권자집회의 결

의요건은 사채권자집회의 특별결의요건과 동일하게 출석한 사채권자의 

의결권의 3분의 2이상과 사채의 미상환잔액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

도록 정하고 있다. 303  이러한 결의요건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한이

익상실사유 불발생간주 또는 기한이익상실 취소를 하기 위한 사채권자집

회의 결의요건과 동일하다. 기한이익상실 선언을 위하여 사채권자집회의 

결의가 필요 없다는 입장에 서더라도 사채관리회사에 의한 기한이익상실 

선언을 위하여 일정한 비율의 사채권자의 동의를 구하는 방안은 고려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기한이익상실의 선언을 위하여 동의를 필요로 하

는 사채권자의 수와 기한이익상실의 취소를 승인하는 사채권자의 수가 

동일하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기한

이익상실에 동의하여야 하는 사채권자의 비율은 미국의 모범신탁증서나 

영국법에 따른 유로본드의 경우와 유사하게 25%의 사채권자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3) 사채권자의 개별적 기한이익상실 선언 

사채권자가 개별적으로 전체 사채권자를 위하여 기한이익상실선언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현행 표준사채관리계약상으로는 

 

302) 권종호(2012), p.197 

303) 표준사채관리계약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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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사채권자는 사채관리회사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개별적으로 행

사할 수 있다고 하는 한편(표준사채관리계약 제5-2조), 기한이익상실선언

에 대한 조항에서는 기한이익상실 선언은 사채권자 및 사채관리회사가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를 통하여 선언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표준사채

관리계약 제1-2조 제14호 가 (2) (가)), 사실상 기한이익상실을 선언할 수 

있는 권한을 사채권자집회의 권한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기한이

익상실에 대한 조건이 사채발행시 공시하는 투자설명서 중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에 포함되는 경우, 사채권자는 사채에 대한 청약을 하거나 사채

를 취득할 때, 이러한 조건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경우, 사채권자는 개별적으로 전체 사채금액에 대한 기한이익상실 선언

을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개별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사채부분에 한하여 발행회사

에 기한이익상실선언을 하고 원리금지급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

하여는 견해의 대립이 있을 수 있다. 사채계약을 원칙적으로 사채권자와 

발행회사간의 개별적인 계약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선언에 의한 기한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개별 사채권자는 기한이익상실 선

언을 통하여 원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사채의 정형성, 집단성, 유통성을 중시하는 입장에 의할 경우 기한

이익상실사유가 발생한 경우 개별 사채권자로 하여금 원리금지급청구권

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영국이나 

미국의 표준계약도 개별권리행사금지조항을 통하여 개별 사채권자가 기

한이익상실 등 개별적으로 사채계약상의 권한행사를 하는 것을 원칙적으

로 제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독일에서 개별 사채권자의 계약해제권에 대한 논의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독일 2009년 사채법 제5조 제5항은 사채조건

상 미상환사채 25% 또는 그 이하의 사채권자가 집단적으로 사채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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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할 수 있다고 정할 수 있고, 그러한 해제권 행사의 효력은 해제권 

행사의 효력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과반수 사채권자의 결의(다만, 

기한이익상실을 요청한 사채권자의 수를 초과하여야 함)로 취소할 수 있

다고 정하고 있다.304  또한 동법 제5조 제3항 제8호에 따라 사채권자는 사

채권자집회의 특별결의(참석한 의결권의 75%찬성)에 따라 사채권자의 해

제권을 포기하거나 제한하는 결의를 할 수 있다.305  

이와 같이 개별 사채권자의 해제권 행사요건을 정한 것은 독일 민법 

제314조상 인정되는 채권자의 개별적인 해제권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고, 

일정 요건의 사채권자(25% 또는 그 이하로 계약상 정하는 규모의 사채

권자)가 해제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한하여 개별 사채권자의 해제권 행사

가 효력을 발생하도록 해제권행사의 요건을 정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

다. 306  따라서, 사채조건에 정한 요건을 갖춘 개별 사채권자가 공동으로 

해제권을 행사하면 해제권을 행사한 사채권자에 대하여는 사채계약이 해

제되지만, 전체 사채권자에게는 해제권행사의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307 

다만, 이와 같이 개별 사채권자의 해제권을 인정하는 경우 발행회사에게 

유동성 위기가 초래될 수 있으므로, 3개월 이내에 최소한 단순 과반수의 

사채권자 결의(다만, 원래 해제권을 행사한 사채권자보다는 큰 규모의 

사채권자)로 개별 사채권자의 해제권 행사의 효력을 취소할 수 있다. 308 

나아가, 사채권자집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해제권의 제한이나 포기에 

대한 결의를 하여 해제권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309  이에 대하여 사채

권자의 개별적 해제권을 허용할 경우 해제권행사에 따라 사채권자별로 

 

304) §5 Abs. 5 SchVG 

305) §5 Abs. 3 Satz 1 Nr. 9 SchVG 

306) Thole in aopt/Seibt(2017), §5 Sch VG Rn. 110; 독일 민법 제314조(§314 BGB)상 채권자의 

해제권의 제한에 대한 논의는 Thole in aopt/Seibt(2017), §5 Sch VG Rn. 98 ff 

307) Thole in aopt/Seibt(2017), §5 Sch VG Rn. 111; Vogel in Preuße(2011), §5 SchVG Rn. 57  

308) §5 Abs. 5 Satz 2 und 3 SchVG; Thole in aopt/Seibt(2017), §5 Sch VG Rn. 112  

309) §5 Abs. 3 Satz 1 Nr. 8 SchV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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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의 만기가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이는 사채의 단체성 및 영국

법과 뉴욕법을 준거법으로 하는 국제 사채시장의 관행에 합치하지 아니

하므로 개별 사채권자들의 해제권을 인정하지 않고, 사채권자들이 공동 

해제권 행사요건(25%)을 충족하여 해제권행사를 한 경우 그 해제권행사

의 효력은 전체 사채권자에게 미치게 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유력하다.310 

생각건대, 개별 사채권자에게 해당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사채

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킬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지 여부는 당사

자간에 정할 계약정책의 문제로 생각된다. 사채의 유통성, 집단성에 비추

어 볼 때 기한이익상실의 선언권한은 사채관리회사나 수탁자, 또는 최소

한 일정 수의 사채권자(가령 25%의 사채권자)의 권한으로 하고, 그 효력

은 전체사채권자에게 미치도록 정하는 영미의 표준 신탁증서의 입장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기한이익상실권한은 사채계약상 일정한 사유(예를 

들면, 지배권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개별 사채권자가 행사할 수 있는 

조기상환청구권과 달리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즉, 기한이익상실사유의 

범위는 회사의 행위를 감독하고 제한하기 위한 제한약정부터 도산사유에 

이르기까지 그 사유의 범위가 넓고 다양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기한이익

상실사유의 발생여부 자체도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또

한, 기한이익상실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발행회사에 의하여 일정기간내에 

채무불이행의 치유가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개별 사채권자가 기회주의적

으로 기한이익상실선언을 할 우려가 있고, 또한 기한이익상실의 선언을 

한 경우 회사가 사후적으로 기한이익상실사유를 치유한 경우의 권리관계

가 명확하지 않게 된다. 나아가 사채권자가 개별적으로 기한이익상실의 

선언을 한 이후에 지급청구권을 행사하기 이전에 사채를 양도한 경우의 

권리관계에 대한 법적 해석이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개별 사채권자의 

 

310) Bliesener/Schneider in Langenbucher/Bliesener/Spindler(2016), §5 SchVG Rn. 8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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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이익상실의 권한을 인정하는 것은 사채의 집단성과 유통성에 비추어 

적합하지 않고, 사채관리회사를 두어 약정권한으로 기한이익상실을 할 

수 있도록 한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현행 표준사채관리계약은 개별 사채권자의 개별적인 계약해제권 행

사가능여부에 대하여는 명시하지 않고 있지만, 기한이익상실을 위하여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므로 개별 사채권자의 개별적 

해제권 행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향후 표

준사채관리계약상 기한이익상실 선언의 권한을 사채관리회사의 권한으로 

변경하는 경우, 사채관리회사와 개별 사채권자의 권한분배를 명확히 하

여, 개별 사채권자가 독립적으로 기한이익상실 선언을 할 수 없다는 것

을 사채관리회사의 약정권한 및 사채권자의 개별권리행사금지조항을 통

하여 명확하게 사채조건에 명시하여야 할 것이다.311  이에 대하여는 사채

조건에 대하여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이 적용되

어 사채조건에 명시하더라도 개별 사채권자의 해제권을 제한할 수 없다

는 반론이 가능할 수 있지만(약관규제법 제9조),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

는 증권발행행위에 대하여는 자본시장법 및 상법의 발행규제가 우선적으

로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나. 불발생간주 

표준사채관리계약은 선언에 의한 기한이익상실사유에 대하여는 사채

 

311 ) 윤영신(1997), p.212에서도 만기 이후의 원리금지급청구는 사채권자의 가장 본질적인 

권리이므로 개별적으로 행사할 수 있지만, 기한이익상실에 대한 권한을 개별 사채권자

가 행사하여 원리금상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달리 보아야 한다고 

보는 입장이다. 개별 사채권자에게 권리행사를 인정하는 경우 발행회사의 지급능력이 

부족한 경우 사채권자간의 평등을 해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다만, 미국의 개별권리

행사금지조항과 같이 미상환사채 액면총액의 25% 이상을 가진 사채권자가 수탁회사

(현행 상법상으로는 사채관리회사가 될 것이다)에 조치를 취할 것을 청구하였으나 수

탁회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사채권자의 개별적인 권리행사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97 

권자집회의 결의 또는 미상환사채의 3분의 2 이상을 보유한 사채권자의 

동의로 기한이익상실에 대한 원인사유의 불발생간주를 할 수 있다(표준

사채관리계약 제1-2조 나 (1)). 앞서 본 바와 같이 표준사채계약은 기한

이익상실사유를 기한이익상실이 발행하기 위하여 별도의 선언이 필요한

지 여부를 기준으로 기한이익상실사유와 기한이익상실 원인사유로 나누

고, 기한이익상실 원인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원인사유가 불발생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표준사채관리계약상 기한이익상실 원인사유 발생 후 기한이익상실의 

선언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의하여서만 할 수 있

는데 반하여, 기한이익상실 원인사유 발생 후 원인사유의 불발생간주를 

하는 데는 반드시 사채권자집회의 결의가 필요하지 않고, 미상환사채의 

3분의 2이상을 보유한 사채권자의 동의로도 할 수 있다(표준사채관리계

약 제1-2조 제14호 나 (1)). 상법 해석상 재무상 특약 등에 위반한 경우 

사채관리회사가 기한이익상실 선언과 같은 일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이 상법 제484조 제4항 제1호의 사채의 처분에 해당하는 책임의 면제

에 당연히 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312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

고 미상환사채의 3분의 2이상을 보유한 사채권자의 동의로 기한이익상실 

원인사유의 불발생간주를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표준사채관리계약은 기한이익상실 원인사유 중 원금의 일부를 

상환하여야 할 의무 또는 기한이 도래한 이자지급의무를 불이행하여 통

지한 변제유예기간 내에 변제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의하여서만 기한이익상실 원인사유의 불발생간주를 하도록 하고 있다(표

준사채관리계약 제1-2조 나 (1) 단서). 그러나 동 기한이익상실 원인사유

의 불발생간주는 해당 사채 “전부”에 대한 지급유예에 해당하지는 않으

 

312) 주석상법(2014)(윤영신 집필), pp. 136-137; 会社法コンメンタール(2010), pp.147-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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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상법 제484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사채권자집회를 통하여 사채관

리회사에게 처분이 인정되는 법정권한이 아니라 사채관리계약상 약정권

한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사채관리회사의 약정권한

이라고 보더라도 기한이익상실의 선언과 같이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의

하도록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앞서 기한이익상실 부분에서 논의한 대로, 

기한이익상실의 선언을 사채관리회사의 약정권한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

장에서는 불발생간주의 권한 역시 사채관리회사의 권한으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다만, 기한이익상실사유 중 원리금지급 불이행의 경우와 

같이 중대한 기한이익상실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정 비율의 사채권자

의 동의를 얻어서 사채관리회사가 약정권한으로 불발생간주를 할 수 있

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다. 기한이익상실의 취소 

표준사채관리계약상 이미 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우에 기한이익상실 

취소를 하기 위하여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를 얻어서, 다른 채무불이행

사유가 없고, 이미 발생한 기한이익상실 사유가 치유되었거나 원리금 지

급불이행의 경우에는 경과이자 및 연체이자가 지급되었고, 기한이익상실

의 선언과 관련하여 사채관리회사에게 발생한 비용을 회사가 지급하거나 

예치하는 것을 조건으로 기한이익상실 취소를 할 수 있다(표준사채관리

계약 제1-2조 제14호 다). 

상법의 해석으로는 별도의 조치없이 당연히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것으로 규정된 사유에 대하여 기한이익상실 취소를 하는 것은 상법 제

484조 제4항 제1호의 지급유예에 해당한다고 본다.313  다만, 기한이익상실

의 선언에 의하여 기한이익상실을 한 이후, 원래 위반사유가 치유되어 

 

313) 주석상법(2014)(윤영신 집필), p, 136-137; 会社法コンメンタール(2010), pp.147-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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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이익상실의 취소를 하는 것이 위 지급유예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구

체적인 논의는 없다. 다만, 표준사채관리계약상 기한이익상실의 취소는 

기한이익상실의 사유에 관계없이 모두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따라야 하

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표준사채관리계약 제1-2조 제14호 다). 

생각건대, 선언에 의한 기한이익상실사유에 대한 기한이익상실의 선

언을 사채권자집회의 결의가 필요 없는 사채관리회사의 약정권한으로 보

는 입장에서는 그러한 권한행사를 취소하는 것 역시 사채관리회사의 약

정권한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다만, 사채관리회사의 자의적인 기

한이익상실 선언의 취소를 견제하기 위하여 사채관리회사가 기한이익상

실 선언의 취소를 하기 위하여는 영미법상 표준신탁증서를 참고하여 일

정한 사채권자의 동의(예를 들면 과반수 사채권자)를 받도록 정하는 것

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라. 개별권리행사금지조항 

사채계약상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 사채관리회사만 권한을 행사하도

록 하고 개별 사채권자의 권리행사를 제약하는 개별권리행사금지조항(no 

action clause)를 둘 수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영국법에 따른 유로

본드와 미국의 모범신탁증서의 경우 개별권리행사금지조항은 개별 사채

권자의 권리행사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이 아니라, 개별 사채권자

가 권리행사를 하기 이전에 수탁자에게 권리행사를 요구하는 등 일정한 

절차를 취하도록 하는 조항이므로 표준사채관리계약상으로도 이러한 개

별권리행사금지조항을 포함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참고로 독일 2009년 사채법에 따라 사채권자대표가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의하여 수권받은 범위내에서는 사채권자들은 사채권자의 다수결 

결의가 없이는 개별적으로 권리행사를 할 수 없으므로, 사채권자대표가 

선임된 경우에는 사채권자대표의 수권범위내에서는 개별 사채권자의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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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행사가 제한된다. 314  이와 같이 개별 사채권자의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규정은 집단행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확장된 다수결조항과 함께 

일반적인 대리인 법리에 대한 예외로서 입법적으로 개별권리행사금지조

항을 도입한 것으로 평가된다. 315  또한, 스위스 연방채무법상으로도 사채

대리인에게 사채권자를 위하여 권리를 행사할 권한이 부여된 범위에 대

하여는 개별 사채권자가 독립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316 

상법상 독일과 스위스의 경우처럼 개별 사채권자의 권리행사를 제한

하는 근거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채조건에 개별권리행사금지조항을 

포함할 수 있는지 검토한다. 생각건대, 사채관리회사의 약정권한사항의 

경우에는 사적자치에 의하여 사채권자의 동의가 있는 이상, 사채권자의 

개별적인 권리행사방법을 제한하여, 사채관리회사가 약정권한을 행사하

고 사채관리회사가 사채권자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사채

권자가 직접 권리행사를 할 수 있도록 정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이러

한 개별 사채권자의 권리행사방법에 대한 제한은 사채관리계약에 포함되

어 있는 것만으로 사채권자에게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고, 사채청

약서나 사채조건을 명시하는 투자설명서나 증권신고서에 기재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로 개별 사채권자의 권리행사를 제한

하고 사채관리회사에게 권리행사를 위임하는 경우, 사채관리회사가 권리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불만이 있는 사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할 것이다.317 

한편, 사채관리회사의 법정권한사항 중 사채권자도 권리행사를 할 

 

314) §7 Abs. 2 Satz 2 SchVG; Thole in aopt/Seibt(2017), §7 SchVG Rn. 41에 의하면 사채권자집

회의 결의로 일부 사채권자대표 이외에 다른 사채권자가 권한행사를 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가능하다.  

315) Allen(2012), p.84  

316) 스위스 연방채무법 제1159조 제3항 

317) 주석상법(2014)(윤영신 집필), p.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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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고 인정되는 원리금지급청구권의 행사나 사채상 권리의 보전행위

의 경우도 개별권리행사금지조항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지 검토한다. 

생각건대, 사채의 집단성, 정형성, 유통성 및 사채의 집단적인 권리행사

를 위하여 사채관리회사를 둔 취지를 고려할 때, 사채상의 보존행위의 

경우에도 사채관리회사에 권리행사권한을 전속적으로 위임하되, 사채관

리회사가 사채권자가 요구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 사채권자가 

직접 권리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개별권리행사금지조항의 범위에 포

함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와 같은 사채권자의 권리제한은 사전적으

로 사채조건에 명시되어 있어 사채권자가 법률상 인정된 권한행사의 제

한에 동의하였다는 사정이 있거나,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를 통하여 명시

적인 의사결정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야 할 것이다.318 

제4절 조직재편 또는 지배권변경시 사채권자의 권리행사   

1. 총설 

합병, 분할 등과 같은 회사의 조직재편의 경우에는 회사자산의 이전, 

분배가 발생한다. 그 결과, 사채발행회사의 지급능력이나 신용도가 변경

됨에 따라 채권자 보호의 문제가 대두되게 된다. 합병의 경우 합병당사

자들의 인적, 물적 자산 및 부채가 합쳐져 하나의 결합체가 되므로, 기존 

 

318 ) 사채관리회사가 무기명사채를 보유하고 있는 불특정 사채권자 전체를 위하여 소송

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현명주의의 문제) 및 사채관리회사가 사채권자를 위하여 소

송을 제기하는 것이 신탁법상 금지된 소송신탁(신탁법 제6조)에 해당하는지 문제가 될 

수 있다. 판례에 따르면(대법원2006.6.27.선고2006다463판결; 대법원2002.12.6.선고2000다

4210판결 등), 사실상 소송신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송신탁을 허용한다(광장신탁법연구회(2015),p.53). 따라서, 사채관리회사의 사채권자를 

위한 소송행위가 법률상 허용되는 임의적 소송신탁에 해당하도록 하는 근거를 명확히 

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입법적으로 일본과 같이 현명주의

의 예외를 인정하고(일본 회사법 제708조), 신탁법상 소송신탁금지조항(신탁법 제7조)

와의 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소송신탁문제에 대한 보다 자세한 논의는 

윤영신(2008), p.36 및 주석상법(2014)(윤영신 집필), pp.14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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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에 대한 채권의 변제가능성에 변동이 발생할 수 있고, 분할의 경

우에도 우량부문과 부실부문을 분리하는 경우 부실부문으로 이전되는 채

권의 경우 채권자의 권리보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319  

한편, 회사의 지배주주가 변경되는 지배권변경(change of control)거래

의 경우, 사채의 발행회사 자체는 변경이 없지만 사채권자가 회사의 지

배주주의 신용도나 지급능력을 감안하여 사채에 투자한 경우에 사채권자

의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차입매수거래(leveraged buyout)를 

통하여 회사의 자산을 담보로, 회사가 추가부채를 부담하여 회사채의 신

용등급이 투자등급에서 투기등급으로 변경되면 조기상환청구권이 없는 

사채의 가격은 급락하게 된다.320  

회사의 조직재편 또는 지배권변경시에 사채권자를 보호하는 방법으

로 독일, 일본, 한국의 경우와 같이 법률상 채권자이의제도를 통하여 회

사에게 변제 또는 담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와 미국, 영국

의 경우와 같이 법률상 별도의 사채권자보호규정을 두지 않고, 계약상 

제한약정이나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행사를 통하여 사채권자의 권리

를 보호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다만, 한국, 독일, 일본의 경우와 

같이 법률상 채권자이의제도를 통하여 채권자 권리를 보호하는 경우에도 

조직재편이나 지배주주 변경 등과 관련한 계약상 제한조항을 통하여 사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 한편, 영국의 경우에는 합의개편계획

(scheme of arrangement)을 통한 조직재편으로 채권자가 영향을 받는 경우

에는 사전에 채권자가 별도의 조를 구성하여 합의개편계획을 승인하도록 

한다. 

이하에서는 조직재편 또는 지배권변경시 계약상 장치를 통하여 사채

권자의 권리보호를 하는 경우와 일반 채권자의 권리보호에 대하여 법률

 

319) 노혁준(2013), pp..223-224 

320) Cohen, Marilyn, “Will Your Bonds Get Slammed In A Takeover?”, Forbes, Jul 26,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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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명시한 경우를 나누어 검토한다. 사채권자의 계약상 권리를 먼저 검

토하는 이유는 상법상 채권자이의제도나 이와 유사한 외국의 제도 모두 

일반 채권자의 권리보호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사채권자의 권리행사라는 

측면에서는 사채계약상의 장치가 우선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다음으

로 조직재편시 채권자이의제도 또는 이에 상응하는 법률상 보호조치를 

두고 있는 외국의 제도를 검토하고, 상법상 채권자이의제도를 통한 사채

권자 권리보호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토한다. 본 논문에서는 채권자이의

제도 자체의 적정성 여부 보다는 현행 제도하에서 사채권자의 권리행사

방법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에 중점을 두었다.321 

2. 사채권자의 계약상 권리 

가. 미국의 경우 

미국의 회사법은 각주의 입법으로 존재하므로, 여기서는 델라웨어주 

회사법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델라웨어 일반회사법(Delaware General 

Corporation Law) 제221조에 의하면 정관에 규정을 두는 경우에는 사채권

자 기타 다른 채무증권소지자(holders of any bonds, debentures or other 

obligations issued or to be issued by the corporation)에게도 회사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의결권 및 회계장부 검사권을 부여할 수 있으며, 의결권

의 행사와 관련하여 사채권자를 주주(stockholders)로 간주할 수 있다. 또

한 동법 제242조(b)항(2) 322에 의한 의결권 이외의 의결권은 회사의 정관

에 의하여 배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델라웨어 주에서 설립

 

321 ) 현행 상법상 합병 및 분할에서 채권자이의제도에 대한 비판 및 상법 개정방안은 정

준혁(2019)    

322 ) 델라웨어주 회사법 제242조(b)항(2)은 종류주주의 투표권을 정하고 있는 조항으로 

회사가 관련 종류주의 발행주식, 액면금액을 증감하거나, 그 위선순위나 부여된 권리

를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정관에서 투표권을 명시적으로 부여하고 있는지 여부

에 관계없이 종류주주의 투표권을 인정하고 있다.    



 

 

104 

된 회사의 경우 정관에 의하여 사채권자를 주주로 간주하는 조항을 두는 

것이 가능할 것이지만, 실제로 사채권자의 권리를 정관에 의하여 보호하

는 예는 거의 찾아볼 수 없고, 사채권자의 권리는 신탁증서에 정한 바에 

따라 보호되고 있다.323 

1980년대에 차입매수거래(leveraged buyout)로 인하여 채권자가 손해

를 보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회사의 조직재편과 관련된 사채

권자의 권리보호에 대하여 활발히 논의가 되었다. 계약상 권리보호가 충

분하지 못한 경우의 해결방안으로 이사에게 채권자에 대한 신인의무를 

부과하는 방안 또는 계약상 묵시적 성실의무를 인정하는 방안 등이 제시

되었으나,324  사채권자의 권리보호는 계약상 제한약정을 통하여 보호된다

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다.325  이하에서는 미국 모범신탁증서상 합병, 분

할, 영업양도 및 지배권변경에 대한 계약상 제한과 사채권자의 권리에 

대하여 검토한다.  

(1) 합병, 분할 및 영업양도의 경우 

합병, 분할 또는 영업양도에 대한 제한약정은 모범신탁증서에 항상 

포함되는 내용은 아니고 협의에 의하여 포함될 수 있는 조항으로 분류된

다.326  미국 모범신탁증서상 합병제한조항(Merger and Consolidation)에 따르

 

323 ) 미국내에서 인수, 합병과 관련한 채권자 권리보호를 논하는 논문들로는 Malitz(1986), 

McDaniel(1987-1988), Lehn and Poulsen(1991), Kahan and Yermack(1998), Sepe(2010) 참고. 모

두 사채권자의 계약상 권리를 보호하거나 이사에게 사채권자에 대한 신인의무를 부과

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논하고 있으며, 회사의 정관에서 사채권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

여 권리보호를 하는 방안이나 사례에 대하여는 논의하고 있지 않다.    

324 ) 미국에서의 이사의 신인의무 및 계약상 묵시적 성실의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윤

영신(1997), pp.225-264 및 pp.284-294 참고. 동 논문에서는 fiduciary duty를 충실의무라고 

지칭하고 있다.     

325) Welch et al(2019), GCL-777, 778  

326 ) Trust Indentures and Indenture Trustees Committee(2017), pp.105-214는 표준협의제한약정

(Model Negotiated Covenants and Related Definitions)이라는 표제하에 각종 제한약정의 표준

문구를 제시하고 있다. 지배권변경조항, 재무비율유지, 추가채무부담금지, 자산양도제

한등의 제한약정 등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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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합병 후 존속회사가 사채상환의무를 부담하고 합병이후에도 순자산

가치(net worth)가 감소하지 않는 등의 재무적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른 회사와 합병하거나 실질적으로 모든 자산(all or 

substantially all its assets)을 양도하는 것이 금지된다.327  

미국 모범신탁증서상 자산양도제한조항(Limitation on Sales of Assets and 

Subsidiary Stock)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자산양도를 허용하되, 자산양도가 

공정한 시장가격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자산양도로 취득한 비용은 선순

위 사채 또는 당해 사채의 재상환에 사용되거나, 유사한 종류의 자산에 

재투자되어야 한다. 328  모범신탁증서상 회사의 분할에 대하여 특별한 언

급을 하고 있지 않지만, 회사 분할이 자산양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에는 그 조건에 따라야 할 것이다.  

발행회사가 이와 같은 제한약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기한

이익상실사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앞서 기한이익상실과 관련하여 본 바

와 같이, 모범신탁증서상 수탁회사 또는 원금의 25%이상 또는 계약상 

정하는 일정금액의 사채금액을 보유하고 있는 사채권자들이 일정한 기간

(15일에서 60일)을 정하여 하자의 치유를 요구하고 그 기간동안 하자가 

치유되지 않은 경우에 기한이익상실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329 ) 일단, 

기한이익상실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탁회사 또는 25%이상의 사채권자는 

회사에 대한 통지로서 기한이익상실의 선언(acceleration)을 할 수 있다.330 

(2) 지배권변경의 경우  

미국에서 1980년에 차입매수거래가 성행하면서 회사의 경영권을 보

호하고, 회사가 지나치게 많은 부채를 부담하여 사채의 지급가능성을 악

 

327) Trust Indentures and Indenture Trustees Committee(2017), Section 4.14., p.211 -212 

328) Trust Indentures and Indenture Trustees Committee(2017), Section 4.06., pp.191-192  

329) Trust Indentures and Indenture Trustees Committee(2017), Section 6.01. pp.16-18.  

330) Trust Indentures and Indenture Trustees Committee(2017), Section 6.02., pp.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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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채조건에 지배권변경제한 조건을 포함

하는 경우가 증가하였다. 331  지배권변경 또는 회사의 신용등급 하락시에 

사채권자에게 조기상환청구권(put right)을 부여하거나 이자율을 상승시키

는 내용의 지배권변경제한조항은, 회사의 신용가치의 변경에 따라 개별 

사채권자의 탈퇴권을 보장하고, 경영진에 의한 대리인 비용을 줄이는 역

할을 하였다.332  신용등급이 높은 투자등급 채권에만 투자하여야 하는 내

부 지침의 적용을 받는 소극적 기관투자자도 지배권변경제한조항 및 이

에 따른 조기상환청구권을 유동성 확보에 유리한 조항으로 인식하였다. 

발행회사로서도 지배권변경제한조항을 포함시킴으로써 사채의 발행가격

을 낮추어, 결과적으로 자본발행비용을 감소함으로써 주주에게도 이익이 

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었다.333   

한편, 지배권변경에 따른 조기상환청구권은 회사의 경영진의 입장에

서는 적대적인 M&A를 억제하는 방어책으로서의 역할도 하였다. 다만, 

사채계약상 포함되는 지배권변경제한조항은 경영진이 통제하므로, 경영

진이 허용하는 범위의 M&A만 계약상 허용되어 사채권자에게 이익이 되

는 M&A도 억제하는 면도 있었다. 즉, 사채계약상 지배권변경제한조항의 

내용은 주주총회의 승인사항이 아니라 경영진이 사채계약의 협상과정에

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사채계약에 포함된 지배권변경제한조항

의 내용은 사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보다는, 경영진의 경영권을 보장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빈번하였다.334  

 

331) 1988. 10. 20. RJR Nabisco의 경영진에 의한 미화 17억 달러의 차입매수거래 계획이 공

표된 이후, RJR Nabisco가 발행한 2017년 만기 사채의 가격은 하루만에 14.15% 급락하

였다. Gilin, Kenneth, “CREDIT MARKETS; Bid for RJR Nabisco Jolts Bonds”, The New York 

Times, Oct. 21, 1988, available at https://www.nytimes.com/1988/10/21/business/credit-markets-

bid-for-rjr-nabisco-jolts-bonds.html, accessed on Dec 6, 2019. 그 이후 사채의 제한약정 중 지

배권변경제한조항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332) Kahan and Klausner(1993), pp.980-982  

333) Kahan and Klausner(1993), pp.935-939  

334) Kahan and Klausner(1993), pp.943-947  

https://www.nytimes.com/1988/10/21/business/credit-markets-bid-for-rjr-nabisco-jolts-bonds.html
https://www.nytimes.com/1988/10/21/business/credit-markets-bid-for-rjr-nabisco-jolts-bond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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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지배권변경제한조항은 경영진의 의도에 따라 여러 가지 유형

이 존재하지만, Kahan과 Klausner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분류한다. 335 

①적대적 지배권변경제한조항(hostile control change covenant)은 발행회사의 

이사회가 승인하지 않는 인수합병의 경우에만 사채권자들에게 조기상환

청구권을 부여하고, ②신용등급하락제한조항(pure rating decline covenant)은 

인수합병여부와 관계없이 발행회사의 신용등급이 일정수준 이하로 하락

하는 경우 사채권자들에게 조기상환청구권을 부여하고, ③중첩적 지배권

변경제한조항(dual trigger covenant)은 일정한 범위의 인수합병사유가 발생

하고 동시에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경우에 사채권자들에게 조기상환청구

권을 부여한다. Kahan과 Klausner는 첫번째 유형의 제한조항이 발행회사

의 경영진에게 가장 유리하고, 순수하게 신용등급변화에 기반한 두번째 

유형의 제한조항이 사채권자들에게 가장 유리하다고 하였지만336 , 신용등

급변화에만 기초한 지배권변경조항이 널리 사용되지는 않는다.337 

 

335) Kahan and Klausner(1993), pp.949-952; Kahan and Klausner의 분류기준에 대한 보다 상세

한 설명은 윤영신(1997), pp.58-61참조 

336 ) Kahan과 Klausner는 가장 효율적인 지배권변경제한조항은 원인사유를 특정한 종류의 

지배권변경에 한정하지 않고 순전히 신용등급의 변화를 원인으로 하고, 그 효과로서 

사채권에 대한 이자율을 인상함으로써 사채권자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하는 경우라고 

한다(Kahan and Klausner(1993), p.962). 만일 사채를 액면금액(par)으로 상환하는 조기상환

청구권(put right)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사채발행시의 이자율과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

하는 시점에서의 시장이자율의 변경에 따라 채권의 가격이 변경되어(이자율이 하락하

는 경우에는 채권의 가격이 상승하고, 상승하는 경우에는 채권의 가격이 하락함), 시장

이자율의 변동에 따라 채권자를 과도하게 보상(overcompensate)하거나, 과소하게 보상

(undercompensate)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기 때문이다(Kahan and Klausner(1993), pp.963-

964). 신용등급에 기초한 지배권변경제한조항은 초기에는 널리 채용되지는 않았지만, 

RJR Nabisco의 LBO이후에는 신용등급의 하락을 가져오는 일정한 범위의 인수합병의 

경우 사채권자에게 조기상환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식(dual trigger covenant)으로 그 사용

이 증가되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337) Qi and Wald(2008), pp.187-190; 2008년 Qi 와 Wald에 의하여 행해진 지배권변경제한조

항의 사용실태조사에 따르면, 1987년부터 2004년까지 지배권변경제한조항등 제한약정이 

공개되는 5,514건의 사채발행 내역을 기준으로 집계한 결과, 신용등급하락제한조항이 

사용된 경우는 2%에 불과하고, 적대적 지배권변경제한조항이 포함된 경우는 23.2% 로 

파악되었다. 한편, 87.8%의 사채의 경우 합병이후에도 순자산규모나 일정한 재무적 기

준을 유지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합병제한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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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모범신탁증서상 지배권변경제한조항은 항상 포함되는 조항은 

아니고, 협의에 의하여 포함되는 조항으로 분류되어 있다.338  표준 지배권

변경제한조항에 따르면 지배권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개별 사채권자들

은 회사에 대하여 사채원금의 101%의 가격 및 이미 발생한 이자와 향후 

미래에 발생할 이자금액을 더한 가격으로 조기상환청구권(put right)을 행

사할 수 있다. 또한 선순위 대출약정에서 회사의 조기상환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선순위 대출을 모두 변제하거나 선순위채권자로부

터 사채를 조기상환하는데 대한 동의를 받도록 정할 수 있다.339  또한, 사

채의 신용등급이 비교적 낮은 고수익(high yield)채권의 경우 지배권 변경

에 따른 조기상환청구권은 신용등급 악화를 전제로 부여되는 경우(dual 

trigger)도 있다. 따라서, 지배권변경이 회사의 신용에 긍정적이라는 판단

하는 경우에는 조기상환청구를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한 경우 회사가 

사채를 조기상환하고자 하면 계약상 정해진 조기상환가격(가령 원금의 

101%)보다 높은 가격으로 사채를 회사에게 매도할 것을 권유하는 공개

매수(tender offer)를 하게 된다. 공개매수가격은 대개 당시 시장이자율을 

기준으로 채권의 현재가치를 계산한 후 약간의 프리미엄을 더한 가격으

로 책정된다.340 

앞서 개별 사채권자의 원리금지급청구권과 관련하여 살펴본 바와 같

이, 사채의 원리금상환청구권의 지급시기의 도래이유가 사채권자의 환매

청구권(repurchase option)의 행사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 개별권리행사금지

조항(no action clause)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신탁증서법 제316조(b)항에 

의하여 사채권자가 개별적으로 권리행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

 

338) Trust Indentures and Indenture Trustees Committee(2017), pp.105-214는 표준협의 제한약정

및 정의(Model Negotiated Covenants and Related Definitions)라는 표제하에 각종 제한약정의 

표준문구를 제시하고 있다. 지배권변경조항, 재무비율유지, 추가채무부담금지, 자산양

도제한등의 제한약정 등이 포함되어 있다.   

339) Trust Indentures and Indenture Trustees Committee(2017), Section 4.07., pp.196-198  

340) Trust Indentures and Indenture Trustees Committee(2017), Section 4.07(a), pp. 196-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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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이다.341  따라서, 지배권변경제한조항 위반으로 사채의 조기상환을 요청

하는 경우 개별 사채권자에 의한 권리행사가 허용된다.   

나. 유로본드의 경우 

2010년 6월 The Bond Covenant Group(TBCG)342이 발표한 조사결과343에 

따르면, 유로본드에는 지배권변경이나 합병, 분할에 대한 제한약정이 포

함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TBCG는 금융위기 등을 거치면서 사채발

행과정에서 제한약정을 협상하는데 드는 비용과 시간을 효율화하고, 표

준화된 제한약정에 따라 투자자보호와 사채의 유동성을 증진하는데 목적

을 두고 지배권변경 및 자산처분에 대한 표준제한약정을 제안하였다. 

TBCG는 유로본드 시장에서 통용되고 있는 신탁증서는 지배권변경제한

조항을 포함하지 않고, 지배권변경조항이 신용등급하락과 연계된 경우에

는 실제 적용에서 신용등급하락시점의 결정, 신용등급기관과의 협상 등

으로 실용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하였다. TBCG는 이러한 제한약정에 대한 

대안으로 지배권변경사유가 발생하거나, 중요자산처분(disposal of all or 

substantially all of the assets)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채의 조기상환사유(put 

event)로 보아 사채권자에게 조기상황청구권(put right)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344  지배권변경사유에서 지배권은 누구든지 단독으로 또는 타

 

341) UPIC & Co. v. Kinder-Care Learning Centers, Inc., 793 F. Supp.448   

342) The Bond Covenant Group은 2010년 6월 사채시장의 중요 기관투자자(buyside investors)

인 영국보험협회(Association of British Insurers(ABI)), BVI 투자운용사협회(BVI 

Bundesverband Investment und Asset Management e.v.(BVI)), 투자운용협회(Investment 

Management Association(IMA)) 및 투자공제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Pension Funds(NAPF))

가 공동으로 사채시장에서 사용되는 표준적인 지배권변경제한약정을 제시하기 위하여 

사용한 그룹명이다. 동 제안은 사채투자자 행동주의(bondholder activism)의 일환으로 투

자자 입장에서 유로사채시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제한약정의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안

을 제안한 것이지만, 발행회사가 그 제안내용을 따를 유인이 부족하여 실효성이 부족

하다는 비난을 받는 등 시장으로부터 호응을 얻지는 못하였다(Doran, Michael and 

Charlesworth, Jennifer, White & Case LLP, “Capital markets: new model covenants proposed”, 

published on Jul. 28, 2010).  

343) TBCG, MODEL COVENANTS IN STERLING AND EURO BOND ISSUES, June 2010  

344) TBCG(2010), 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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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 공동으로 발행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 이상을 취득하거나, 

발행회사의 이사회를 지배하게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345  TBCG의 제안에 

따르면 조기상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에게 조기

상환통지서를 보내어 일정한 기간내에 조기상환가격(사채의 액면금액의 

101% 및 조기상환청구권행사시까지 발생한 이자를 더한 가격)으로 조기

상환청구를 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346  

다. 독일의 경우 

독일 2009년 사채법은 사채권자집회의 다수결 결의로 채무자의 변경

이 가능한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347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로 채무자의 

변경을 허용할 것인지 여부는 사채조건에 미리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법률상 당연히 사채권자집회의 권한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348  다만, 

독일 기업재편법에 따른 발행회사에 대한 합병, 분할에 따라 사채권자에 

대한 채권자보호가 부여되는 경우에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의하여 승

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349  독일 기업재편법상 개별적

인 채권자보호에 대하여는 아래 채권자이의제도와 사채권자의 권리에서 

살펴본다.  

라. 표준사채관리계약의 검토 

표준사채관리계약도 자산의 처분제한조항 및 지배구조변경제한조항

을 포함하고 있다. 자산의 처분제한조항에 따라 발행회사는 회계연도기

간동안 일정한 총액 이상의 자산을 매매·양도·임대 기타 처분할 수 없으

며, 허용된 매매·양도·임대 기타 처분에 의하여 획득한 현금으로 채무를 

 

345) TBCG(2010), p.12  

346) TBCG(2010), p.13  

347) §5 Abs. 3 Satz 1 Nr. 9 SchVG  

348) 2009년 독일 사채권자집회의 권한에 대한 논의는 제3장 제3절 나. (2)   

349) Thole in aopt/Seibt(2017), §5 Sch VG Rn.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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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채보다 선순위채권을 대상으로 상환하도록 하

고 있다(표준사채관리계약 제2-5조 제1항, 제2항). 다만, 이러한 처분제한

은 발행회사의 일상적이고 통상적인 업무이거나 정당한 공정가액 기타 

일반적으로 불공정성을 의심할 개연성이 없는 방법에 의한 재고자산의 

처분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표준사채관리계약 제2-5조 제3항). 

지배구조변경제한조항에 따라 발행회사는 사채의 원리금지급의무 이

행이 완료될 때까지 일정한 지배구조변경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지만, 채무자의 최대주주변경이 경영권지배목적이 아니거나, 기업구조

조정촉진법등 기업구조조정이나 회생을 위하여 실행된 출자전환 등에 따

라 지배구조가 변경되는 경우 등은 예외로 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지배

구조변경시 사채권자에게 상환청구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지배구조변경

이 가능하다. 상환청구권의 내용은 상환금액의 100%이상으로 상환가격

이 설정되고, 경과이자 및 미지급이자는 별도로 지급되어야 한다. 상환청

구기간은 사채권자에 대한 지배구조변경에 관한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

에 2주간 이상으로 정한다(표준사채관리계약 제2-5조의2). 

이상과 같이 자산처분이나 지배주주변경의 경우는 상법상 채권자이

의절차를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표준사채관리계약에 의하여 사채권자의 

권리보호가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상법상 채권자이의제도가 적용되는 

합병, 분할의 경우에는 표준사채관리계약상 별다른 제약을 두지 않는다. 

3. 채권자이의제도와 사채권자의 권리  

가. 유럽연합에서 합병, 분할시 채권자보호기준 

(1) 일반적인 채권자보호기준 

유럽연합은 2017. 6. 14. 회사의 설립, 합병과 분할, 자본의 이동 등에 

관한 기존의 6개 지침을 폐지하고, 하나의 지침으로 통합하는 

Directive(EU) 2017/1132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4 J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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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relating to certain aspects of company law(codification)(이하 “EU통합회사

법지침”)를 마련하였다.350  2017년 EU통합회사법지침은 새로운 규정을 창

설한다기 보다는 기존에 산재되어 있던 회사법 관련 각종 지침을 하나의 

지침으로 통합함으로써 통일된 유럽연합의 회사법을 마련하는 기반을 제

공하였다고 평가된다.351  

2017년 EU통합회사법지침에 포함된 1982년 공개회사 국내분할지침

352  및 유럽연합 2011년 공개회사 국내합병지침353은 채권자보호의 기본적

인 기준을 정하고 있지만,354  국내의 합병, 분할에 대한 유럽연합내 각국

 

350 ) 통합회사법 지침에 의하여 폐지된 기존의 6개 지침은 다음과 같다. (i)1982년 공개회

사(public limited liability company)의 국내 분할지침(Sixth Council Directive 82/891/EEC of 17 

December 1982 concerning the division of public limited liability companies); (ii)1989년 유럽역

내 지점에 관한 공시지침(Eleventh Council Directive 89/666/EEC of 21 December 1989 

concerning disclosure requirements in respect of branches opened in a Member State by certain types 

of company governed by the law of another State); (iii) 2005년 국경간 합병지침(Directive 

2005/56/EC of 26 October 2005 on cross-border mergers of limited liability companies); (iv)2009년 

회사의 구성원과 제3자의 이익보호에 대한 지침(Directive 2009/101/EC of 16 September 

2009 on coordination of safeguards which, for the protection of the interests of members and third 

parties, are required by Member States of companies within the meaning of the second paragraph of 

Article 48 of the Treaty, with a view to making such safeguards equivalent); (v)2011년 공개회사의 

국내 합병지침(Directive 2011/35/EU of 5 April 2011 concerning mergers of public limited liability 

companies); (vi)2012년 공개회사의 설립, 자본의 유지 및 감소에 대한 지침(Directive 

2012/30/EU of 25 October 2012 on coordination of safeguards which, for the protection of the 

interests of members and others, are required by Member States of companies within the meaning of 

the second paragraph of Article 54 of the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with 

respect to the formation of public limited liability companies and the maintenance and alteration of 

their capital, with a view to making such safeguards equivalent) 

351) aFW, Briefing- ADOPTION OF TaE DIRECTIVE(UE) 2017/1132, A FIRST STEP TOWARDS 

A EUROPEAN CORPORATE CODE, OCTOBER 2017 

352 ) Sixth Council Directive 82/891/EEC of 17 December 1982 concerning the division of public 

limited liability companies 

353) Directive 2011/35/EU of 5 April 2011 concerning mergers of public limited liability companies 

354 ) 2011년 공개회사의 국내합병지침상 채권자보호에 대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보호

되는 채권자의 범위: 합병조건의 공표이전에 발생한 채권으로 합병조건의 공표시점에

서 아직 변제기에 도래하지 않을 것(Directive 2011/35/EU, art. 13(1)); ②채권자보호의 내

용: 각국은 합병하는 회사의 재무상태가 채권자보호가 필요한 경우로서, 이미 채권자

에 대한 충분한 보호조치(adequate safeguard)가 부여되지 않은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충

분한 보호조치를 마련하여야 함. 다만, 합병회사와 승계회사의 채권자에게 부여되는 

보호조치를 달리할 수 있음(Directive 2011/35/EU, art. 13(2)); ③채권자의 권리행사: 채권

자는 합병으로 인하여 불리한 변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호조치가 제공되지 않았음

을 증명하여 법원이나 행정당국으로 하여금 그러한 보호조치를 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음(Directive 2011/35/EU, art.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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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실정법은 채권자 보호절차의 시작시점, 보호기간 및 효과가 나라마다 

달라서 통일된 기준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355 

국경간 합병의 경우 2017년 EU통합회사법지침에 포함된 2005년 국

경간 합병지침356에 의하여 2007년 12월 15일까지 국경간 합병에서의 채

권자 보호기준을 법제화할 의무에 따라 유럽연합 국가들은 국경간 합병

에 대한 규정을 국내법으로 마련하였다. 2005년 국경간 합병지침은 국경

간 합병에도 내국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357  국경간 합병에 적용되는 

규정에 내국 채권자보호조항이 포함된다고 하고 있어, 358  국경간 합병에

서 채권자보호의 통일적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또한 국경간 분할

에 대하여는 따로 유럽연합지침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유럽연합은 2018년 회사법지침개정안359을 마련하여 국경간 합

 

한편, 1982년 공개회사에 대한 국내분할지침상 채권자보호에 대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보호되는 채권자의 범위: 분할조건의 공표이전에 발생한 채권으로 분할조건의 공표

시점에서 아직 변제기에 도래하지 않을 것(Directive 82/891/EEC, art. 12(1), 12(2)); ②채권

자보호의 내용: 다음과 같은 세가지 조합이 가능한다. (i) 제1안: 각국은 분할하는 회사

와 승계회사의 재무상태가 채권자보호가 필요한 경우로서, 이미 채권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adequate safeguard)가 부여되지 않은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적절한 보호조치를 

마련하여야 함. 분할에 의하여 채권이 이전되는 채권자가 만족스러운 보호조치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승계회사는 그 채권에 대한 연대책임을 진다. 다만, 그 연대책임의 범

위는 이전된 순자산의 범위로 한정할 수 있다. 승계회사의 연대책임은 분할이 법원의 

감독을 받고, 분할회사의 채권자의 과반수 및 채권액의 75%이상의 채권자가 승계회사

의 연대책임을 면제한 경우에는 배제할 수 있다(Directive 82/891/EEC, art. 12(3)).; (ii) 제2

안: 별도의 채권자 보호조치가 없이, 승계회사가 분할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연대책

임을 지게 한다(Directive 82/891/EEC, art. 12(6)).; (iii) 제3안: 제1안과 제2안의 조합도 가

능하며, 그러한 경우에는 승계회사의 연대책임의 범위는 각 승계회사에 이전되는 순자

산의 범위로 한정할 수 있다(Directive 82/891/EEC, art. 12(7)).  

355) Study on the Application of the Cross-Border Mergers Directive(2013)(이하 Bech-Bruun(2013)) 

pp.10-15; 동 Study는 2005년 지침 제18조에서 동 지침의 시행 후 5년이 지난 후 그간

의 경험에 비추어 규정의 재검토를 하기로 한 요건에 따라, 국제정책에 대한 컨설팅회

사인 Lexidale과 유럽연합내의 스칸디나비아 로펌인 Bech-Bruun이 각국의 로펌과 연계

로 시행하였다.   

356) Directive 2005/56/EC of 26 October 2005 on cross-border mergers of limited liability companies  

357) Directive 2005/56/EC, art. 4(1) 

358) Directive 2005/56/EC, art. 4(2) 

359) Proposal for a DIRECTIVE OF Ta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aE COUNCIL 

amending Directive(EU) 2017/1132 as regards cross-border conversions, mergers and divisions, 

COM/2018/241 final - 2018/0114(COD); 2018년 통합 회사법 지침 개정안은 유럽연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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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 분할에서 채권자와 주주 보호의 통일적 보호기준을 정하고 있다.360 

 

2015년 유럽의회, 유럽연합 이사회 등이 선언한 단일 시장 전략(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to the European Parliament, The Council, the 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and the Committee of the Regions, Upgrading the Single Market: more opportunities for 

people and business, COM(2015) 550 final)을 성취하기 위하여 국경간 회사의 설립과 이전, 

합병, 분할과 관련하여 유럽연합내 국가간의 국내법의 차이로 인한 절차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통일적인 법적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2018/0114(COD), 

pp.1-2). 

360 ) 2018년 회사법지침개정안은 국경간 합병, 분할에서 채권자와 주주의 보호의 통일적 

기준을 제시한다. 2018년 회사법지침개정안 제126b조는 국경간 합병시 채권자 보호기준

을 정하고 있다. 동 조항에 의하면, 회사는 합병조건의 공표안에 채권자의 보호에 관

한 조치를 명시하여야 하고, 채권자는 그러한 채권자 보호조치에 불만이 있는 경우에

는 합병조건의 공표 후 1개월내에 행정당국 또는 법원에 적절한 보조조치를 명할 것

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동 회사법지침개정안은 독립적인 전문가에 의하여 합병이 

채권자들의 권리를 해하지 않다는 평가되었거나, 채권자들이 제3자 보증인이나 합병으

로 인하여 존속하는 회사로부터 채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은 경우

에는 합병회사의 채권자들에 대한 권리침해가 없다고 간주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채권자 보호규정은 국내법상 합병시 채권자에게 부여되는 권리에는 영향

을 미치지 않는다.  

한편, 국경간 분할에 대하여는 아직 EU통합회사법지침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2018년 회사법지침개정안에서는 국경간 분할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제160m조에 채

권자 보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2018년 회사법지침개정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국경

간 분할에서 채권자 보호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있는 제160m조에 의하면, 분할조건을 

공표할 때 승계회사 또는 부분분할의 경우 분할회사가 분할계획에 따라서 분배된 채

무에 대한 변제를 할 수 있음을 확인하여야 하고, 이러한 확인선언은 분할계획의 발표

이전 최소한 1개월 이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채권자가 분할계획상 채권자 보호

조치 등에 불만이 있는 경우에는 분할계획의 발표 이후 1개월 이내에 관련 규제당국 

또는 법원에 적정한 보호조치를 명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규제당국에 의하여 

선임되거나 승인된 독립된 전문가가 분할조건상 합리적으로 채권자가 권리의 침해를 

받을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결론을 내리거나, 채권자가 분할 후 제3자, 승계회사 또는 

분할회사로부터 지급을 받을 권리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할 우려가 

없다고 간주된다. 분할회사의 채권자가 권리가 이전된 승계회사로부터 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른 승계회사 또는 일부분할의 경우 분할회사가 연대하여 책

임을 부담하되, 연대책임은 분할로 인하여 당해 회사에 배정된 순자산을 한도로 한다. 

다만, 이와 같은 규정은 각 채권자가 국내법상 향유하는 채권자의 권리에는 영향을 미

치지 아니한다. 2018년 회사법지침개정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국경간 분할시 채권자보호

조치는 합병의 경우와 유사하게 독립된 전문가의 평가 또는 지급보증에 의하여 채권

자의 권리의 침해가 없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조항을 두고 있어 채권자 권리보호

절차로 인한 합병, 분할의 성립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

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Opinion of the 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on(a) 

Proposal for a Directive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mending Directive(EU) 

2017/1132 as regards the use of digital tools and processes in company law(COM(2018) 239 final — 

2018/0113(COD)) and on(b) Proposal for a Directive amending Directive(EU) 2017/1132 as regards 

cross-border conversions, mergers and divisions(COM(2018) 241 final — 

2018/0114(COD))(2019/C 6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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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채권자의 권리행사 

1982년 공개회사 국내분할지침과 2011년 공개회사 국내합병지침은 

합병, 분할시 사채권자의 권리행사가 집단적인 권리인지, 개별적인 권리

인지에 대하여 특별히 정하지 않고, 사채권자 보호의 기준과 절차가 사

채권자의 단체적인 권리행사의 요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사채권자가 개별적으로 혹은 사채권자집회를 통하여 사전에 

합병 또는 분할을 승인한 경우에는 사채권자는 채권자 보호절차에 따른 

권리행사를 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361  유럽연합은 합병, 분할시 사채권

자의 권리보호 절차 및 권리행사시 집단적 권리행사여부의 강제에 대하

여는 각국의 입법에 맡기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015년 국경간 합병지침

에서는 채권자보호에 대하여 각국의 국내입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2018년 회사법지침개정안은 합병, 분할시 사채

권자의 권리보호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하에서는 유럽연합 국가 중 영국과 독일의 채권자보호절차에 대하

여 살펴보기로 한다. 영국과 독일에서는 합병, 분할에서 채권자보호에 대

한 일반적인 절차를 두고 있을 뿐 사채권자의 권리행사에 대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나. 영국의 경우  

영국의 국내 합병, 분할과 국경간 합병에서 채권자보호절차가 이원

화되어 있다. 국경간 분할에 대한 채권자보호절차는 아직 법제화되어 

있지 않다.  

(1) 국내 합병, 분할에서 채권자 보호절차 

영국 국내에서의 인수, 합병, 분할에 대한 규정은 2006년 회사법 제

 

361) Directive 2011/35/EU, art. 14; Directive 82/891/EEC, art.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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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장 및 제27장에서 합의개편계획(scheme of arrangement)제도의 일환으로 

정하고 있고, 주주간 직접거래의 경우에는 인수위원회(Takeover Panel)의 

자율규정인 인수합병지침(City Code on Takeovers and Mergers)이 적용된다.362 

한편, 비공개회사(private company)간의 합병 등은 사적 계약에 의하여 규

율된다.363  이하에서 보듯이 합의개편계획상 합병 및 분할에서 채권자 보

호 여부는 채권자가 별도의 조로 투표할 수 있는 지의 문제로, 합병, 분

할의 국면에서 채권자의 권리변경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로 사

전보호를 하지 않는다.  

영국에서 다른 회사의 지배권을 취득하는 거래는 주식취득자(bidder)

가 대상회사(target company)의 주주로부터 직접 주식 취득을 요구하는 방

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거래는 인수위원회의 인수합병지침에 따라 

이루어졌다. 그러나, 최근에는 지배권취득거래도 2006년 회사법 제26장의 

합의개편계획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364  합의개편계

획은 회사와 회사의 주주 또는 채권자간의 타협(compromise) 또는 합의

(arrangement)를 전제로 하는 제도인데, 365  대상회사의 지배권을 취득하는 

회사인수의 경우, 대상회사의 역할은 기존 주주의 주식을 새로운 취득자

에게 양도하는 것을 등록하는 등 행정적인 업무에 한정되어 있으므로,366 

대상회사와 대상회사의 주주간에 타협 또는 합의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에 대한 의문이 있었으나, 현재에는 이와 같은 지배권 인수거래도 합의

 

362 ) 주주간 거래를 규율하는 인수합병지침은 공개매수의 절차 및 소수주주의 보호에 대

하여 정하고 있으며, 채권자 보호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363) Bech-Bruun(2013), pp.937-938  

364) Payne(2014), p.84에 의하면 2002년에는 인수위원회에서 관여한 거래의 10%가 합의개

편계획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나, 2008년 3월 기준으로는 41%의 거래가 합의개편계획의 

방식으로 이루어졌다고 한다.   

365) Companies Act 2006, s. 895  

366 ) 회사인수 합의개편계획은 주식양도방식(transfer scheme)과 주식소각방식(cancellation 

scheme)방식으로 이루어진다(Payne(2014), p.87; 김진우(2018), p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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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계획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 이론이 없다.367  

두 개 이상의 법인을 하나로 결합하는 거래(amalgamation) 368나 회사

의 자산, 부채를 새로운 회사나 기존의 회사로 이전하는 거래(merger) 369

의 경우도 제26장의 합의개편계획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그러한 경우 추

가적으로 제27장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370  

따라서, 지배권 인수거래이든 회사의 합병거래이든 합의개편계획에 

의하여 권리의 변경을 요구받는 주주와 채권자는 조를 구성하여 다수결

로 회사가 제안하는 합의개편계획에 찬성하고, 그러한 합의개편계획안은 

법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371  영국의 국내 인수, 합병거래에서 합의개편

계획을 이용하는 경우 주로 인수, 합병에 의하여 권리에 영향을 받는 주

주들이 조를 구성하여 합의개편계획에 대하여 결의하게 된다. 채권자에 

대한 권리변경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채권자는 별도의 조로 합의개편

계획에 대한 결의를 하지 않는다.372  인수 합의개편계획에 구주를 소각하

고 그 대금으로 새로운 주식을 매입하여 기존 주주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형식적으로는 구주에 대한 자본감소가 있으므로 채권자보호의 필

요성이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구주의 감자대금이 신주의 발행 또는 매

입에 사용되었으므로, 채권자는 조를 이루어 인수 합의개편계획에 대하

 

367) Payne(2014), p.84; Re Savoy aotel Ltd [1981] Ca 351  

368) Companies Act 2006, s. 902 

369) Companies Act 2006, s. 904; Payne(2014) pp.164-169에 따르면 영국에서 쓰이는 merger의 

의미는 미국 델라웨어주 법에서 merger를 두 개의 법인이 하나의 법인으로 되는 거래

를 지칭하는데 비하여 더 폭넓고 다양한 종류의 거래를 지칭하는데 사용되고 있다.  

370) Companies Act 2006, s. 903  

371) 합의개편계획의 결의요건과 법원의 승인요건에 대하여는 제3장 제3절 이하  

372) Payne(2014), p 42, p.119, p.155; 인수, 합병 합의개편계획과 관련하여서는 주주의 조 분

류의 기준이 주로 논의된다. 사안에 따라 같은 보통주 보유자라고 하더라도 합의개편

계획에 의한 권리변경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별도의 조로 투표하도록 한 사례(Re 

aellenic and General Trust Ltd [1976] 1 WLR 123)가 있는가 하면, 다른 판결(예를 들면, Re 

BTR plc [1999] 2 BCLC 675)에서는 일부 보통주주가 매수자(bidder)의 주식을 가지고 있어

서 다른 주주들과 이해관계를 달리한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권리를 가지고 동일한 합

의안을 제안받았으므로 별도의 조로 투표할 이유가 없다고 하였다(Payne(2014) pp.47-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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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투표할 권한이 없다. 다만 법원의 최종승인 기일(sanction hearing)에 참

석하여 합의개편계획의 공정성에 대하여 반대를 제기할 발언권은 인정된

다.373  

(2) 국경간 합병에서 채권자 보호절차 

영국회사와 유럽연합내의 다른 회원국 내의 회사간의 합병에 대하여

는 앞서 살펴본 유럽연합의 2005년 국경간 합병지침374을 국내법으로 반

영한 Companies(Cross-Border Mergers) Regulations 2007(이하 “2007년 국경간 

합병규정”)375의 적용을 받게 된다. 2007년 국경간 합병규정은 기존 회사

간의 흡수합병, 자회사의 흡수합병, 신설회사로의 합병에 적용된다. 376 

2007년 국경간 합병규정상 합병과정에서 채권자보호를 위한 일반적인 장

치는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법원은 합병회사, 합병회사의 주주 또는 채

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합병을 승인하는 주주총회 또는 채권자집회를 개

최하도록 인가할 수 있다. 377  채권자집회가 개최된 경우에는 합병조건은 

참석한 채권자 혹은 채권자 조의 과반수 및 채권금액의 75% 이상의 찬

성을 얻어야 가결된다.378  영국법상 국경간 분할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

을 두고 있지는 않다.379 

2007년 국경간 합병규정상 채권자는 사전적으로 국경간 합병을 거부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반면, 사후적으로 담보제공, 변제요구와 

같은 별도의 보호조치를 할 법률상 권한은 없다. 380  실무상 국경간 합병

 

373) Payne(2014), p.119  

374 ) Directive 2005/56/EC, 동 지침은 2017년 그간의 여러 가지 회사법관련 지침을 통합하

는 2017년 회사법 지침(Directive 2017/1132)에 통합되면서 폐지되었다.  

375) SI 2007/2974 

376) SI 2007/2974, §2 

377) SI 2007/2974, §11  

378) SI 2007/2974, §14 

379) Bech-Bruun(2013), p.940  

380) Bech-Bruun(2013), pp.5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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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채권자가 채권자집회의 소집을 요구한 예는 없다.381  2007년 국경간 

합병규정상 채권자가 채권자집회를 요구할 수 있는 기한을 명확히 정하

고 있지 않아 국경간 합병에서 불확실성을 제공하는 요소로 지적되고 있

다.382  

다. 독일의 경우 

독일의 국내 합병, 분할과 국경간 합병에서 채권자보호절차가 이원

화되어 있다. 국경간 분할에 대한 채권자보호절차는 아직 법제화되어 있

지 않다.  

(1) 국내 합병, 분할에서 채권자 보호절차 

독일기업의 합병, 분할 등에 대한 규율 및 채권자보호절차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기업재편법(Umwandlungsgesetz, 이하 “UmwG”)383에서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다.   

(가) 국내 합병의 경우  

국내합병의 경우 합병으로 인하여 채권자에 대한 채무이행이 저해되

는 때에만 채권자가 담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84  기업재

편법 제22조에 따르면 합병기업의 채권자가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없을 

경우 담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채권자는 합병 사실이 등

기된 이후 6개월 이내에 채권청구액과 담보제공을 요구하는 타당성에 대

하여 서면으로 제출하고, 합병이 채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음을 입증하여

 

381) Bech-Bruun(2013), p.234  

382 ) Bech-Bruun(2013), pp.942-943; 일반적으로는 2007년 국경간 합병규정 제6조에 의하여 

회사가 법원에 사전 합병증서(pre-merger certificate)를 신청할 때부터 법원의 승인에 의

하여 합병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어느 때나 채권자 회의의 소집을 신청할 수 있

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383) 권기범(2017), p.63 

384) 권기범(2017), p.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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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다만, 도산절차에서 우선권이 있는 채권자는 동법에 따라 채권

자 보호를 위하여 마련된 기금에서 보호를 받을 수 없다.385  채권침해 가

능성의 입증정도에 관하여 독일 연방대법원은 채권자의 입장에서 볼 때 

합병으로 인하여 채무이행에 대한 기존의 위험수준이 증가되었다는 추상

적인 위험만 있으면 동 요건을 충족시킨다고 보고 있다.386 

(나) 국내 분할의 경우  

독일기업재편법 제133조는 국내분할시 채권자보호절차를 정하고 있

다.387  동 조항에 따라 분할회사로부터 채무를 승계받지 아니한 승계회사

는 동반책임자로서 분할회사의 잔존채무 및 다른 승계회사가 승계한 분

할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진다. 분할회사가 분할 후 계속 존

속하는 경우에는 승계회사에 이전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진다. 다

만,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할 책임은 분할회사에게만 있다. 독일 기업재

편법은 연대책임을 지기 위한 요건으로서 당해 채권이 분할 전에 성립한 

것으로서 (i) 원칙적으로 분할 등기 후 5년 이내에 변제기가 도래하고, (ii) 

독일 민법 제197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5호가 규정하는 방식 중 하나에 

의하여 확정되거나 또는 소송으로 청구되거나 강제집행이 들어올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388  이와 같은 독일의 채권자 보호제도는 유럽연합의 

국내 분할지침에서 요구하는 기준보다 높은 수준의 보호이므로 독일내에

서 보호기준을 완화하자는 논의가 있다.389 

(다) 사채권자의 권리행사 

기업재편법상 합병, 분할에서 사채권자의 권리행사에 대한 특별한 

 

385) §22 UmwG 

386) 권기범(2017), p.166; BGa, Urteil vom 18.3.1996 = AG 1996/7, 321 

387) §133 UmwG 

388) 권기범(2014), p.27 

389) 권기범(2014), p.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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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는 않다. 법률 문헌상으로도 기업재편법상 합병, 

분할시 사채권자의 권리행사의 방법에 대하여는 별달리 논의가 되고 있

지 않다. 해석상으로는 사채조건상 별다른 규정이 없는 이상 사채권자가 

개별적으로 기업재편법상 채권자보호절차에 따라 담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그러한 경우 독일 2009년 사채법상 사채권자 평등의 

원칙에 따라 회사는 사채권자 전체에게 담보제공을 하여야 할 가능성이 

크다.390  

(2) 국경간 합병에서 채권자 보호절차 

기업재편법은 1995년 시행된 이후 합병, 분할에 대한 유럽연합지침

을 반영하여 수차례 개정되었고, 가장 최근에는 유럽연합의 2005년 국경

간 합병지침의 내용을 반영하여 2015년 4월 24일 개정되었다. 동법은 국

경간 분할에 대한 조항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  

국경간 합병에서 채권자 보호에 관한 규정은 기업재편법 제122j조로 

신설되었다. 동 조항에 따르면, 흡수합병회사 또는 신설합병회사가 독일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 합병되는 회사의 채권자는 채권 침해의 우

려가 있는 경우 담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채권자는 합병계획이 

공표된 이후 2개월 이내에 담보제공요청을 채권액과 채권침해의 근거와 

함께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보호대상이 되는 채권은 합병계획이 발

표되기 이전 또는 늦어도 합병계획이 발표된 후 15일 이내에 발생한 채

 

390) 2019년 12월 31일자 Allen & Overy로부터의 이메일 회신내용은 다음과 같다. “독일 문

헌상 별다른 논의를 찾아볼 수는 없으나 원칙적으로는 사채조건상 명시적인 정함이 

없는 이상 개별 사채권자가 기업재편법상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다. 사채조건

상 사채권자의 권리행사는 사채권자대표에게 위임가능하므로 사채조건에 따라 기업재

편법상 권리행사방법에 대하여 정한 바가 있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기업재편법상 발

행회사가 사채권자에게 추가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독일 

2009년 사채법상 사채권자 평등의 원칙에 따라 전체 사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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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에 한정된다. 391  이는 국내 합병에서 채권자 보호절차가 합병등기이후 

사후적으로 6개월동안 권리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 것과 대비된다.392 

라. 일본의 경우  

일본 회사법은 자본금의 감소, 조직재편, 합병, 분할, 주식교환의 경

우에 채권자에게 이의권을 부여하고 있다.393  회사는 소정의 사항을 관보

에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개별최고를 하여야 하나, 정관에서 

정한 일간신문에의 게재 및 전자공고가 가능한 경우에는 개별최고는 필

요 없다. 채권자가 일정기간 내에 이의를 진술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채

권자는 당해 행위를 승인한 것으로 간주되나, 채권자가 이의를 진술한 

경우에는 회사의 조직재편이 채권자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회사는 변제, 상당한 담보의 제공, 혹은 변제목적의 재산신탁을 하여야 

한다. 394  다만, 분할의 경우 추가적으로 회사가 연대책임을 지고, 사해적 

분할의 경우 채권자의 직접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회사가 최고절차를 

해태한 경우, 조직재편을 승인하지 않은 채권자는 조직재편의 효력발생

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합병, 분할 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395  다만, 

채권자에 대한 공고 등 이의권에 대한 최고를 하였으나, 이의를 진술하

지 아니한 경우, 조직재편을 승인한 것으로 의제되어 무효의 소 제기권

이 없다.396 

이하에서는 합병과 분할에 대한 일반 채권자의 보호에 대하여 살펴

보고, 사채권자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살펴본다.  

 

391) §122j UmwG  

392) Bech-Bruun(2013), p.453  

393) 일본 회사법 제449조, 제627조, 제635조, 제670조, 제789조, 제799조, 제820조 

394) 森まどか(2009), pp.176-177 

395) 일본 회사법 제828조 

396) 田中亘(2016), p.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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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권자 이의제도의 개관 

(가) 합병의 경우 

흡수합병의 경우 소멸회사의 채권자, 흡수합병후 존속회사의 채권자, 

신설합병을 하는 경우 신설합병소멸회사의 채권자가 채권자이의를 진술

할 수 있다. 397  당사자회사는 합병에 관한 일정사항과 함께 채권자가 일

정기간내(1개월 이상) 이의를 진술할 수 있다는 취지를 관보에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의를 진술한 채권

자에 대하여는 회사는 변제 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변제목적으

로 상당한 재산을 신탁하여야 한다. 다만, 합병이 채권자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98  예를 들면, 재무상태가 건전한 회사

와의 합병으로 채권회수가능성이 악화되지 않은 경우가 그러한 경우에 

해당한다.399 

(나) 분할의 경우  

회사분할의 경우 분할의 형태나 사정에 따라 채권회수의 위험이 달

라지므로, 일본 회사법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분할의 경우 일정한 

채권자에게 이의권을 부여하고 개별최고를 받지 않은 채권자에 대한 연

대책임제도 400를 인정하고 있다. 또한 분할회사의 채권자를 해하는 회사

 

397) 田中亘(2016), p.641 

398) 일본 회사법 제789조 제1항 제1호, 제799조 제1항 제1호, 제810조 제1항 제1호 

399) 田中亘(2016), p.641 

400 ) 분할회사의 채권자가 회사분할에 이의를 진술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에, 분할회사가 

당해 채권자에게 개별 최고를 하지 않는 경우, 당해 채권자는 흡수분할계약, 신설분할

계약에 의하여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 회사에 대하여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와 같은 연대책임의 추급이 가능한 경우 당해 회사가 분할회사인 경우 분

할의 효력발생일에 가지고 있는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추급이 가능하고, 당해 회사가 

승계회사 또는 설립회사인 경우에는 승계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채무의 이행을 청

구할 수 있다(일본 회사법 제759조, 제764조). 단지, 분할회사가 관보공고에 더하여 일

간신문지에 게재하거나 전자공고를 한 경우, 불법행위채권자 이외의 채권자에 대한 개

별최고를 생략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개별최고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연대채무를 추

급할 수 있는 채권자는 분할회사의 불법행위채권자에 한정된다(田中亘(2016), p.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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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에 대하여는 사해행위 취소401 또는 직접청구등의 조치가 가능하다.402  

분할회사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할 수 있는 채권자는 (i) 회사분할 후 

분할회사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는 자, 즉 승계회사나 설

립회사가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 경우 분할회사의 채권자, (ii) 분할회

사가 분할대가인 승계회사, 설립회사의 주식을 주주에게 분배하는 경우 

분할회사의 채권자(주주에게 분배에 의하여 자본이 감소되므로 채권자이

의권을 인정함) 및 (iii) 승계회사의 채권자(합 병후 존속회사의 채권자와 

유사한 위치에 있기 때문임)이다. 403  따라서, 회사분할후에도 분할회사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한 채권자(잔존채권자)

는 분할회사가 분할대가로 승계회사, 설립회사의 주주에게 주식을 분배

하지 않는 이상 채권자 이의를 진술할 수 없다. 404  이의를 진술할 수 있

는 채권자에 대하여 회사는 변제, 담보제공, 신탁의 설정의 조치를 행하

여야 하나, 회사분할이 채권자를 해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은 합병의 경우와 같다.405   

(2) 사채권자의 이의권 

 

401 ) 분할회사가 잔존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사해적 회사분할을 한 경우에는, 잔존

채권자는 설립회사 또는 승계회사에 대하여 승계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그 채무의 

이행을 직접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흡수분할에서 승계회사가 사해성에 대하

여 선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일본 회사법 제759조, 제764조). 잔존채권자가 

회사분할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에는 잔존채권자는 채권자이의

절차를 통한 보호를 받을 수 있으므로,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러한 경우, 분

할회사의 채권자보호는 승계회사 또는 설립회사에 대한 부인권을 행사함으로써 가능

하다. 이와 같은 사해적 회사분할에 대한 채권자의 직접청구권은 2004년 회사법 개정

시 추가된 조항으로 그 이전에 분할회사의 채권자에게 판례상 인정되어 왔던 민법상 

채권자 취소권 또는 법인격부인의 법리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개정후에도 채권자

는 민법상 채권자취소권등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田中亘(2016), 

pp.644-646). 

402) 田中亘(2016), p.641 

403) 일본 회사법 제789조, 제799조, 제810조 

404) 田中亘(2016), p.641 

405) 田中亘(2016), pp.642-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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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회사법 제740조에 따라 사채권자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를 거

치지 않고 단독으로 이의를 할 수 없다. 다만, 일본 회사법은 구 상법보

다 진일보하여, 사채관리자가 사채권자를 위하여 이의진술을 할 수 있도

록 정하고 있다.406  이에 따라, 사채관리자는 채권자 보호절차에서 회사로

부터 개별최고수령권을 가지고 있다. 다만, 사채관리위탁계약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사채관리자의 이의권을 배제하는 것도 가능하다. 407  실

제로는 사채관리자는 이의진술에 관한 책임을 피하기 위하여 사채관리위

탁계약상 사채관리자의 이의권을 배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408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사채권자집회에서 채권자 이의를 제기하도록 결의하지 않

는 이상, 사채권자는 조직재편에서 이의진술에 따른 채권자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이와 같이 사채권자가 사채관리자나 사채권자집회를 통하여만 이의

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이유는 사채의 법률관계를 집단적, 획일적으

로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사채권자는 개별적으로 이의를 진술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만일 사채권자의 개별적인 권리행사를 인정하게 

되는 경우, 회사가 조직재편 등의 조치를 취함에 있어서 개별적으로 사

채권자에 대응하여야 하고, 절차의 번잡으로 원활한 조직재편을 저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409 

다만, 절차적 번잡을 이유로 개별채권자의 이의권을 배제하는데 대

 

406) 森まどか(2009), p.175 

407) 일본 회사법 제740조  

408) 森まどか(2009), p.193 

409 ) 会社法コンメンタール(2010), p.254 [伊藤壽英]; 사채권자의 이의권을 규정하고 있는 

현재 일본 회사법 제740조는 2005년 개정 전 상법 제376조 3항 및 제374조의 20 제2

항을 따른 것으로 동 조항에 대한 일본 상법 주석에서는 사채권자가 이의진술을 위하

여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 법원에 신청하여 이의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기술하면서 동 조항의 입법적 연혁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지 

않다(上柳克郎·鴻常夫·竹内昭夫編(1985b). 동 조항의 배경을 기술하고 있는 森まどか

(2009), pp.181-188에서도 동 조항의 비교법적 연혁에 대하여는 언급하고 있지 않는 것

으로 보아, 동 조항은 다른 나라의 입법례를 참고하지는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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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비판적인 견해가 있다. 동 견해는 일본 회사법 제705조 및 제706조의 

해석상 사채권자의 권리는 원칙적으로 개별적인 권리이지만, 단체적인 

권리행사의 필요에 따라 예외적으로 사채권자의 개별적인 권리행사를 금

지하고 있다고 한다. 동 견해에 따르면 사채권자의 조직재편에 따른 이

의권에 대하여 개별적인 권리행사를 금지할 만한 정당성이 결여되어 있

다. 즉, 개별적인 권리행사를 인정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폐해는 사채권

자간의 이해관계의 충돌로 인하여 일부사채권자가 전체사채권자의 이익

에 부합하지 않는 권리행사를 하고, 회사로서는 개별적인 권리행사에 대

응하여야 하는 비용이 발생하는 점이다. 그러나, 다수결 결의에 의하여서

만 권리행사를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사채권자들의 합리적인 무관심에 

의하여 전체사채권자에게 이익이 되는 결정이 성립되기 곤란하고, 다수

사채권자와 소수사채권자의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경우 다수결의 의사에 

따라 소수사채권자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410  따라서, 개별 사채권

자의 채권자이의권을 인정하더라도, 회사가 동일 종류의 사채권자 전체

가 불이익을 입을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개별 사채권자의 이의

진술의 효과를 전체 사채권자의 이익으로 귀속하도록 하면 사채권자의 

개별적인 이의권 행사에 따른 폐해를 억제할 수 있다고 한다. 사채권자

의 개별적인 이의권을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조직재편 등이 채권자의 이

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발행회사는 채권자보호조치를 취할 필

요가 없으므로 개별 사채권자의 권리행사로 인한 발행회사의 비용도 크

게 증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다만, 동 견해는 사채관리계약에 의하

여 개별 사채권자의 이의권을 제약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향후의 

과제로 남기고 있다.411 

 

410) 森まどか(2009), pp.190-193 

411) 森まどか(2009), pp.193-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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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상법상 채권자이의권의 검토  

(1) 채권자 이의제도의 개관  

상법상 채권자이의절차를 두는 이유는 영업양도의 경우에는 영업의 

일부를 구성하는 회사의 채무를 양수인에게 매각하려면 원칙적으로 채권

자의 개별적인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합병, 분할과 같은 단체법적 절차

에 의하여 일괄적으로 채권을 양도하는 효과를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개

별적 동의 대신 단체법적인 절차를 통하여 이해관계자에게 탈퇴권(exit 

right)를 보장하는 차원으로 이해된다. 412  채권자이의절차는 조직재편이후 

기업이 알고 있는 채권자에 의한 이의가능성을 감소 내지는 차단시켜 주

는 효과가 있으므로, 조직재편 이후 법률관계를 안정시켜 주는 효과가 

있다.413 

하지만, 단체법적 조직재편이 발생한다고 항상 채권자 보호의 필요

성이 있다고 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조직재편으

로 인하여 채권의 변제에 지장이 생길 우려가 없는 이상 탈퇴권을 행사

할 유인이 없을 것이다. 채권자의 탈퇴권은 채권자 입장에서 채권의 신

용위험이 변경되어 권리를 해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의미가 있은 것이므

로, 채권의 변제에 대한 충분한 보장이 있다면 이러한 탈퇴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하여 의문이 제기된다. 414  영업양도나 지배권변경, 신

 

412) 송옥렬(2012), P.62 

413 ) 이영철(2015), P.437;본 논문의 주된 쟁점은 아니지만, 상법상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개별 최고하여야 하는 조건은 권리관계의 획일적 처리를 통한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

려는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채권자이의제도를 합병 등 조직재편에서 채권자를 

보호함과 동시에 단체적 법률관계변경에 따른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일본의 경우와 같이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한 개별최고를 

일간신문의 공고나 전자공고에 의하여 대체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일본 회

사법 제789조 제3항, 제799조 제3항, 제810조 제3항). 

414 ) 송옥렬(2012), p.68; 정준혁(2019)에서는 현행 채권자이의제도가 채권자의 기회주의적 

행동을 조장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합병의 경우에는 보호대상범위의 채권자를 보호가 

필요한 채권자로 한정하고, 채권자보호절차를 합병이후 보호를 청구할 수 있는 사후적 

방식으로 변경하며, 분할의 경우에는 포괄적 보증방식으로 보호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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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진출의 경우에도 채권자에게 합병, 분할의 경우와 유사하게 신용위

험의 증가를 초래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채권자이의제도를 통하여 채

권자권리보호를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합병, 분할의 경우에만 특별하

게 채권자이의제도를 둘 필요에 대하여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415  합

병, 분할에 대하여 특별히 채권자이의제도를 두는 것이 타당한지는 본 

논문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여기서는 현행 상법상 채권자이의제도에서 

사채권자의 권리보호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표준사채관리계약상 일정한 

자산양도, 지배권변경의 경우 제한약정을 통하여 사채권자의 권리가 보

호되지만, 합병, 분할의 경우에는 상법상의 채권자이의제도에 의한 보호

만 부여되고 있다.  

아래에서는 상법상 채권자이의제도를 개관하고 사채권자의 권리보호 

및 권리행사에 대하여 검토한다.  

(가) 합병의 경우 

상법상으로는 합병을 하는 경우, 존속회사와 승계회사 모두 주주총

회의 승인결의 이후 2주 이내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합병에 이의가 있

으면 1개월 이상으로 회사가 정하는 기간내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

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 최고하여야 한다. 채권자가 이의절차 

청구기간동안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회사는 변제나 담보제공을 하여야 

한다. 416 ) 사채권자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를 통하여 이의를 제기하여야 

 

415) 송옥렬(2012), p.55, p.63; 회사분할의 경우 영업양도와 경제적 실질은 동일한 데도 불

구하고, 회사분할에 대하여만 채권자이의절차를 통한 보호조치를 두고 있는 상법의 태

도에 대하여는 채권자 이의제도의 정합성이라는 관점에서 의문을 제기한다. 영업양도

와 유사한 실질을 가지는 물적 회사분할시 연대책임절차는 폐지하되 신설회사로 면책

적으로 채무가 인수되는 경우에 한하여 채권자 보호절차를 두자는 의견도 유력하다(노

혁준(2013), pp.271-272; 이영철(2015), p.470-471등). 

416 ) 상법상 합병의 유형, 합병에 따른 차주의 신용가치의 대한 판단이 없이, 간이소규모

합병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합병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채권자이의절차를 거치도록 하

고(상법 제527조의 5, 제2항), 합병을 승인하지 아니한 채권자는 합병무효의 소까지 제

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상법 제529조 제1항), 상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에 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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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상법 제503조 제2항, 제439조 제3항). 이와 같은 채권자보호장치를 

계약법적인 시각에서 보면 채권자에 대하여 조기상환청구권이나 담보보

강청구권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분할의 경우 

회사분할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분할회사와 단순분할신설회사, 분

할승계회사, 또는 분할합병 신설회사(이하 “분할신설회사등”) 모두 분할 

또는 분할합병전의 분할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진다(상법 제

530조의9 제1항). 다만, 채권자이의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분할회사와 분

할신설회사등은 연대책임을 배제할 수 있고(상법 제530조의9 제2항 및 

제3항), 이의를 제기한 채권자에 대하여는 변제 또는 담보제공동의 조치

를 취하여야 한다(상법 제530조의9, 제527조의 5 제3항, 제232조 제3항). 

사채권자의 경우 사채권자집회를 거쳐 채권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상

법 제530조의9 제3항, 제439조 제3항). 회사분할 등 조직재편의 경우 일

괄적으로 연대책임을 부담시키거나 채권자 이의제도를 통한 조기상환권 

또는 담보제공권을 채권자에게 부여하는 현행 상법의 입장은 목적에 비

하여 과도한 수단의 사용으로, 상법상 채권자 보호조치를 실질적으로 채

권자 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로 조정하여야 한다는 입장이 유력하다.417)  

(2) 사채관리회사의 이의권한 유무  

현행 상법상 사채권자는 합병, 분할 등 조직재편의 경우 사채권자집

회의 결의를 통하여 채권자이의를 할 수 있다(합병의 경우 상법 제 530

조 제2항에서 제439조 제3항; 분할의 경우 제530조의 9 제4항, 제527조

의 5, 제439조 제3항). 한편, 상법상 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를 위하여 

 

여 적합한 수단인지에 대하여 의문이 있지만, 이는 본 논문의 연구대상을 벗어나므로 

상술하지 아니한다.  

417) 송옥렬(2012), p.55, p.69; 노혁준(2013), pp.271-272; 정준혁(2019), p.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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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에 관한 채권의 변제를 받거나 채권의 실현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

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상법 제484조 제

1항), 사채관리회사가 사채권자집회를 거치지 않더라도 채권자이의절차

에서 이의를 할 수 있는지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생각건대, 채권자이의를 채권의 실현을 보전하기 위한 재판 외의 행

위로 보아 사채권관리계약에서 사채관리회사의 권한으로 명시하는 이상 

채권자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볼 여지도 있지만, 현행법상 사채권자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를 통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

므로 발행회사가 사채관리회사의 이의제기가 상법상 유효한 이의제기가 

아니라고 다툴 여지가 있다. 또한, 상법상 사채권자집회의 권한을 계약을 

통하여 사채관리회사에게 위임할 수 있는지도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으

므로, 현행법상으로는 사채권자는 사채권자집회를 통하여 이의를 제기하

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3) 사채권자의 개별적 이의권  

현행법의 해석상 사채권자가 합병, 분할에 대한 채권자이의를 하기 

위하여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여야 하는데, 실제로 사채권

자집회의 결의를 통하여 이의를 제기한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된

다. 418  이러한 입법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사채권자는 

집단적인 방식으로 이의권을 행사하여야 한다고 견해와 원칙적으로 개별

 

418 ) 김종현(2013), p.12에 의하면 연평균 80건의 분할, 합병, 자본감소가 이루어지고 있음

에도 사채권자집회의 소집이 이루어진 사례가 거의 없다고 한다. 한편, 2010년부터 

2019년 1월 기준까지 사채관리계약서의 사본 및 사채관리회사에 의한 각종 공고사항

을 게시하고 있는 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웹사이트(http://www.kofiabond.or.kr/)의 공

고내용을 보면, 채권자 이의신청에 대한 공고는 총 네 건(2018. 11. 20. SK가스 지허브 

합병에 따른 채권자 이의제출 통지공고, 2018. 5. 3. 두산엔진 분할합병에 따른 채권자 

이의체출 통지 공고, 2015. 6. 15. 대림 코퍼레이션 채권자 이의제출 통지, 2014. 2. 4. KT 

캐피탈 분할합병에 대한 채권자 이의절차 공고)에 불과하다. 그 공고내용도 단순히 채

권자 이의절차기간이 개시됨을 공고하는데 지나지 않고, 채권자 이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채권자집회의 소집을 하고 있지는 않다.  

http://www.kofiabond.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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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권리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   

(가) 집단적 권리설 

합병, 분할 등의 경우 사채권자의 이의제기와 관련하여 사채권자집

회의 결의를 요하는 것은 사채권자가 개별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때 야기

될 수 있는 비효율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사채권자의 개별적인 권리행

사는 인정되어서는 아니된다는 견해이다. 다만, 이의권행사를 위하여 사

채권자집회의 특별결의를 요건으로 하는 것은 사채권자 이의제기의 기회

를 사실상 박탈하는 것과 다름없으므로, 이의권을 원칙적으로 사채관리

회사의 권한으로 하여야 한다고 한다. 또한, 사채관리회사의 이의권을 실

효성있게 하기 위하여 사채관리회사에게 고의, 중과실이 없는 이상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은 책임으로부터 면책하는 방안을 제시한다.419 

(나) 개별적 권리설 

상법상 다른 채권자들은 개별적으로 이의를 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굳이 사채권자의 경우에만 사채권자집회라는 단체적인 의사결

정방식을 통하여 권리행사를 하는 것은 과도한 권리의 제한으로, 사채권

자도 개별적으로 채권자이의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420 

다수결 결의에 의하여 이의권 행사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소수사채

권자자의 이익에 반하여 채권자이의를 하지 않기로 하는 결의가 이루어

지고, 회사에게 사채권자 보호의 필요성을 제거하는 면죄부를 주는 결과

가 될 수 있다.421  

(다) 검토 

 

419) 권종호(2012), pp.190-195   

420) 박준(2017), p.85  

421) 노혁준(2009), 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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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경우 합병, 분할은 계열사간의 거래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

부분이고, 계열사 등 이해관계자가 다수사채권자인 경우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를 통하여 사채권자 전체에게 이익이 되는 결정이 도출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상법상 원칙적으로 개별 사채권자에게 이의권을 인정하되, 

계약상 사채권자의 개별적 권리행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

해 보인다. 즉, 상법상 사채권자가 개별적으로 이의를 할 수 있도록 하더

라도, 사적 자치의 원칙상 사채조건에 개별권리행사금지조항(no action 

clause)을 두어 사채관리회사에게 이의권을 위임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계약상 개별권리행사금지조항을 두더라도 사채관리회사에게 이익충돌이 

발생하거나 사채권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사채관리회사가 이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별 사채권자로 하여금 이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정하

여야 할 것이다. 422  따라서, 상법상으로는 법원의 인가를 받아야 효력이 

발생하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를 통하여 사채권자가 이의권을 행사하도

록 하는 규정을 폐지하고, 원칙적으로 채권자 이의권은 개별 사채권자의 

권리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제5절 사채권자의 권리행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조치 

사채권자의 집단행동의 문제를 개선하고, 사채권자가 효율적인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는 사채권자간의 협력(coordination)을 

용이하게 하고, 사채권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는 것이 필요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아래에서는 사채권자간의 협력 및 소통의 

기반이 되는 법적 장치의 필요성과 사채권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확대하

 

422) 정준우(2014), pp.162-163, 사채관리회사가 사채권자의 이익보호라는 기능을 효과적으

로 수행하려면 발행회사와 사채권자 사이에서 이익충돌이 없어야 함을 지적하면서, 사

채관리회사가 발행회사와의 관계로 인하여 사채권자와 이익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사례를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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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한 개선방안에 대하여 검토하기로 한다.  

1. 사채권자간 의사소통을 위한 법적 장치의 필요성 

사채의 경우 일반적으로 무기명으로 발행되기 때문에, 사채권자가 

다른 사채권자에게 연락을 취하여 협력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

련되어 있지 않다.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에는 무기명사채의 경우라도 사

채권자가 다른 사채권자에게 의견을 전달하고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제

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미국과 일본의 제도를 검토하고 

한국의 제도를 검토한다.  

가. 미국의 경우 

미국의 모범신탁증서상 사채권자들은 1939년 신탁증서법 제312조(b)

항에 따라서 다른 사채권자들과 사채계약상 또는 신탁증서상의 권리에 

관하여 소통(communicate)할 수 있다. 동법 제312조(a)항에 따라 사채발행

회사는 수탁자에게 최소한 6개월 간격으로 사채권자의 명단을 제공하여

야 하며, 수탁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사채권자의 명단을 제공

하여야 한다. 동법 제312조(b)항은 3인 이상의 사채권자가 다른 사채권자

와 소통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6개월 이상 사채를 보유한 3인 

이상의 사채권자가 사채계약상 권리에 대하여 다른 사채권자들과 소통하

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서면신청시

에는 다른 사채권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 또는 위임장의 사본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한 신청을 받은 수탁자는 두 가지 선택이 가

능하다. 첫째는 신청 사채권자에게 발행회사로부터 제공받은 가장 최근 

사채권자 명단에 따른 사채권자의 대략적인 숫자와 다른 사채권자에게 

신청 사채권자가 요청한 내용을 발송하는데 드는 비용을 알려주는 것이

다. 둘째는 신청 사채권자에게 발행회사로부터 전달받은 다른 사채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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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명단을 제공할 수 있다. 만일, 수탁자가 신청 사채권자에게 사채권자 

명단의 제공을 거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채권자의 신청내용을 전달

하는 것은 사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반하거나 관련법에 위배된다는 의견

과 함께 신청 사채권자의 요청을 거부하는 내용의 진술서를 SEC에 제출

하고, SEC에게 수탁자의 거부결정의 유지를 요청할 수 있다. 만일 SEC가 

수탁자의 거부결정을 유지하지 않으면 수탁자는 다른 사채권자에게 신속

하게 신청 사채권자의 요청내용을 전달하여야 한다. 신탁증서법 제312조

(c)항에 따라 수탁자가 제312조에 따라 사채권자의 성명과 주소를 제공

하는 행위는 관련법 위반이 되지 않는다.423 

1939년 신탁증서법 제312조의 정책목적은 사채권자간의 정보의 흐름

을 향상시킴으로써, 사채권자들로 하여금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참여하게 하여 권리보호를 확대하자는 것이다. 동 조는 신탁증서법이 제

정된 1939년 당시에는 실물증서(physical certificate)가 발행된 기명식 사채

의 거래를 전제로 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예탁자의 피지명인(nominee)

이 등록사채권자로 기재되는 포괄사채권(global certificate)의 방식으로 사

채가 발행되어 수탁자는 등록된 사채권자(즉, 피지명인)와만 직접적인 계

약관계가 있고, 실질적인 사채권자와는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으므로 

실질 사채권자의 명단을 입수하여 사채권자간의 의사소통을 하도록 하기

가 어렵다.424  따라서, 사채권자로서는 사채권자의 명단을 입수하는 대신, 

수탁자에게 사채권자가 요청하는 내용을 피지명인으로 하여금 모든 사채

 

423) Trust Indentures and Indenture Trustees Committee(2017), pp.341-342 

424 ) 최근의 사채는 개별 사채권자가 등록사채권자로 등록되지 않고, 계좌대체(book-entry)

를 통하여 이전되고, 예탁자(미국의 경우 DTC, The Depository Trust Company)의 피지명인

(nominee)인 CEDE&Co의 명의로만 등록되고, 사채권자는 실질사채권자로서 피지명인으

로부터 각종 사채권자에 대한 통지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Trust Indentures and 

Indenture Trustees Committee(2017), pp.342-343). 사채가 예탁기관의 명의로 등록되는 포괄

사채권(global security) 형식으로 발행된 경우 사채의 양도 등은 예탁기관의 규칙에 따

라 이루어진다(Trust Indentures and Indenture Trustees Committee(2017), Section 2.11., p.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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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자에게 전달하도록 요청한다. 수탁자가 그러한 전달 요청을 수락하는 

경우 전달내용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위하여 수탁자는 전달하는 내용의 

정확성, 완전성과 실질성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과 보장도 하지 않으며, 

사채권자는 각자 재무 또는 법률 조언을 받아서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주의문구(disclaimer)를 추가하여 요청받은 내용을 전달한다.425 

나. 일본의 경우    

일본에서 금융채를 제외한 사채는 대부분 무기명채로 발행되어 왔

다.426  무기명사채권자가 회사법상 사채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

여는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사채권을 회사나 사채관리인에게 제시하여

야 한다. 무권화된 사채의 경우에는 사채, 주식 등의 대체에 관한 법률

(이하 “일본 대체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발행된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일본 회사법상 기상환액을 제외한 사채 총액의 10분의 1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사채권자는 발행회사 또는 사채관리자에 대하여 사채권자

집회의 개최를 요구할 수 있는데, 무기명사채권자가 소집청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채를 제시하여야 한다.427  원래 무기명사채권자의 경

우 상법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사채의 공탁이 필요하였으나, 2005년 개정 

일본 상법에서 사채의 공탁요건을 제시요건으로 변경하였다. 428  일본 대

체법의 적용을 받는 대체사채의 경우에는 당해 직속 상위기관이 갖추고 

있는 대체구좌에 사채의 소유현황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당해 대체사채

에 대한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하여, 그 증명서를 사채관리자 또는 사채

발행회사에 대하여 제시하여야 한다.429  

 

425) Trust Indentures and Indenture Trustees Committee(2017), pp.342-343 

426) 会社法コンメンタール(2010), p.118 

427) 일본 회사법 제718조 

428) 会社法コンメンタール(2010), p.215 [丸山秀平] 

429) 일본 대체법 제8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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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중앙 전자등록기관인 株式会社 証券保管振替機構(Japan 

Securities Depository Center, Inc., 이하 “JASDEC”)는 2008년 일반 대체사채

의 경우 발행자 등이 사채권자집회에 대응하여 사채권자에게 정보를 전

달하는 절차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430  사채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채권자간의 의견교환을 활성화하고 사채권자의 청구에 의한 사

채권자집회의 소집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성에 따라 JASDEC는 

2015년 정보전달서비스를 개시하여, 발행자, 사채관리자, 또는 사채권자

로부터 소정의 이용료를 받고 정보전달을 하는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개

시하였다. 사채권자의 경우 해당 사채의 10분의 1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사채권자는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자신이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직접

계좌관리기관이나 간접계좌관리기관에게 사채권자집회의 개최를 위한 정

보를 다른 사채권자에게 전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JASDEC 및 

각 계좌관리기관은 전달하는 정보의 정확성 및 완전성에 대하여는 책임

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 서비스의 이용조건에 포함되어 있다. 431  이와 같

이, 계좌대체방식으로 발행된 사채의 경우 예탁자나 하위 중개기관이 실

질적인 사채권자의 명단을 보유하고 있고, 사채권자에 대한 통지를 담당

하는 등, 무기명사채로서의 특성이 사라지고, 기명사채와의 구분이 의미

없게 되고 있다.  

다. 한국 법제의 검토  

사채는 주식과 달리 대부분 무기명으로 발행된다. 432  무기명사채의 

경우 발행회사는 사채원부에 사채권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지 않으므

로(상법 제488조), 사채총액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사채권자가 사

 

430) 保振, 一般債振替制度の概要～情報伝達の流れを中心に, 2013.5.1. 

431) 保振, 「情報伝達サービス概要」について」2015. 1. 30. 

432) 박철영(2011), p.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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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집회의 소집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도(상법 제491조 제2

항), 다른 사채권자를 파악하여 이들과 결집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또

한, 사채권자가 사채권자집회를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사

채를 미리 공탁하여야 하므로, 사실상 서면, 전자투표가 불가능한 문제가 

있다.433  소수주주들이 주주명부열람권을 활용하여 각종 소수주주권을 적

극적으로 행사함으로써 자신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있는 것과 대비된

다.434  

발행회사의 입장에서도 개인투자자의 비중이 높은 무기명사채의 경

우 사채권자가 미리 사채를 공탁하지 않는 경우 사채권자집회 자체가 무

산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채권자집회를 통하여 사채의 내용변경을 통한 

채무재조정을 하기에도 어려움이 있다.435 

이러한 문제는 주식·사채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

법”) 436상의 전자등록사채의 경우에도 여전히 존재하는 문제이다. 전자증

권법하에서는 상장증권은 의무적으로 전자등록하여야 하여, 전자등록된 

사채의 경우 무기명증권이든 기명증권이든 관계없이 모두 계좌대체를 통

하여 권리이전의 효력이 발행하므로(전자증권법 제35조), 전자등록된 증

권의 경우 기명증권과 무기명증권의 차이가 사라지고 있다.437  그런데, 상

법상 전자등록사채를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상법 제474조 제2항 

10의2), 여전히 무기명사채에 대하여는 사채원부에 사채권자의 정보를 

 

433 ) 무기명 사채의 사채권자의 공탁절차의 비효율성에 대한 논의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는 박철영(2011), pp.243-247, 김종현(2013), pp.12-14   

434) 박철영(2011), p.236 

435 ) 파이낸셜 뉴스, 현대상선, 해외선주사들과 담판] 현대상선·한진해운 사채권자집회, 

2016.05.18 17:23 at https://busan.fnnews.com/print/201605181723074231 

436) 전자증권법의 개요 및 쟁점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은 노혁준(2017)참고 

437 ) 무기명사채로 발행하는 경우에도 이를 전자등록하게 되면 기명식과 동일하게 전자

등록부에 사채권자가 기록되고, 그 권리이전 역시 기명식과 동일한 등록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사채의 보유, 거래내역이 전자등록기관 또는 금융중개기관(계좌관리기관)

이 작성하는 계좌부에 기록, 관리되기 때문에 익명성도 보장되지 않으므로, 무기명의 

속성이 사라지게 된다(박철영(2011), p.235). 

https://busan.fnnews.com/print/201605181723074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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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하지 않고 있으므로(상법 제488조), 입법적으로 해결하지 않는 이상 

사채권자들이 다른 사채권자의 정보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생

각된다. 전자증권법상 권리자는 계좌관리기관이나 전자등록기관에게 자

신의 권리를 증명하는 소유자증명서를 신청하고, 자신의 권리를 열람할 

수 있지만, 다른 권리자의 내역을 열람할 수 없다(전자등록법 제39조, 제

40조, 제41조). 또한, 상법상 무기명사채의 경우 사채원부에 사채권자를 

기재하지 않으므로 회사가 개별 사채권자에게 사채권자집회의 통보를 하

거나, 사채권자가 다른 사채권자를 파악하기는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생

각된다.   

생각건대, 미국이나 일본의 예와 같이 발행회사 또는 사채권자가 사

채관리회사나 예탁결제기관 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다른 사채권자

에게 의사전달을 할 수 있는 법률상, 계약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

할 것이다. 

2. 사채권자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  

가. 공시를 통한 정보제공 

한국에서는 시세차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주식과 달리 채권은 확

정이자를 받는 권리로 취급하고 만기까지 계속 보유하는 것이 일반적이

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유통성이 낮다 438  결과적으로 회사가 도산위기

에 처하는 등 회사의 신용가치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사채권

자는 주식투자자에 비하여 회사의 정보에 대한 민감성이 낮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사채투자자를 유통시장에서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매매하는 

투자자와 안정적인 이자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자로 나누어 보는 영

 

438) 박철영(2011), p.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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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의 인식과 차이가 나는 부분이다.439   

주주와 사채권자가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법적 지위는 차이가 있지

만 모두 투자자의 입장에서 회사의 재무 및 경영구조에 대한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금

융시장 감독의 관점에서 보면 주주와 사채권자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 및 

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의 내용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

기 어렵다. 

자본시장법 및 한국거래소 규정은 상장채권에 관한 정기공시의무와 

수시공시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상장된 사채의 경우 사채의 발행자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 비교적 자세한 정보가 시장에 공시된다고 볼 수 있

다. 440  이에 더하여 금융투자회사가 인수하는 무보증사채의 경우 증권발

행규정상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을 받아야 하므로 그러한 범위내에서

는 사채에 관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441 

한편, 표준사채관리계약에 따라 발행회사는 금융위원회 등에 제출하

는 사업보고서 및 반기보고서 제출일로부터 표준사채관리계약에서 정하

는 기간내에 일정한 양식에 따라 사채관리계약 이행상황보고서를 작성하

여 사채관리회사에게 제출할 의무를 부담하며, 동 보고서에는 발행회사

의 외부감사인이 동 보고서의 내용에 사실과 상위한 사항이 없음을 확인

한 확인서 및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표준사채관리계약 제2-6

조 제1항 제2항). 사채관리회사는 동 보고서를 사채관리회사의 홈페이지

 

439) audson(2013), p.1020 

440 ) 자본시장법 제159조, 제160조, 동법 시행령 제 167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무보증

사채를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정기보고서 및 반기보고서 제출 및 공시의무가 있

다.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 제52조 이하는 채권상장법인의 각종 공시의무

를 정하고 있다.    

441 ) 증권인수업무규정 제11조의 2에 따라 무보증사채를 인수하는 금융투자회사는 2군데 

이상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을 받아야 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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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게재하여야 한다(표준사채관리계약 제2-6조 제4항).  

나. 업무·재산조사권의 요건완화 

상법상 사채관리회사는 관리위탁을 받은 사채에 대한 법정권한을 행

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발행회사의 업무와 재산상

태를 조사할 수 있다(상법 제484조 제7항). 발행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 

조사는 발행회사의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발행회사의 영업

비밀 누설의 우려도 있을 수 있으며 사채권자를 위하여 그러한 조사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하여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한 것이다. 442  발행회사가 당사자간의 약정으로 동의하면 법원의 허가는 

필요 없다는 데에 학설이 일치한다.443 

한편, 발행회사의 재무제한조항 위반 등에 따른 기한이익상실의 선

언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약정권한을 행사하기 위한 사채관리회사의 업무

·재산조사권은 사채관리계약에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444  표준사채관리계약상 사채관리회사는 발행회사가 

사채관리계약을 위반하였거나 위반하였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있거나 기

타 사채의 원리금지급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합리적으로 판

단되는 사유(이하 “업무재산조사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행회사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대하여 정보 및 자료의 제공요구, 실사 등 조사할 

수 있고, 발행회사는 이에 성실히 협력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표준사채관리계약 제4-2조 제1항), 표준사채관리계약상 사채관리회사의 

약정권한의 행사에 대한 업무재산조사권은 보장되어 있다.  

한편, 표준사채관리계약상 미상환잔액의 과반수 이상을 보유한 사채

 

442) 박준·한민(2019), p.357  

443) 박준·한민(2019), p.357; 주석상법(2014)(윤영신 집필), p 139; 대계III(2019)(김두환 집필), 

p.76  

444) 주석상법(2014)(윤영신 집필), p 139; 대계III(2019)(김두환 집필), pp.76-77  



 

 

141 

권자도 업무재산조사사유를 소명하여 사채관리회사에게 서면으로 업무재

산조사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그러한 경우 사채관리회사는 업무재

산조사를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다만, 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의 

그러한 요구가 발행회사의 잔존 자산이나 자산의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조사나 실사의 실익이 없거나 기타 소명내용이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업무재산조사청구를 하는 사채권

자에게 해당비용의 선급이나 소요비용의 충당한 필요한 합리적인 보장을 

제공하고, 그러한 제공이 실현되기 전까지는 업무재산조사 지시에 응하

지 않을 수 있다(표준사채관리계약 제4-2조 제2항). 이와 같이 사채관리

회사가 사채권자의 업무재산조사 지시에 응하지 않을 경우 사채권자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445  또는 미상환사채의 3분의 2 이상을 보유하고 있

는 사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직접 또는 제3자를 지정하여 업무재산조사를 

할 수 있다(표준사채관리계약 제4-2조 제3항).  

그런데, 업무재산조사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사채관리회사가 적

극적으로 업무·재산조사를 요구할 유인의 부족으로 사채관리회사가 업무

·재산조사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현실을 감안

할 때,446  사채권자가 업무·재산조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사채권자집회의 

결의 또는 미상환사채의 3분의 2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사채권자의 동의

를 받도록 하는 것은 사채권자의 권리행사를 지나치게 제약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미국 모범신탁증서의 예를 참고하여 과반수 이상의 사채권자

 

445 ) 표준사채관리계약 제5-3조 제7항에 따라 표준사채관리계약상 사채권자집회의 결의

는 관계법령 또는 사채관리계약에 다른 규정이 없는 이상 출석한 사채권자의 의결권

의 3분의 2 이상과 사채의 미상환잔액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446 ) 김종현(2013), p.6-7, 정준우(2014), p.175는 지나치게 낮은 사채관리회사의 수수료로 

사채관리회사가 적극적으로 사채관리업무를 할 유인이 없음을 지적하고 있으며, 정준

우(2014), p.169, pp.174-176, 박철영(2014), pp.147-151에서는 사채관리회사의 이해상충, 인

적, 물적 자원의 부족 등의 이유로 사채발행이후 적절한 사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현황을 기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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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채관리회사에 대하여 업무·재산조사 등 사채권자의 권리행사를 위

한 조치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채관리회사가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사채권자가 직접 발행회사에 대하여 권리행사를 할 수 있도록 표준

사채관리계약상 사채권자의 업무·재산조사권의 행사요건을 완화하여야 

할 것이다. 상법상으로도 업무·재산조사권을 법원의 인가가 필요 없는 

사채관리회사의 법정권한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447   

위와 같은 사채권자의 업무재산조사권은 사채관리회사가 선임되고, 

표준사채관리계약의 사용의무가 있는 경우에 한정된 논의이므로, 사채관

리회사가 선임되지 않는 경우 사채권자가 발행회사에 대하여 정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수단은 상법상 재무제표의 열람권에 한정된다(상법 제

488조 제2항). 상법상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의 주주에게는 회계 

장부 및 서류의 열람 및 등사권을 인정하되(상법 제466조 제1항), 회사는 

회계장부의 열람청구가 부당함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 열람청구를 거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상법 제466조 제2항). 회계장부열람권을 청구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사채관리회사 및 일정범위의 사채권자로 확장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447) Trust Indentures and Indenture Trustees Committee(2017), Section 6.05., 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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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사채의 지급조건 변경의 방법과 절차  

제1절 총설  

발행회사에 일시적 유동성 위기가 발생하거나 산업구조나 금융·경

제환경의 변화로 발행회사가 재무적 어려움에 처한 경우 회사의 부채를 

감축하는 등 자본구조를 재편할 필요가 발생한다. 사채권자는 발행회사

에 대하여 개별적인 원리금지급청구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사채의 원리

금지급조건을 변경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개별 사채권자의 동의를 받

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채무재조정을 위하여 개별 사채권자로부터 사채

의 지급조건의 변경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것은 소유권이 널리 분산되어 

전전 유통되는 사채의 특성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개별 사채권자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고 사채의 지급조건을 변경하는 

방법으로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의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다만,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로 변경가능한 지급조건의 범위는 국가에 따라 차이

가 있다. 미국의 1939년 신탁증서법상으로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의

하여 원리금의 감축 등 지급조건을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반면, 

독일 2009년 사채법은 사채권자집회의 특별결의에 의한 사채의 원리금감

축을 허용한다. 상법은 사채의 전부에 대한 지급유예를 명시적으로 허용

하고 있지만, 명시적으로 사채의 원리금을 감축할 수 있는지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사채권자집회에서 사채의 원리금감축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채무재

조정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도산절차를 이용하는 것을 상정할 수 있겠

다. 다만, 계속기업으로서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도산절차 외에서 조기

에 채무재조정을 하는 것이 채권의 회수율을 높이는 방법이 된다. 도산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 회사에 대한 낙인효과 및 경영진의 교체 등으로 

회사가 계속기업으로 존속하고 재기할 가능성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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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각국에서는 도산절차의 개선을 통하여 도산절차 내에서 회사의 

회생을 장려하는 한편, 도산절차 외에서 선제적인 구조조정을 할 수 있

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미국 연방파산법상 Chapter 11 제도는 채무자 

친화적인 도산절차로 각국의 도산법제 및 채무재조정제도에 반영되어 있

다. 도산절차나 도산절차 외의 채무재조정제도는 사채권자의 권리변경에 

한정하지 않고, 여러 종류의 채권자의 권리조정을 같이 진행하도록 설계

되어 있다. 제도화된 채무재조정 제도의 채권자 권리보호 장치는 사채권

자집회를 통한 사적 채무조정에도 많은 시사점이 있다.  

본 장에서는 도산절차나 제도화된 채무조정절차 외에서 사채의 지급

조건을 변경하는 절차와 방법을 주로 검토하고, 도산절차나 채무조정제

도는 사채권자집회의 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검토한다. 사채의 

지급조건을 변경하는 방법은 크게 ①사채권자의 개별적인 의사결정에 따

르는 방법과 ②단체적 의사결정에 따르는 방법으로 나누어진다.  ①의 

대표적인 방법은 기존 사채에 대한 교환공개매수(exchange offer)이다. 교

환공개매수의 경우 소수자의 동의거부(hold out)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

여 강압적 요소(coercion) 또는 금전적 보상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②

의 방법은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를 통한 채무조정인데, 입법례에 따라 다

수결에 의한 소수사채권자의 권리침해에 대처하기 위하여 사채권자집회

의 결의에 대하여 법원이 사전적으로 내용 심사를 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진다. 한편, 사채의 채무재조정방법으로 자주 이용되

는 출자전환(debt to equity swap)은 교환공개매수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고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는 복합적인 유형

의 채무재조정이다.  

이하에서는 사채의 지급조건 변경을 위하여 사채권자의 개별적 의사

결정에 따르는 경우와 단체적 의사결정에 따르는 경우 및 출자전환을 통

한 지급조건변경에 관하여 순서대로 검토한다. 각 절에서는 관련된 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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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를 먼저 살펴본 후, 한국의 제도를 검토하고 분석하였다.  

제2절 사채권자의 개별적 의사결정에 의한 지급조건변경   

1. 총설  

본 절에서는 사채권자의 개별적 의사결정에 따라 발행회사의 채무재

조정에 동의하는 교환공개매수(exchange offer)에 대하여 검토한다. 교환공

개매수는 지급조건변경에 대하여 사채권자의 다수결 결의에 의한 변경이 

금지되는 미국에서 발달한 채무재조정기법이지만, 현재는 다수결에 의한 

지급조건변경이 허용되는 영국 등 다른 나라에서도 사용되는 채무재조정

방법이다.  

사채권자집회의 결의 성립여부가 불확실하고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대한 법원의 인가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환공개매수가 절차적인 융통

성이 있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사채권자집회에 의한 채무재조정이 허

용되더라도 채무재조정방법을 다변화하는 차원에서 검토할 필요성이 있

다.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근 일본에서도 사채권자집회에 의한 채무

조정 대신 교환공개매수를 통하여 채무조정이 이루어진 사례가 있다.  

교환공개매수의 경우 사채권자가 교환공개매수에 응하여 기존의 사

채를 새로운 증권으로 변경할지에 대한 의사결정을 개별적으로 하기 때

문에 충분한 규모의 사채권자가 교환공개매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채무

조정의 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특히 새로운 증권의 지급조건이 기존

의 사채에 비하여 불리할 경우(즉, 원금이 감액되거나 만기가 연장되면

서 이율 인상 등 채권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다른 조건변경이 수반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채권자는 교환공개매수청구에 응할 경제적 유인이 없

다. 다만, 이러한 교환공개매수가 발행회사의 도산을 피하기 위하여 이루

어지는 경우, 새로운 증권의 가치가 도산절차를 통하여 회수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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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사채의 청산가치보다 높다는 것이 충분히 설명되는 경우에는 합리

적인 사채권자는 교환공개매수에 응할 것이다.  

한편, 개별적인 사채권자로서는 다른 사채권자들이 교환공개매수에 

응할 것을 기대하고 동의거부(hold out)를 할 유인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사채의 총액 100을 발행한 이후, 회사의 자금사정의 악화로 도산의 위험

이 증가하여 발행회사가 사채권자의 자발적인 동의를 얻어 사채원금을 

70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를 상정해 본다. 만일 발행회사가 도산절차

를 통하여 사채권자에게 분배할 수 있는 금액이 50이라고 할 경우, 사채

권자로서는 도산절차를 통하지 않고 70으로 사채원금을 감축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이 합리적인 결정이 된다. 그런데, 권리감축에 동의한 사채권

자에 한하여 권리감축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 동의거부가 발생할 수 

있다. 즉, 소수사채권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다수사채권자들이 

권리감축에 동의하여 발행회사가 도산을 피하게 되는 경우, 반대한 소수

사채권자들은 채권액 전액을 회수할 수 있다. 따라서, 개별 사채권자로서

는 다른 사채권자들의 양보와 희생에 무임승차하고자 동의거부를 할 유

인이 생기게 된다. 이러한 경우 채무재조정의 이익이 사라짐으로써 발행

회사가 도산절차로 진행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동의거부의 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교환공개매수를 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개별 사채권자가 교환공개매수에 응하는 유인을 제공하

기 위하여 강압적인 요소가 있는 탈퇴동의(exit consent)와 결합된 교환공

개매수방법을 자주 사용한다. 탈퇴동의와 결합된 교환공개매수는 소수사

채권자의 권리침해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 적법성에 관련된 논의를 검

토한다. 한편, 탈퇴동의와 결합되지 않는 단순교환공개매수는 사채권자에

게 경제적으로 동등한 조건의 새로운 증권(예를 들면, 일시적 유동성 위

기를 회피하기 위하여 만기를 연장하는 대신 이율을 높이거나 다른 경제

적 유인을 추가하는 경우)을 제공하지 않는 이상, 성공의 가능성이 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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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다만, 발행회사의 재무적 상황이 심각하게 악화되기 이전 단계에

서 선제적인 채무재조정방법으로서는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을 것이다.  

이하에서는 우선 탈퇴동의(exit consent) 또는 동의수수료(consent fee)

와 결합된 강압적 요소가 있는 교환공개매수와 함께 단순교환공개매수를 

검토하면서, 한국에서 그러한 교환공개매수를 할 경우의 고려사항을 검

토한다.  

2. 강압적 교환공개매수  

강압적 교환공개매수(coercive exchange offer)는 주로 탈퇴동의와 결합

된 교환공개매수를 지칭한다. 탈퇴동의에 의하여 기존 사채의 가치를 낮

추어 새로운 사채로 교환할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동의거부의 문제에 대

처한다. 한편, 동의수수료지급은 기존 사채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

은 아니지만, 발행회사의 제안을 승락할 유인을 제공하기 때문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탈퇴동의와 유사하게 사채권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강압적 요소가 있다. 448  따라서, 탈퇴동의와 결합된 교환공개매수청구와 

동의수수료지급에 대한 분석의 틀은 유사하다. 특히 영국에서는 동의수

수료지급과 탈퇴동의가 다수사채권자의 권리남용과 연계되어 같이 논의

되므로, 아래에서는 탈퇴동의와 결합된 교환매수청구에 대한 검토를 하

면서, 동의수수료지급의 적법성에 대하여도 같이 검토한다. 동의수수료지

급은 교환공개매수청구와 같이 사용될 수도 있고, 기존 사채조건변경과 

결합하여 따로 사용될 수도 있다. 이하에서는 탈퇴동의와 결합된 교환공

개매수와 동의수수료지급에 대한 미국과 영국에서의 논의를 살펴보고, 

상법상 탈퇴동의의 사용가능성에 대하여 검토한다.449  

 

448) Peel(2015), p.168  

449) 상법상 동의수수료지급의 문제는 제4장 제2절 4. 나. (2) (가)에서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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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신탁증서법 제316조(b)항에 대한 논의  

(1) 원리금감축에 대한 다수결 결의 제한  

1939년 신탁증서법상 사채권자를 보호하는 가장 주요한 조항은 제

316조(b)항이다. 제316조(b)항은 원금의 감축에 대한 다수결조항(majority 

action clause)의 적용을 금지하는 조항임과 동시에 개별 사채권자의 제소

권을 보장하는 조항이다. 동 조항의 입법의도는 법원 외에서의 사적채무

조정(out-of-court restructuring)을 하면서 다수사채권자와 발행회사의 합의

만으로 소수사채권자의 권리가 침해당하는 것을 입법적으로 방지하고자 

하는 데 있다. 즉, 주로 기관채권자인 다수사채권자들은 사채권자로서의 

지위 이외에도 발행회사 또는 회사의 내부자들과 다른 이해관계를 가지

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발행회사와 다수사채권자가 다수결 결의로 사채

의 지급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제316조(b)항은 

입법적으로 소수사채권자들을 발행회사 및 다수사채권자로부터 보호하고, 

사채권자의 원리금 감축 및 지급시기 연장은 원칙적으로 법원이 관장하

는 도산절차에 의하고자 하는 것이다.450  

1939년 신탁증서법 제316조(b)항에 의하면 개별 사채권자의 동의 없

이는 사채원리금 지급을 감축하거나, 그 지급시기를 연장하는 것을 금지

되고, 개별채권자가 원리금지급에 대한 권리행사를 할 수 있다. 즉, 이미 

지급기일이 도래한 사채의 이자 및 원금을 수령할 권리 및 그러한 권리

를 집행하기 위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개별 사채권자의 권한은 개별 

사채권자의 동의 없이는 손상(impair)할 수 없다. 1939년 신탁증서법 제

316조(b)항에서 명시적인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발행회사

가 미국 연방파산법 Chapter 11 절차에 의하여 원리금 지급의무를 감축하

는 것은 1939년 신탁증서법 제316조(b)항에 대한 묵시적 예외사유로 인

 

450) Shuster(2006), p.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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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되고 있다.451  미국 연방파산법 Chapter 11 절차상 채무조정을 포함한 회

생계획은 각 회생채권자 조별 투표에 의하여 이루어진다.452 

모범신탁증서 제9.02조에 의하면 사채원금의 과반수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발행회사와 수탁회사는 사채계약조건을 변경할 수 있지만, ①

사채의 수량을 감소하고자 하는 경우; ②사채의 이자를 감축하거나, 이

자지급시기를 변경하는 경우; ③사채의 원금을 감축하거나, 만기를 변경

하는 경우; ④사채의 조기상환(redemption)요구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

(premium payable)을 감축하거나, 그러한 조기상환행사시기를 변경하는 경

우; ⑤사채를 상환하기로 한 통화(currency)를 변경하는 경우; ⑥제6.04조

(채무불이행사유의 불발생간주)의 요건,453  제6.07조(원리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 또는 제9.02조 두번째 문장(개별 사채권자의 동의요건)에 대한 조

항을 변경하는 경우; ⑦사채의 전환권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⑧사

채권자에게 불리하게 제11조(후순위조항)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개별 사채권자의 동의가 없는 이상 사채계약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고 정

하고 있다. 454  이와 같은 모범신탁증서의 조항은 1939년 신탁증서법 제

316조(b)항의 내용을 반영한 것이지만, 개별 사채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사항은 신탁증서법상 요구되는 개별 사채권자의 동의사항보다 넓게 

규정되어 있다. 즉, 신탁증서법 제316조(b)항에서 원금과 이자지급의 변

경만을 개별동의사항으로 하고 있는데 반하여, 모범신탁증서상으로는 지

급통화의 변경, 조기상환권 또는 전환청구권 조건의 변경, 채무불이행사

유의 불발생간주 등을 위한 신탁증서상 결의요건의 변경도 사채권자의 

개별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1939년 신탁증서법 

 

451) Shuster(2006), p.437 

452) 11 U.S.C. § 1126(c)  

453) Trust Indentures and Indenture Trustees Committee(2017), Section 6.04., p.18에 의하면 과반

수에 의하여 채무불이행 사유의 불발생간주를 가능하도록 하고 있지만, 과반수결의를 

통하여 채무불이행의 불발생간주의 요건을 더욱 완화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454) Trust Indentures and Indenture Trustees Committee(2017), p.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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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6조(a)항(2)에 따라 사채계약상 명시적인 조항이 있는 경우 사채금액

의 75% 이상(혹은 사채계약에 미상환 사채 금액을 기준으로 명시할 수 

있음)을 보유하는 사채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3년 이내의 기간동

안 이자지급의 시기를 연기할 수 있다. 

한편, 1939년 신탁증서법 제316조(b)항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은 

신탁증서상 다수결 또는 계약상 정하는 정족수에 의하여 변경 가능하

다.455  따라서, 제316조(b)항에 따라 개별 사채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조건이 아닌 다른 계약 조항들, 예를 들면 사채권자들의 권리보호를 위

한 각종 제한 약정(covenants)은 사채계약상 다수결 결의에 의하여 변경

할 수 있다.456 

(2) 제316조(b)항의 부작용  

(가) 동의거부의 문제 

미국에서 1980년대에 정크본드가 성행하고, 법원 외 구조조정실패로 

도산절차를 신청하는 기업이 증가하였다. 도산절차 내에서의 채무조정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비효율적이므로, 1980년대의 상황에 맞게 1939

년 신탁증서법 제316조(b)항을 폐지하고 다수결에 의한 채무조정을 허용

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주장되기 시작하였다. 457  즉, 1939년 신탁증서법상 

사채의 원리금지급청구권은 개별 사채권자의 권리로 다수결에 의하여 변

경불가능한 것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소수사채권자(주로 부실채

권에 투자하여 이득을 보는 벌처펀드(vulture fund))가 채무조정과정에서 

조건변경에 동의하지 않고 버티면서, 발행회사와 별도로 이면계약등을 

 

455) Trust Indentures and Indenture Trustees Committee(2017), Section 9.01, Section 9.02, pp.26-27 

456) 사채계약상 각종 제한약정의 내용에 대하여는 이중기(2012)  

457 ) Roe(1987), pp.277-279에서 1980년대 미국에서 활발하게 발행된 정크본드의 채무조정

과정에서 벌처펀드들이 소수채권자 권리를 남용하여 동의거부(hold out)한 결과, 많은 

회사들이 채무조정에 어려움을 겪고, 도산절차에 이르거나 겨우 도산절차를 피한 현상

을 지적하면서 1939년 신탁증서법 제316조(b)항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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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결하여 다른 사채권자들보다 유리한 조건에 자신의 채권을 발행회사에

게 매도하려는 동의거부(hold out)현상이 발생하였다. 또한, 이와 같은 동

의거부로 인하여 회사의 채무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지지 않는 부작용이 

발생하였다.458 

Mark Roe교수는 1987년 발표한 논문459에서 1980년대 사회적 문제가 

되었던 벌처펀드(vulture fund)들에 의한 동의거부(hold out)의 폐해를 지적

하였다. 1939년 신탁증서법 제정당시 주로 일반 개인채권자가 주된 사채

투자자였으므로 법률에 의하여 개별 사채권자의 원리금 지급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었지만, 1980년대 이르러서는 사채시장은 기관투자자가 주된 투

자자로 자리잡았기 때문에 개인 사채권자만큼 엄격한 보호를 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하였다. 벌처펀드 같은 소수사채권자에 의한 권리남용으로 

인하여 건전한 기업들의 신속한 채무조정에 지장을 초래하고, 기업이 도

산에 처할 위험성이 더 커짐으로써 사회적 비용이 증가한다는 이유를 들

어 1939년 신탁증서법 제316조(b)항을 개정하여 다수결에 의하여 사채원

리금 감축을 허용할 것을 주장하였다.460 즉, 1939년 신탁증서법 제316조(b)

항에 따라 다수결에 의한 채무조정을 금지함으로써, 도산절차에 이르기 

전에 회사가 적은 비용으로 채무조정을 할 수 있는 선택지를 제한할 필

요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도산절차에서도 사채권자는 일반적으로 

다른 무담보채권자와 같은 조로 투표하기 때문에 강력한 권리보호를 받

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461  나아가, 신탁증서법상 다수결에 의한 채

무재조정을 허용하더라도, 사채권자와 발행회사의 경영진간의 대리인문

제나 다수결조항에 따른 시그널 효과 때문에 다수결조항이 남용될 가능

 

458) Bratton and Gulati(2004), p.4 

459) Roe, Mark J., “The Voting Prohibition in Bond Workouts”, 97 Yale Law Journal 232 (1987)  

460) Roe(1987), pp.258-269, pp.277-279 

461) Roe(1987), pp.266-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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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은 적다고 지적하였다.462   

(나) 탈퇴동의의 문제  

1939년 신탁증서법 제316조(b)항의 제한으로 인하여 다수결 결의에 

의하여 사채의 지급조건을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그에 대한 대안

으로 교환공개매수(exchange offer)나 공개매수(tender offer)를 통한 채무재

조정 방법이 주로 사용되었다. 교환공개매수나 공개매수의 성공확률을 

높이기 위하여 동의수수료(consent fee)를 지급하거나 원래 발행된 사채의 

조건을 다수결에 의하여 불리하게 변경하는 동의권유(consent solicitation)

의 거래기법이 발달하였다. 이러한 동의권유는 교환공개매수나 공개매수

에 응하여 기존사채를 회사에 매도하는 사채권자가 기존의 사채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데 동의를 하기 때문에, 탈퇴동의(exit consent)라고 지

칭된다. 변경되는 기존사채의 내용은 사채권자의 다수결에 의하여 변경

가능한 제한약정의 완화 등이고, 신탁증서법상 다수결에 의하여 변경금

지되는 지급조건의 변경은 포함되지 않는다.463 

채무재조정을 위하여 교환공개매수나 현금공개매수를 하는 경우 발

행회사는 당시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기존사채의 교환공개매수 또

는 공개매수를 하므로 합리적인 채권자는 교환공개매수 또는 공개매수에 

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채무조정과정에서 탈퇴동의에 의하여 변경되

는 기존사채의 내용은 기존사채권자에게 부여된 보호조항을 희석하거나 

삭제하여, 발행회사가 채무재조정을 위하여 새로운 채무를 부담하는 것

을 용이하게 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기존의 사채를 보유

하기로 결정하는 소수사채권자는 다수사채권자들이 기존의 사채계약의 

 

462) Roe(1987), pp.274-277 

463) 탈퇴동의(exit consent)와 다수결제도에 대한 논의로는 Roe(1987), Coffee and Klein(1991), 

Brudney(1992), Kahan(2002), Buchheit and Gulati(2002), Shuster(2006), Lee(2007), Allen(2012), 

Peel(2015), Roe(2016), Bratton and Levitin(2017), aalbhuber(2017), Liu(2018)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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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변경에 동의하였기 때문에 기존의 사채보다 불리하게 조건이 변경된 

사채를 보유하게 되는 반면, 이에 동의한 다수사채권자는 교환공개매수 

또는 공개매수로 새로운 채권 또는 현금을 수령하므로 더 이상 기존 사

채의 내용에 구속되지 않게 된다. 이와 같이 탈퇴동의와 결합된 거래구

조는 사채권자가 소수사채권자의 입장에 처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유

인구조를 만들어 사실상 발행회사의 채무조정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강압적인(coercive) 요소가 존재한다.464 

미국내에서는 이러한 탈퇴동의(exit consent)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논

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 1986년 델라웨어주 법원의 Katz판결 465과 

2017년 뉴욕 항소법원의 Marblegate판결466에서 탈퇴동의가 적법하다고 인

정하였다. 467  아래에서는 위 판결들 및 동의수수료에 대한 Kass판결 468을 

검토하고, 미국내에서 논의되는 강압적 탈퇴동의의 폐해에 대한 대응책

들을 검토한다.   

나. 탈퇴동의와 동의수수료의 적법성 

미국에서는 발행회사가 채무조정을 성공시키기 위하여 강압적인 요

소가 있는 탈퇴동의를 사용하는 것의 적법성에 대하여 논의되어 왔다. 

또한, 탈퇴동의를 사용한 채무재조정이 1939년 신탁증서법 위반으로 사

채권자의 권리침해에 해당하는지, 나아가 회사경영진의 의무위반인지 여

 

464) Olivares-caminal et al(2017), p.158 

465) Katz v. Oak Industries, Inc., 508 A.2d 873(Del. Ch. 1986)  

466) Marblegate Asset Management, LLC v. Education Management Finance Corp.,(2d Cir. 2017), 

2017 WL14318 

467) Mark Roe 교수는 2016년 Marblegate의 1심 판결 이후, 탈퇴동의(exit consent)를 사용한 

강압적 교환청구가 신탁증서법 제316조(b)항위반이라고 한 동 판결의 취지를 찬성하면

서, 의회에서 신탁증서법상 다수결에 의한 원금감축을 허용하는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

더라도 SEC의 권한을 이용하여 제316조(b)항의 적용을 면제하여 다수결에 의한 구조

조정을 허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Roe(2016), pp.360-362). 그 이후에 항소심은 

Marblegate의 1심판결을 번복하여 탈퇴동의의 적법성을 인정하였다.  

468) Kass v. Eastern Airlines, Inc. CA No. 8700 (Del Ch. Nov. 14.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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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를 둘러싼 판례가 발전되어 왔다. 미국 판례상으로는 회사의 이사가 

채무재조정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사채권자의 이익까지 고려하여야 한다

고 보지 않고(즉, 이사의 채권자에 대한 신인의무를 인정하지 않고), 사

채권자의 계약상 권리가 침해되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한다. 계약

상 권리의 해석에 있어서도 문언을 확장하여 해석하지 않음으로써, 사실

상 강압적인 요소가 있는 채무재조정도 인정하고 있다.  

(1) Katz 판결 – 계약상 묵시적 성실의무   

1986년 Katz 판결469에서 델라웨어주 법원의 알렌 판사는 사채권자가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는 기본적으로 계약상 권리라고 전제하고, 사

채권자 보호의 범위는 계약상 권리의 내용을 해석함에 있어서 묵시적 성

실의무의 법리에 따라 계약상 명확하지 않는 내용을 보충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하였다. 본 사안에서 피고회사(Oak 

Industries)가 채무조정의 일환으로 기존사채권자들에게 교환공개매수

(exchange offer)와 함께 기존사채의 재무약정을 모두 삭제하는데 동의하

는 탈퇴동의(exit consent)를 요청한 데 대하여 원고 Katz는 이와 같은 피

고회사의 교환공개매수 및 탈퇴동의가 강압적이라는 이유로 교환공개매

수 및 탈퇴동의 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다. 원고 Katz는 만일 탈퇴동의 

및 교환공개매수에 응하지 않는다면 재무제한약정이 삭제된 기존사채를 

보유하게 되므로 합리적인 사채권자들은 피고회사의 탈퇴동의를 받아들

일 수밖에 없는 강압적인 상황에 처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델

라웨어주 법원은 회사와 채권자간의 관계는 신인의무관계가 아니라 계약

관계라고 전제하고, 탈퇴동의에 사실상 강압적인 요소가 있더라도, 탈퇴

동의가 사채계약상 허용된 변경사항에 대한 동의요구라면 계약당사자간

의 묵시적 성실의무(implied covenant of good faith and fair dealing)에 따라 피

 

469) Katz v. Oak Industries, Inc., 508 A.2d 873(Del. Ch.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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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회사의 탈퇴동의요구를 금지할 계약상 권리는 도출되지 않는다고 판시

하였다. 즉, 계약상 묵시적 성실의무의 위반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명시적 조항을 협상한 당사자가 후에 묵시적 성실의무의 위반이라고 주

장될 행위에 대해 예상을 하고 미리 협상을 하였더라면 이를 금지하였을 

것이 명백한가”에 따라 계약상 묵시적 성실의무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

시하였다.470  법원은 동 사건에서 사채계약상 재무제한약정을 삭제하는데 

소수사채권자에게 거부권(veto right)을 부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고 판단하였다. Katz판결 이후 미국에서는 탈퇴동의를 이용한 채무조정방

법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471 

(2) Marblegate 판결 – 제316조(b)항 위반여부  

Katz판결 이후 미국 판례 및 실무상 탈퇴동의에 의하여 변경되는 기

존 사채의 내용이 사채의 핵심적인 조건인 원리금지급청구권에 대한 변

경이 아닌 이상, 탈퇴동의로 인하여 기존 사채에 수반하는 보증이나 담

보 등이 소멸되어 기존 사채권자들이 사채원리금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낮아졌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채조건의 변경은 1939년 신탁증서법 

제316조(b)항의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과 실무가 정착되어 왔다. 

그런데, 2014년 Marblegate사건 472 에서 미국 연방 뉴욕남부지방법원

(Southern District of New York)이 1939년 신탁증서법 제316조(b)항을 넓게 

해석하여 탈퇴동의가 동법상 허용된 권리변경범위를 위반하였다고 판시

한 이후, 탈퇴동의를 이용한 채무재조정의 적법성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

되었고, 거래의 안정성의 관점에서 불확실성이 확대되었다. 실무계에서는 

 

470 ) 윤영신(1997), p.284-286에서 동 판결 및 계약해석상 묵시적 성실의무 이론을 소개하

고 있다.  

471) Gkoutzinis(2013), pp.288-290 

472 ) Marblegate Asset Mgmt. v. Ed Mgmt.Corp., 75 F.Supp.3d 592, 596(S.D.N.Y. 2014), rev’d 

_F.3d_(2d Cir. 2017), 2017 WL16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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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개 법률사무소가 연명으로 제316조(b)항의 해석 및 의견서 작성에 대

한 지침을 발간하기도 하였다. 473  2017년 미국연방제2항소법원(Second 

Circuit Court of Appeals)은 2017년 항소심 판결에서 신탁증서법의 입법취

지 등을 고려하여 제316조(b)항의 적용범위를 문구대로 해석하는 종래의 

입장을 유지함으로써 탈퇴동의를 사용한 교환공개매수의 적법성에 대한 

논란은 일단락되었다.  이하에서는 당 사건의 사실관계 및 제1심과 제2

심의 판단논리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474 

(가) 사실관계  

부실채권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헤지펀드인 원고 Marblegate는 

Education Management Corporation(EDMC)가 보증한 EDMC의 자회사

(Education Management LLC)가 발행한 무담보사채를 시장에서 저가에 매

입하여 전체 사채의 6.4%(액면금액 미화 1400만불)를 보유하고 있었다. 

EDMC는 교육사업을 하는 기업으로 도산절차 신청을 할 경우 연방정부

로부터 교육관련 기금의 지원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재무상황의 악화

에도 불구하고 도산절차를 신청할 수 없었고, 법원 외 절차에서 채무재

조정을 하여야 하였다. EDMC의 부채는 EDMC가 보증한 자회사의 은행

에 대한 담보채무 미화 13억불과 EDMC가 보증한 자회사의 미화 2억

1700만불의 사채로 구성되어 있었다. 신탁증서상 EDMC의 보증은 은행

대출에 대한 EDMC의 보증에 부종(tag-along)되어 있었으므로, 만일 은행

대출에 대한 보증이 없어질 경우 사채에 대한 보증도 자동적으로 소멸되

 

473 ) Opinion White Paper, Apr. 25. 2016, available at https://www.jdsupra.com/legalnews/opinion-

white-paper-relating-to-section-79645  

474 ) aalbhuber(2017)은 신탁증서법의 입법배경 및 이론적 분석을 자세히 제시하고 있다. 

신탁증서법 제316조(b)항이 강제적인 조항으로 포함된 것은 당시 각 주에서 채권의 양

도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고, Marblegate사건에서 이루어진 종류의 채무조정을 

금지하는 취지가 아님을 주장하고 있다. 동 논문에서 저자는 Marblegate사건과 같은 사

안에서 소수채권자는 사해양도행위(fraudulent conveyance)를 통하여 권리구제를 하여야 

할 것이고, 채무조정행위자체를 무효를 주장할 수는 없다고 하고 있다.  

https://www.jdsupra.com/legalnews/opinion-white-paper-relating-to-section-79645
https://www.jdsupra.com/legalnews/opinion-white-paper-relating-to-section-79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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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정해져 있었다. EDMC는 미리 81%의 은행대출과 사채를 보유하고 

있는 다수사채권자들과 채무조정안에 합의한 후, 조건부 교환공개매수를 

진행하였다. 제1안으로 담보채권자에게는 55%의 회수율을, 사채권자들에

게 33%의 회수율을 목표로 하는 신규채권 및 주식발행에 대한 교환공개

매수를 하면서 사채권자로부터 100% 동의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하였다. 

다만, 사채권자로부터 100% 동의를 얻지 못하는 경우에는 차선책(제2안)

으로 담보채권자들이 피고 및 피고의 자회사의 자산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담보권을 실행하여 취득한 자산을 새로 설립한 계열사(신회사)로 

이전하고, 채무조정에 동의한 채권자들에게 신회사에 대한 채권 및 주식

을 배분하기로 하되, 담보채권자는 기존 담보채권에 부가된 보증을 포기

함으로써 기존의 사채에 대한 모회사 보증도 소멸하는 구조의 채무조정

안을 제시하였다. 동 제안에 대하여 원고인 Marblegate를 제외한 거의 모

든 사채권자가 동의하였으나, 원고가 동의거부(hold out)를 하였기 때문에 

제1안이 아닌 제2안의 채무재조정이 진행되기로 결정되었고, 결과적으로 

원고는 모회사 보증이 소멸되고 그 자산도 모두 신회사에 이전되어 껍데

기에 불과한 기존 자회사에 대한 사채를 보유하는 결과에 이르렀다. 제2

안에 따르면 모회사 보증의 소멸 이외에는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사채의 

원리금지급청구권에 대하여 아무런 법적 권리의 변화가 발행하지 않았지

만, 원고로서는 사채에 부수한 보증이 소멸하고, 사채의 지급을 사실상 

담보하는 사채발행회사의 자산이 신회사로 이전되었기 때문에 사채의 원

리금 회수가능성이 거의 없어졌다고 주장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은 채무

조정안은 1939년 신탁증서법 제316조(b)항에서 보장된 사채권자의 원리

금지급청구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채무조정이라는 이유로 연방 뉴욕남부

지방법원에 채무조정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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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1심 판결 

제1심판결475에서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인용하고, 다수결에 의한 채

무재조정을 통하여 사채권자들이 원리금지급을 받을 실질적인 권리

(practical right)를 침해하였으므로, 피고 EDMC의 채무재조정은 신탁증서

법 제316조(b)항 위반이라고 판시하였다. 제1심법원은 채무재조정을 진행

하는 것을 허용하는 한편, EDMC의 보증을 계속 유지하라고 명령하였다. 

동 사건은 당시까지 법원외의 채무재조정에서 적법한 것으로 간주되어 

왔던 전제, 즉 형식상 사채권자의 원리금지급청구권이 변경되지 않는 이

상 사채권자의 원리금지급청구권이 사실상 손상되는 것은 허용된다는 해

석을 뒤집는 판결로서 채무재조정 실무에 큰 불확실성을 일으켰다. 제1

심법원은 신탁증서법의 입법취지상 전체 사채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사채의 채무재조정이 이루어지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그러한 채무재조

정은 도산법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는 것이 1939년 신탁증서법 제316조(b)

항의 입법취지라고 해석하였다. 실무계에서는 보증의 소멸을 위하여 특

별히 사채권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음이 신탁증서상 명백함에도 불구하

고 법원이 신탁증서법 제316조(b)항을 근거로 사채권자의 실질적인 원리

금지급청구권이 보장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그 당시까지 적법한 채무조정

으로 이해되어 왔던 교환공개매수 및 탈퇴동의 거래에 대한 부정적인 영

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하였다.476 

(다) 항소심판결 

항소심판결477에서 항소법원은 제1심판결을 파기하면서, 1939년 신탁

증서법 제316조(b)항의 문언이 불명확하여 제1심판결과 같이 넓게 해석

 

475) Marblegate Asset Mgmt., LLC v. Ed. Mgmt. Corp.No. 14cv-8584,(S.D.N.Y. June 25, 2015)  

476) DPW (2015) 

477) Marblegate Asset Management., LLC v. Education Management Finance Corp._F.3rd_, _(2d Cir. 

2017), 2017 WL14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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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여지가 있지만, 신탁증서법의 입법과정과 입법취지를 볼 때, 제316조

(b)항은 원리금 지급에 대한 법률적 권리를 개별 사채권자의 동의없이 

변경하지 못한다는 취지이지, 담보권 실행 등을 통한 기타 권리의 실행

을 통하여 사실상 원리금지급청구권이 손상되는 것까지 금지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또한, 개별 사채권자는 채권자취소권 기타 사해행

위취소 등의 다른 법적 구제수단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도 언급하였다. 

동 항소심판결에 따라, 동 사건의 제1심판결 이후 연방 뉴욕지방법원에

서 같은 취지로 제316조(b)항의 범위를 넓게 해석한 사건들478에 대한 법

원의 해석이 번복되었다. 이로써 채무재조정을 위한 교환공개매수 및 탈

퇴동의거래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이 해결된 것으로 평가된다.479 

(3) Kass판결 – 동의수수료의 적법성 

사채 내용 변경에 대한 동의권유를 하는 과정에서 현금이나 기타 대

가관계를 지급하는 것이 허용되는지도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다. 미국 델

레웨어주 법원의 입장은 주주의 의결권행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의결

권 매수(vote buying)를 금지하면서 사채권자의 의결권행사에 대하여는 사

채계약의 변경에 동의하는 것을 대가로 금전이나 기타 이익을 지급하는 

것이 모든 사채권자들에게 동일하게 제시된 경우에는 공공정책이나 사채

권자들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델라웨어주 법원은 Kass판결 480 에서 사채권자들에게 사채계약 내용 

중 특정 재무제한약정을 삭제하는 것에 동의하는 대가로 모든 사채권자

들에게 현금과 비행기표를 제공하기로 하고 다수사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사채계약을 변경한 사안에서, 동의하지 않는 소수사채권자들이 제기한 

 

478) Meehancombs Global Credit Opportunities Master Fund, LP v Ceasars Entertainment Corp., 80 

F.Supp.3d 507, 510-11(S.D.N.Y. 2015); BOKF, N.A. v. Ceasars Entertainment Corp., 144 F.Supp.3d 

459(S.D.N.Y. 2015)  

479) DPW(2017) 

480) Kass v. Eastern Airlines, Inc. CA No. 8700 (Del Ch. Nov. 14.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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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변경금지청구를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본 사건에서 원고들은 의결권 

매수는 공공정책에 반하고, 사채계약 내용의 변경에 동의한 사채권자에 

대해서만 현금과 비행기표를 지급한 행위가 계약상 묵시적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회사가 현금 및 비행기표 제공의 

기회를 모든 사채권자들에게 제공하였고, 이러한 회사의 제안을 받아들

일지 여부는 개별 사채권자들의 선택에 달린 것이라는 이유로 원고인 소

수사채권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이 사채변경에 

관련하여 동의수수료의 지급이 허용된 이유는 회사와 사채권자의 관계는 

대등한 거래관계라는 점, 사채권자의 의결권 매수는 회사의 존속을 위하

여 필요한 채무조정의 국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으로 해석되고 있다.481 

한편, 주주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하여서 델라웨어주 법원의 1976년 

판결482은 주주들이 개인적인 이익을 대가로 의결권을 매도하는 것은 공

공정책에 반한다고 판시하였다. 483  그러나, 근래 델라웨어주 회사법의 경

향은 주주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약정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고, 그러

한 약정이 사기 등 불법적인 목적이 있거나, 다른 주주의 의결권을 박탈

하는 효과가 있는 의결권행사와 관련된 이익공여의 약정은 전체적인 공

정성 기준(test for entire fairness)에 따라 무효가 될 수 있다고 본다.484 뉴욕

주 회사법은 원칙적으로 의결권행사를 대가로 금전을 지급하는 것을 금

지하면서도 우선주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된 이익공여는 허용하고 있

다.485 

다. 동의거부와 탈퇴동의에 대한 대응책 

 

481) Bratton and Levitin(2017), pp.28-30  

482) Chew v. Inverness Management Corp., 352 A.2d 426(Del. Ch. 1976) 

483) Saggese et al(1991), pp.600-601   

484 ) Welch et al(2019), GCL-739, 740; Schreiber v. Carney, 447 A.2d 17, 25-26(Del. Ch. 1982); 

aewlett v. aewlett-Packard Co., C.A. No. 19513-NC,(Del. Ch. Apr. 8, 2002)   

485) N. Y. Bus. Corp.L. §609(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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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본 바와 같이 1987년 Mark Roe교수는 1980년대 사회적 문제가 

되었던 벌처펀드들에 의한 동의거부(hold out)의 폐해를 지적함과 동시에, 

동의거부의 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탈퇴동의(exit consent)의 거

래기법이 개인 사채권자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주장하였다. 

Roe교수는 1939년 신탁증서법 제316조를 개정하여 다수결에 의하여 채

무원리금을 조정하는 것을 허용할 것을 주장하였다.486  

Mark Roe교수의 문제제기 이후에 미국내에서는 동의거부와 탈퇴동의

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 Roe교수의 1987

년 논문 발표 이후, 연이어 발표된 논문들은 동의거부의 문제점을 지적

하면서도 신탁증서법 제316조(b)항의 개정 이외의 다른 방법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이하 관련 논의들을 살펴본다.  

(1) 탈퇴동의와 구분된 교환공개매수 방안 

John Coffee와 William A. Klein 교수는 1991년 논문에서 탈퇴동의(exit 

consent)나 동의수수료(consent fee)와 결합된 교환공개매수는 합리적인 사

채권자라면 거부하여야 할 거래조건을 죄수의 딜레마 상황을 만들어 사

채권자들이 동의하게 만드는 강압적인 요소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다만, 

회사의 재생을 위하여 교환공개매수를 하는 경우 강압적인 요소를 사용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사채권자에게 불리하거나, 사채권

자들을 죄수의 딜레마 상황에 처하게 하는 교환공개매수청구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즉, 기존사채에 대한 권리변경과 교환공개매수

청구를 순차적으로 진행하면 기존사채에 대한 탈퇴동의에 반대한 사채권

자도 교환공개매수청구에 참여할 수 있으므로 탈퇴동의의 강압적 요소를 

완화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487   

 

486) Roe(1987), pp.258-269, 277-279  

487 ) Coffee and Klein(1991), pp.1242-1246에서 이러한 형태의 교환공개매수청구를 제3유형



 

 

162 

이러한 교환공개매수 청구방식을 실현하기 위하여는 신탁증서 표준

문구의 개정이나 계약의 확장해석을 통하여, 발행회사의 의결권을 제한

할 수 있다. 즉, 사채권자가 기존 사채의 조건변경에 독립적으로 투표하

지 않고, 교환공개매수에 응하는 조건으로 제공되는 탈퇴동의의 경우, 사

채권자집회 당시에는 기존 사채권자가 형식적으로 사채의 소유권을 가지

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발행회사가 사채에 대한 실질적 소유권

(beneficial ownership)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 의결권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이와 같은 해석을 하는 경우 사채권자에게 유용한 탈퇴동의

도 금지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488  

따라서, 발행회사가 교환공개매수와 결합된 탈퇴동의를 제안하는 것

은 발행회사의 입장에서는 계약상 묵시적 성실의무를 위반하는 것이고, 

다수사채권자의 입장에서는 다수채권자의 소수채권자에 대한 신의성실의

무를 위반하는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다.489  다만, 저자들

은 이러한 계약상 해석에 의하여 탈퇴동의와 교환공개매수청구를 제한하

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현실적인 대안으로 주식

에 대한 공개매수청구에 적용되는 공개매수규칙(tender offer rule)중 공개

매수청약철회원칙(withdrawal rule), 안분배정원칙(proration rule) 및 최선가

격원칙(best price rule)을 사채에 대한 공개매수청구에도 적용하여, 사채에 

대한 교환공개매수기간을 사채권자집회의 전후로 설정하여 탈퇴동의에 

찬성하지 않은 사채권자도 교환공개매수에 참여가능하도록 하는 방법으

 

의 공개매수청구(Form Three Offer)로 명명하였다. 이러한 제3유형의 공개매수청구는 강

압적인 요소가 있는 제1유형과 제2유형과 구분된다. Coffee와 Klein은 탈퇴동의를 하는 

것을 조건으로 교환공개매수청구를 하도록 하는 유형이 제1유형(Form One Offer)이고 

탈퇴동의에 찬성하는 조건으로 동의보수를 지급하면서 교환공개매수청구나 공개매수

를 하는 유형이 제2유형(Form Two Offer)으로 분류한다.    

488) Coffee and Klein(1991), pp.1256-1258  

489) Coffee and Klein(1991), pp.1258-1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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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강압적인 교환공개매수를 규제할 것을 제안하였다.490   

(2) 발행회사에게 성실의무를 부과하는 방안 

Victor Brudney 교수는 1992년 논문에서 발행회사와 사채권자간에 정

보의 불균형이 있으므로, 발행회사가 채무조정안을 제시할 때 회사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기할 것이고 사채권자는 그 안이 사채권자에게 이익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충분한 정보가 없으므로 다수결에 의한 채무재조

정을 허용할 경우 자발적인 채무재조정으로 인한 이익은 회사 및 주주가 

향유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였다. 발행회사의 전략적이고 기회

주의적인 행동으로부터 사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계약법상 해석원리

인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른 의무이행(good faith performance)원칙을 이용하

여 발행회사가 사채권자에게 공정한 기준(fairness standard)에 따라 사채계

약의 수정안을 제시할 의무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다만, 신의

성실 또는 공정성과 같은 기준은 그 해석기준이 항상 명확한 것은 아니

어서 발행회사가 사채권자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Brudney교수는 사채권자가 개별적인 대출채권자(sole 

lender)와 같은 수준의 협상력을 가지기 위하여는 발행회사에 대하여 동

의거부를 할 수 있는 법적 장치인 신탁증서법 제316조(b)항을 유지할 필

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491  

(3) 사채권자간의 신의성실의무 부과 방안 

William W. Bratton교수와 Adam J. Levitin교수는 2017년 논문에서 사채

권자의 채무조정에 대한 그간의 논의 및 실무사례를 정리하면서, 1939년 

신탁증서법 제316조(b)항의 폐지논의를 촉발하였던 소수사채권자의 동의

 

490) Coffee and Klein(1991), pp.1264-1273 

491) Brudney(1992), pp.1876-1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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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hold out)가 더 이상 실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 원인

은 대부분의 교환공개매수가 기관투자자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Rule 144A

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사채권자들의 입장에서는 Chapter 11 

절차가 점차 담보채권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발전되어 가고 있기 때문

에 Chapter 11 절차에서 채무조정을 당하는 것보다는 법원 외 절차에서 

자발적으로 교환공개매수에 응하는 것이 채권의 회수율이 높다는 인식이 

확산되었기 때문이다.492  따라서, 신탁증서법 제316조(b)항을 통하여 일반

투자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입법취지가 퇴색되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궁극적으로는 제316조(b)항을 폐지하자고 주장하면서도, 우선 다수사채권

자에 의한 권리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채권자간의 신의성실의무

(intercreditor good faith duty)를 부과하여 다수사채권자에 의한 소수사채권

자의 권리침해를 방지할 것을 주장한다.493  이러한 주장은 사채권자가 일

방적으로 또는 다수결을 통하여 이익충돌행위(self-interested unilateral or 

majority action)를 하는 것이 금지된다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19세기 판결

에서부터 연원을 찾을 수 있다. 494  미국 연방대법원은 1874년 Jackson v. 

Ludeling 판결495에서 사채권자는 전체 사채권자에게 이익이 되지 않고 특

정 사채권자에게만 이익이 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같은 

입장은 1896년 aackettstown National Bank판결496에서 지속되었다. 동 판결

에서 법원은 발행회사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다수사채권자가 다수결조항

(majority-action clause)에 의하여 지급시기가 도래한 채권의 지급의무를 

 

492) Bratton and Levitin(2017), pp.48-51 

493) Bratton and Levitin(2017), pp.4-8, p.95 

494) Bratton and Levitin(2017), p.87  

495) Jackson v. Ludeling, 88 U.S. 616(1879), 동 사건은 개별 사채권자가 사채에 제공된 담보

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행하여 담보가격을 떨어뜨린 후, 자신의 계열사로 하여금 시

가 미화 2백만불의 담보물인 철도를 미화 5만불에 매입한 사안이다. 미국 대법원은 개

별 사채권자는 다른 사채권자에게 공동으로 제공된 담보의 가치를 하락시키지 않을 

의무가 형평법상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다; Bratton and Levitin(2017), p.88 

496) aackettstown National Bank v. D.G. Yuengling Brewing Co., 74F. 110, 112(2d Cir. 1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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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한 사건에서, 법원은 서로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지는 동업자 혹은 

채권자들은 서로 신의성실에 따라 행동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시하였

다.497  즉, 동 사건에서 당시 유명한 맥주회사인 aackettstown이 사채에 대

한 이자지급을 불이행하고 회사의 지배주주와 친분이 있는 제3자로 하여

금 사채를 매집하여 다수사채권자의 지위를 취득하게 하였다. 발행회사

와 주주로부터 별도의 대가를 받기로 약정한 다수사채권자는 이자지급을 

연기하기로 사채계약의 변경에 합의하였다. 법원은 이와 같이 채무자인 

회사와 공모하여 소수채권자의 권리행사를 막기 위한 목적의 사채계약의 

변경은 신의성실(good faith)의 원칙에 반하는 부적절하고 부패한 다수결

의 권한 남용이라고 판시하였다.498  본 판결은 1939년 신탁증서법에 따라 

원리금 지급의 연기에 관한 동의는 모든 사채권자로부터 개별적으로 동

의를 받도록 하기 이전에 나온 판결로 다수사채권자가 다수결의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소수사채권자 또는 모든 사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신

의성실에 따라 행위해야 할 묵시적 성실의무가 의무가 있는 것을 인정하

는 판례로 평가된다.499 다만, 1953년 미국연방제8항소법원이 Aladdin aotel 

판결 500에서 다수사채권자가 스스로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소수사채권자가 사실상 손해를 보더라도 이익충돌을 인정

 

497 ) “Community of interest, whether in the case of partners or security holders, creates mutual 

obligation, and imposes upon all persons occupying that position the duty of acting in the utmost 

good faith towards the interests of their associates”, 위 판결 중 인용 

498) “to compel the minority bondholders to sell their bonds on such terms as he might dictate, it was 

a corrupt and unwarranted exercise of the power of the majority” 위 판결 중 인용  

499) Bratton and Levitin(2017), pp.87-88  

500 ) Aladdin aotel Co. v. Bloom, 200 F.2d 627(8th Cir. 1953), 동 사건에서 사채를 발행한 

Aladdin aotel은 신탁증서상 다수결조항에 따라 사채의 만기를 10년 연장하였다. 사채의 

만기연장에 따라 사채의 가치가 하락하는 효과가 발생하였다. 다수사채권자들은 발행

회사의 72%의 보통주식을 소유하고 있었다. 소수사채권자들은 이와 같은 사채조건변

경은 소수사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하였고, 원심은 그 주장을 인용하

였으나, 항소법원은 소수사채권자들은 위와 같은 사채조건변경이후에 사채를 매입하였

으므로, 사채조건에 따른 계약상 권리만을 취득할 뿐 원래 사채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간에 인정되는 형평법에 따른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166 

하지 않았다. Bratton 과 Levitin은 19세기 미국 연방대법원에 의하여 인정

되었던 사채권자간의 신의성실의무를 재도입하여 권리남용적인 탈퇴동의

를 제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501  

라. 영국에서의 논의  

영국 금융시장의 다변화에 따라 은행대출 이외에 직접 금융시장에서 

사채발행을 통한 금융조달이 증가하면서, 영국 기업들도 채무조정을 위

하여 탈퇴동의와 결합된 교환공개매수를 사용하고 있는 예가 증가하고 

있다. 502  2012년 Assenagon 판결 503은 탈퇴동의에 대한 영국 최초의 판결

로,504  영국법원은 이러한 탈퇴동의가 다수사채권자의 소수사채권자에 대

한 권리남용(abuse of power)이라고 판시하였다. 동 판결에서 문제된 탈퇴

동의는 미국에서 사용되는 제한약정변경에 대한 탈퇴동의가 아니라, 기

존 사채의 지급조건변경에 대한 탈퇴동의라는 점에서 미국에서의 보는 

일반적인 탈퇴동의와는 다르지만, 그 분석의 틀은 지급조건의 변경에 한

정되지 않고 넓게 적용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Assenagon판결을 검토하기

에 앞서 영국에서 발달해온 다수결남용이론 및 Assenagon판결에 영향을 

준 Azevedo판결505을 검토한다.  

(1) 다수결남용이론 일반 

영국에서는 다수결 결의 과정에서 사기적인 행위가 있거나 다수자들

이 선의로 행동하지 않은 경우(if there is fraud or the majority are not acting 

bona fide)에는 다수결 결의가 유효하지 않다는 판례가 보통법상 인정되

 

501) Bratton and Levitin(2017), pp.92-93  

502) Olivares-caminal et al(2017), p.162 

503) Assenagon Asset Management SA v. Irish Bank Resolution Corpn Ltd(formerly Angle Irsh Bank 

Corpn Ltd) [2012] EWaC 2090(Ch) 

504) Peel(2015), p.182  

505) Azevedo and Ors v. Imcopa Importancao [2013] EWCA Civ 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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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오고 있다.506  주주의 경우, 이사의 경우와 같이 주주의 이익을 우선시

할 신인의무를 부담하지는 않지만, 다수결에 의하여 소수자를 구속하는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그 권리행사의 한계를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 보

통법 법원에 의하여 발전되어 온 권리남용이론의 토대라고 할 수 있

다.507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영국법원은 다수결남용의 법리를 다수채

권자의 의결권 행사에도 적용하고 있다.  

다수결에 의한 소수자의 억압에 대한 최초의 판례는 1900년 항소법

원(Court of Appeal)이 판단한 Allen판결508이다.509  동 판결에서 법원이 다수

결에 의한 회사의 정관변경권한은 다수주주가 소수주주를 구속할 수 있

는 권한으로 그러한 권한은 “단지 법률에 따라 행사되어야 할 뿐만이 아

니라 회사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선의로 행사되어야 한다”(not only in the 

manner required by law, but also bona fide for the benefit of the company as a whole”)

고 판시한 이래, 다수자가 회사 전체를 위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

다는 것이 다수결에 의한 권리남용금지의 판단기준으로 인정되고 있

다.510   

다수주주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된 위 판결의 법리는 사채권자의 의

결권 행사에도 적용되어 왔다. 1912년 Goodfellow판결511에서 법원은 신탁

증서에 따라 다수사채권자에게 부여된 의결권은 선의로 행사되어야 한다

 

506) Fuller(2016), pp.312-313  

507) Davies and Worthington(2016), p.637  

508) Allen v Gold Reefs of West Africa [1900] 1 Ch. 671-2; 동 판결은 회사가 자본금을 납입하

지 않는 주주의 주식에 대하여 담보를 설정하기로 정관을 변경한 사안에서, 사망한 주

주의 주식만이 담보대상이 되었으므로 그러한 정관변경은 다수결의 남용이라고 주장

한 사안에서, 법원은 다수결의 남용원칙의 판단기준을 설시한 후, 동 사건에서 회사가 

악의로(bad faith)로 정관변경을 한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509) Davies and Worthington(2016), pp.636-638  

510) Davies and Worthington(2016), p.638  

511) Goodfellow v Nelson Line(Liverpool) Ltd [1912] 2 Ch. 324, 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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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하였고,512  1927년 British America Nickel판결513에서 법원은 다수사채권

자의 권한은 전체 사채권자에게 이익이 되기 위한 목적으로 행사되어야 

하며, 단지 개별 권리자의 이익만을 위하여 행사되어서는 안된다고 하였

다. 동 사건에서 의결권 행사의 대가로 일부 사채권자만이 채무조정계획

에 따른 보통주식을 받기로 별도로 이면약정한 사안에서 법원은 다수사

채권자들의 의결권 행사가 전체 사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개

별 사채권자의 전속적인 이익을 위한 것으로 다수사채권자의 의결권행사

는 그 권한 행사범위를 넘어 무효라고 판시하였다.   

다수사채권자의 의결권 행사가 전체 사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의 판단은 다수사채권자가 성실하게(in good faith) 주어진 목적을 위하여

(for the purposes for which the power is granted) 합리적으로 행사되었는지 여

부가 일반적인 기준으로 이해되고 있다.514  

전형적으로 다수채권자의 부정한 동기가 인정되어 다수결 결의가 무

효로 되는 경우는 소수채권자에게 공개되지 않는 대가가 다수채권자에게 

지급된 경우, 발행회사나 그 계열사가 채권보유자로써 자신의 이익을 위

하여 투표하는 경우, 또는 다수채권자가 발행회사에 대한 대출 또는 주

주관계 등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 등이다. 이와 같은 이익충돌을 

피하는 방안으로 일반적으로 채권자를 여러 개의 조로 나누어 투표하고, 

모든 조에 의하여 의안이 통과되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515  다만, 의안에 

찬성한 다수채권자와 반대한 소수채권자를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것이 항

상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완전한 공시(full disclosure)가 있었고, 부당하거

나 강압적인 요소가 없는 경우의 차별적 취급은 허용되고 있다. 같은 논

 

512 ) 동 판결에서 법원은 사채권자가 자신의 이익에 부합하게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금지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513) British America Nickel Corp Ltd v. MJ O’Brien [1927] A.C. 369, 371  

514) Davies and Worthington(2016), p.644 

515) Fuller(2016), pp.313-314 



 

 

169 

리로 조기 투표자에게 인센티브를 주기 위하여 찬성, 반대 투표에 관계

없이 일찍 투표한 자에게 일정한 금전을 지급하거나, 의안이 가결된 경

우 모든 투표자에게 성공대가를 지급하는 것은 허용된 차별행위로 인정

받고 있다.516 

한편, 법원은 2002년 Redwood판결517에서 다수 채권자의 의결권 남용

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의결권이 성실하게(in good faith) 

행사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단순히 다수결 결의에 의하여 소

수채권자가 불이익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다수결에 의한 권한남용이 있

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동 판결의 의미는 현실적으로 다수채권

자와 소수채권자의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만장일치를 이끌어 내기 

어려운 상황에서, 다수채권자의 결의가 채권자 전체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다는 이유로 무효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였다는 것이다. 즉, 다

수결남용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다수결의 결과가 단순히 소수채권자에게 

불리한 결과인 것을 넘어서 다수채권자에게 소수채권자의 권리를 박탈하

 

516) Fuller(2016), pp.314-315 

517) Redwood Master Fund Ltd v. TD Bank Europe Ltd [2002] EWaC 2703(Ch); 동 사건에서 채

무자인 회사가 대출단으로부터 회전대출계약(revolving credit facility)과 기한대출계약

(term loan facility)에 따른 약정(commitment)을 일정한 비율로 받은 후, 기한대출계약에 

의한 대출만을 집중적으로 집행한 후 재무상황의 악화로 지급불이행의 위험에 처하자, 

회전대출계약으로부터 대출을 집행하여 기한대출계약상의 대출을 상환하기 위하여 계

약조건의 변경을 구한 사건이다. 최초에는 회전대출계약과 기한대출계약의 대출자의 

구성이 동일하였으나, 사후적으로 회전대출계약의 대출계약이 대부분 유통시장을 통하

여 매도되어 채권자 구성이 다르게 되었고, 회전대출계약의 채권자는 이와 같은 계약

조건의 변경으로 인하여 채무자 회사의 신용위험에 더 크게 노출되어 불리한 결과가 

되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다수결에 의한 결의는 다수채권자의 소수채권자에 대한 권

한남용이라고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이와 같은 계약 변경안은 채무자인 회사가 

제안한 것이고, 다수채권자가 이와 같은 계약변경안을 제안한 것이 아니고, 신디케이

드 계약의 구조상 이와 같은 투표는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다수채권자에게 악의(bad 

faith)가 없다는 점을 들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박준·한민(2019), p.174은 법원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를 이 사건은 회사법상 소수주주보호에 관한 선

례와 구별되는 사안이고, 여신계약서상 다수대주의 결정이 모든 대주들을 구속하는 것

이 명백하고, 다수대주가 부정(bad faith)하게 행동했다는 증거가 없으며, 상사계약변경

의 효력은 전체 대주에게 미치기 때문으로 정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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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소수채권자에게는 부여되는 않는 과외의 이익을 얻기 위한 부적절

하거나 부정한 동기가 요구된다는 것이다.518  동 판결은 실무계에서 신디

케이트 계약상 다수결 조항의 유효성을 인정한 판결로 대출시장 및 실무

계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519 

(2) Azevedo판결 – 동의수수료의 적법성 

2013년 Azevedo판결 520에서 영국법원은 사채권자집회에서 의결권 행

사와 관련하여 찬성투표를 하는 경우 동의보수를 지급하는 사실이 모든 

사채권자에게 미리 공개된 경우에는 동의보수지급이 허용된다고 판시하

였다. 동 판결의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브라질 회사를 모회사로 둔 우

루과이 자회사가 2006년 만기 3년, 연간 이자 10.375%를 지급하는 액면

금액 미화 1억불의 사채를 모회사인 브라질 회사의 보증을 붙여 발행한 

이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채무재조정의 일환으로 이자지급을 면제하고 

만기를 연장하는 취지의 다수결 결의를 수차례에 걸쳐 구하였다. 동 사

채는 영국법을 준거법으로 하는 신탁증서하에 발행되었으며, 이자지급면

제나 원금상환 만기연장을 위하여는 전체 사채권자의 75%가 참석한 회

의에서 참석한 채권자의 75%가 찬성하는 특별결의가 필요하였다. 피고

회사는 2009년 11월, 2010년 6월 및 2010년 11월 세차례에 걸쳐 이자지급

면제, 만기연장 및 만기지급조건 변경을 결합한 사채조건 변경을 제안하

면서, 사채권자가 사채권자집회에 참석하여 투표하고, 사채변경안이 가결

되는 것을 조건으로 찬성한 사채권자에게 의결권행사에 대한 보수를 지

급하기로 하였다. 지급하기로 한 금액은 사채 액면금액 미화 1000불당 

미화 24.94불로 원래 지급할 이자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었다. 세번의 

 

518) Fuller(2016), pp.313-314  

519) Peel(2015), pp.175-177  

520) Azevedo and Ors v. Imcopa Importancao [2013] EWCA Civ 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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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안은 모두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521  원고는 두번째와 세번

째 사채권자집회에서 반대투표한 후, 위 결의들은 불법한 뇌물을 통하여 

성립된 결의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법원에 소를 제기하였다.  

법원은 사채권자집회에 투표할 대리인(proxy)에게 채무조정안에 찬성

하는 취지의 지시를 한 사채권자에게 그러한 결의안이 통과된 경우에는 

미리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명확하게 공시하였기 때문에, 동 사건에

서 의결권 행사에 대한 동의수수료 지급이 찬성투표를 한 사채권자에게

만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의결권 행사에 대한 불법한 뇌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3) Assenagon판결 – 탈퇴동의의 적법성 

Assenagon판결 522의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2009년 자산운용회사인 

Assenagon은 아일랜드 은행인 Anglo Irish Bank가 영국법을 준거법으로 하

는 신탁증서(Trust Deed)에 의하여 발행한 액면금액 1700만 유로 상당의 

후순위 변동금리부 채권을 매입하였다. 2009년 초반 동 은행은 재정적 어

려움으로 아일랜드 정부에 의하여 국유화되었다. 아일랜드 정부는 동 은

행의 자본구조를 개선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2010년 교환공개매수를 통

하여 기존의 사채권자들로부터 기존사채의 액면금액의 20%에 해당하는 

새로운 사채를 교부하는 교환공개매수를 진행하였다. 교환공개매수의 조

건은 교환공개매수의 만료일까지 교환공개매수청구에 대한 청약의사표시

와 함께 탈퇴동의를 하는 것이었다. 탈퇴동의의 내용은 그 이후에 개최

될 교환대상인 기존 사채의 사채권자집회에서 사채권 1,000유로 당 0.01

 

521) 2009년 11월 집회의 경우 90% 이상 참석, 참석자의 99% 이상 찬성, 2010년 6월 집회

의 경우 94% 이상 참석, 참석자의 99%이상 찬성, 2010년 11월 집회에는 88%이상 참석, 

98%이상이 찬성하였다.   

522) Assenagon Asset Management SA v. Irish Bank Resolution Corpn Ltd(formerly Angle Irsh Bank 

Corpn Ltd) [2012] EWaC 2090(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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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에 상각하기로 동의하는 투표대리권(proxy)을 은행이 선정한 교환공

개매수대리인에게 제공하는 것이었다. 동 교환공개매수는 90%이상의 사

채권자들이 교환공개매수에 응함으로써 성공적으로 종결되었고, 그 이후

에 개최된 사채권자집회에서 원래 탈퇴동의안대로 기존 사채를 상각하는 

결의가 이루어진 결과, 교환공개매수에 응하지 않았던 원고는 보유하고 

있던 채권액면가 1700만 유로에 상당하는 사채를 170유로에 상각당하였

다. Assenagon은 동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의 무효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

고, 영국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인용하였다.523 

영국법원은 동 사안에서 다수사채권자의 탈퇴동의는 의결권행사가 

제한되는 발행회사에 의한 의결권행사에 해당하므로 탈퇴동의에 의한 사

채권자집회의 결의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하였다. 교환대상인 사채조건상 

발행회사가 보유하고 있거나 발행회사를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사채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서 의결권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다수사채권자들

의 탈퇴동의는 발행회사에 의한 교환공개매수의 성립 공표 이후 교환공

개매수가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사채권자집회에서 의

결권 행사 당시 사채권자들은 이미 발행회사에게 보유사채를 매도할 의

무가 발생하였으므로, 비록 법률적으로는 아직 사채권자들이 기존 사채

의 소유자이지만, 사채권자의 매도의무에 따라 실질적으로 발행회사를 

위하여 사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교환공개매수에 응

한 다수사채권자의 의결권행사는 제한되어야 하므로, 위 탈퇴동의에 따

른 사채권자의 의결권행사 및 그로 인한 권리변경이 유효하게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시하였다. 524  나아가 법원은 원고의 다수결에 의한 권리남용

 

523) Liu(2018), p.124 

524 ) 동 판결의 사실관계에 따르면, 발행회사는 2010년 10월 21일 교환공개매수 및 사채

권자집회의 공고를 하고, 교환매수청구의 청약만료일(2010년 11월 19일)까지 교환공개

매수에 대한 청약을 함으로써, 향후 개최될 교환대상인 사채의 사채권자집회(2010년 

11월 23일)에서 발행인의 제안에 따라 기존 사채를 상각하는 조건에 동의하는 의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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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에 대하여도 판시하면서, 동 사건에서 다수사채권자들은 전체 사채

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성실하게(bona fide)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는 

원칙에 위배하여 소수사채권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

로 의결권을 행사하였으므로 다수사채권자들에 의한 권한의 남용이라고 

판단하였다. 즉, 교환공개매수와 결합된 탈퇴동의에 찬성하지 않을 경우 

열후한 입장에 처할 것이 두려워 찬성을 한 소수사채권자에 대한 강압이 

있었고, 이는 다수사채권자의 소수사채권자에 대한 권리남용(abuse of 

power)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동 사건의 다수결 결의는 무효라고 하였다. 

다만, 법원은 모든 탈퇴동의가 당연히 무효는 아니고 최초의 교환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채권자라고 하더라도 사채권자집회 결의 이후에 원래

의 교환공개매수에 응할 기회가 주어지는 참가형 탈퇴동의(drag-along exit 

consent)와 결합된 교환공개매수는 무효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부연하였

다. 525  또한, 법원은 동 사건과 Azevedo사건과의 차이를 설명하면서 

Azevedo사건에서의 동의수수료지급은 사채권자 전체에게 유익한 결과를 

가져오기 위한 긍정적인 유인(positive inducement)인 반면, 동 사건에서의 

탈퇴동의는 기존의 사채의 가치를 파괴하기 위한 부정적인 유인(negative 

inducement)으로 허용되지 않는 강압(coercion)이라고 판시하였다.526 

(4) Assenagon판결의 평가 

Assenagon판결은 실무계에서는 예상치 못한 판결로 탈퇴동의의 유효

 

리권(proxy)를 발행인이 지정하는 대리인에게 부여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공고하였다. 

다만, 사채권자가 교환공개매수청구에 응하지 않거나, 교환매수청구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각 사채권자는 사채권자집회에서 각자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고 공고하

였다. 그 이후 사채권자의 90%이상이 교환공개매수청구에 대한 청약을 하여 발행회사

는 2010년 11월 22일 교환공개매수가 성공하였다는 것(즉, 발행회사가 다수채권자의 

교환공개매수청약을 수락한다는 내용)을 공표한 다음날인 2010년 11월 23일 사채권자

집회에서 본건 탈퇴동의의 결의가 성립되었고, 그 다음날인 2010년 11월 24일 기존 사

채권자는 교환공개매수계약에 따라 기존의 사채를 새로운 사채로 교환하였다.  

525) Assenagon, [2012] EWaC 2090(Ch)[75]-[76]  

526) Assenagon, [2012] EWaC 2090(Ch)[8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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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 대하여 많은 논란을 초래하였다.527  

Benjamin Liu는 동 판결에 대한 다음과 같이 비판한다. 우선 다수자

의 소수자에 대한 억압(oppression)이 문제되는 경우는 다수자가 스스로 

다수자인 것을 미리 인식하고 그 권한을 남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교

환공개매수청구와 결합된 탈퇴동의를 행사하는 경우, 찬성을 하는 사채

권자는 스스로가 다수사채권자에 속하는지를 알지 못한다. 즉, 탈퇴동의

는 확정된 다수가 없을 때 발행회사가 다수결의 동의를 얻기 위한 방법

으로 쓰는 장치이므로 다수결남용의 전제가 성립되지 않는다.528  또한 탈

퇴동의 자체에 강압적인 요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탈퇴동의와 같이 진행

된 교환공개매수가 사채권자 전체에게 이익이 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동 판결은 탈퇴동의 자체만을 분리하여 판단하였

다.529  

또한, 동 판결에 대하여 긍정적 평가를 한 Robert Peel도 Assenagon판

결과 Azevedo판결은 다수사채권자에게 일정한 방향으로 의결권을 행사

하도록 유도한다는 점에서 본질은 같음에도 불구하고, Assenagon판결을 

한 법원은 의결권행사에 대한 유인을 긍정적인 유인과 부정적인 유인으

로 나누어 그 유효성을 여부를 판단한 점이 아쉽다고 하였다. 즉, 부정적

인 유인이 있는 탈퇴동의의 경우 모두 무효라고 할 경우, 본건과 같이 

거의 원금전액의 손실을 보는 정도의 극단적인 내용의 탈퇴동의가 아니

라, 채무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제한약정의 변경과 같은 정당성이 있는 

탈퇴동의까지 무효로 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긍정적 유인의 경우에도 

동의수수료 금액이 합리적인 수준을 상회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채권자들

이 일정한 방향으로 의결할 압력을 느끼게 되므로, 유인요소가 긍정적인

 

527) Olivares-caminal et al(2017), p.163 

528) Liu(2018), p.125  

529) Liu(2018), p.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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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부정적인지 여부가 본질적인 요소가 될 수는 없다.530  또한, 탈퇴동의

만을 분리하여 적법성을 판단하는 경우에는 본 사건과 같이 원본을 거의 

소각하는 수준의 극단적인 탈퇴동의가 아닌, 미국에서 통상적으로 이루

어지고 있는 제한약정을 완화하거나 제거하는 탈퇴동의(예를 들면 새로

운 사채를 발행하기 위한 재무비율약정의 완화 등)도 적법하지 않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였다.531  Assenagon판결 이후 교환공

개매수 및 탈퇴동의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이 확대되어 영국에서는 채무

조정을 위한 합의개편계획(scheme of arrangement)나 도산법상 회사자율협

약(company voluntary arrangement)의 사용이 더욱 안정적인 채무조정방식

으로 인식되고 있다. 532  또한, 영국법을 준거법으로 발행된 사채에 대한 

탈퇴동의 방식의 채무재조정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대되어, 국제 법률사

무소들은 뉴욕법을 준거법으로 하는 신탁증서를 사용하여 사채를 발행할 

것을 권고하기도 하였다.533 

한편, Robert Peel은 Assenagon판결과 Azevedo판결을 다음과 같은 측

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동 판결들은 다수결 결의의 주관적 요소

와 객관적 요소의 기준을 일응 제시하였다고 볼 수 있다. Azevedo판결에

서 문제된 동의수수료는 결의를 성립하기 위한 유인으로 제공된 것일 뿐 

사채권자의 권리를 박탈하고자 하는 악의(bad faith)를 유추할 수 없는 반

면, Assenagon판결에서 문제된 탈퇴동의는 사채권자들의 권리를 박탈하는 

약탈적인 동의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투자자가 전체 사채권자에게 이익이 

된다고 판단할 수 없다.534  

Assenagon판결이 실무계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제한약정을 변경

 

530) Peel(2015), pp.185-186   

531) Peel(2015), p.186  

532) Davies and Worthington(2016), p.1097  

533) DPW(2012) 

534) Peel(2015), p.181,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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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탈퇴동의까지 무효로 한 것이라기 보다는 탈퇴동의의 합리성 여부

를 기준으로 적법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보아야 한다. 535 

Assenagon판결에서 법원은 탈퇴동의에 반대한 자도 교환공개매수에 참가

할 수 있는 참가형 탈퇴동의(drag-along exit consent)는 적법할 것이라고 인

정하였으므로, 모든 종류의 탈퇴동의가 금지되었다고 볼 수 없다. 536  따

라서, 미국에서 이루어는 제한약정의 변경을 위한 탈퇴동의와 같이 채무

재조정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한 탈퇴동의는 여전히 허용된다고 해석

될 여지도 있어 보인다.  

마. 상법상 탈퇴동의의 가능성 

상법상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의한 지급조건의 변경이 인정되므로, 

탈퇴동의를 통하여 사채조건변경을 하면서 별도로 교환공개매수를 할 실

익은 적다. 실제 한국에서 이루어진 채무재조정은 일반적으로 출자전환

의 형태로 이루어져 왔다. 다만, 상법상 다수결 결의에 의하여 원금의 감

축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본 장 제3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로 사채원금을 감축할 수 없

다는 볼 경우에는 미국과 같이 탈퇴동의가 결합된 교환공개매수를 활용

할 여지가 있다.  

또한, 다수결 결의에 의한 지급조건변경이 허용되는 경우나 출자전

환을 하는 경우에도 강압적 요소를 부가하여 사채조건의 지급조건을 변

경하고자 하는 시도가 가능할 수 있다(예를 들어, 출자전환하는 사채비

율을 고정하고, 출자전환에 응하지 않는 경우 사채조건이 불리하게 변경

되는 경우를 상정할 수 있다). 한국 상법상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는 법원

의 인가를 받아야 효력이 발생하는데, 강압적인 탈퇴동의를 결의내용으

 

535) Peel(2015), pp.186-188   

536) Peel(2015), p.184, 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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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거나 동의수수료를 지급하여 성립된 사채권자결의의 경우에는 구체

적 정황과 사실관계에 따라 사채권자집회의 결의가 부당한 방법에 의하

여 성립된 때(상법 제497조 제1항 제2호), 결의가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

(같은 항 제3호) 또는 결의가 사채권자의 일반의 이익에 반하는 때(같은 

항 제4호)에 해당하여 법원에 의하여 결의인가가 거부될 가능성도 있다.  

위에서 검토한 영미의 판결에서 상법상 다수결 결의나 탈퇴동의의 

해석상 참고가 될 만한 요소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다수결 결의나 사채권자의 개별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동

의수수료나 탈퇴동의의 효과가 전체사채권자에게 미치는가 아니면 일부 

사채권자만을 우대하거나 차별하여 취급하는가 하는 점이다. 영국의 

Azevedo판결이나 미국의 Kass판결을 보더라도 동의수수료 지급조건이 전

체사채권자를 대상으로 투명하게 공개되었다는 점이 결의의 유효성을 인

정한 중요한 판단요소였다. 또한 Assenagon판결에서도 영국 법원은 탈퇴

동의에 거부한 사채권자도 교환공개매수에 참여할 수 있는 참여형 탈퇴

동의는 적법하다고 하였다. 한편, 사전적으로 특정 사채권자에게만 불리

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탈퇴동의의 경우에는 현저하게 불공정한 결의

(상법 제497조 제1항 제3호)로 결의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을 것

이다. 

다음으로, 탈퇴동의의 목적이 순전히 사채권자의 권리를 박탈하기 

위한 목적인지, 아니면 탈퇴동의가 전체적인 채무재조정을 위하여 필요

한 요소인지 여부를 합리적인 사채권자의 기준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탈

퇴동의가 전체적인 채무재조정 계획의 일부로써 필요한 경우(예를 들어 

새로운 사채를 발행하기 위하여 제한약정을 완화하거나, 다른 종류의 채

권자와의 채무조정계획의 균형상 이자율을 일부 감축하거나 지급시기를 

연장하는 경우)에는 탈퇴동의에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사채권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박탈하는 탈퇴동의는 사채권자의 일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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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에 반하는 결의(상법 제497조 제1항 제4호)로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발행회사와 다수사채권자에게 명백한 불법행위나 이익

충돌상황이 있는 경우 탈퇴동의의 적법성이 문제될 수 있다. 채무재조정 

상황에서 발행회사와 다수사채권자 및 소수사채권자간의 이해관계가 대

립할 수 있기 때문에 당사자의 주관적 의도만으로 탈퇴동의의 적법성을 

판단하기는 한계가 있다. 다만, 다수사채권자가 탈퇴동의로 이득을 보는 

별도의 지위나 약정, 또는 거래관계가 있는 경우 등 명백한 이익충돌이 

있거나 불법적인 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부당한 방법에 의하여 성립된 결

의(상법 제497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여 탈퇴동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3. 단순 교환공개매수  

사채의 지급조건변경을 위하여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를 구하거나 탈

퇴동의와 결합된 교환공개매수를 하지 않고, 단순 교환공개매수를 하는 

경우 적용되는 규제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러한 규제내용은 탈퇴동의와 

결합된 교환공개매수를 하는 경우에도 교환공개매수부분에 대하여는 동

일하게 적용될 것이다. 탈퇴동의와 결합되지 않은 교환공개매수의 경우

는 교환의 대상이 되는 사채와 새로운 증권의 경제적 가치가 유사하거나, 

새로운 증권에 대한 교환공개매수에 응모할 다른 경제적 유인이 있는 경

우에 효용성이 있을 것이다. 뒤에서 살펴보는 일본의 케네딕스사의 교환

공개매수는 교환공개매수에 응할 경우의 인센티브를 설계하여 성공한 사

례라고 볼 수 있다. 단순 교환공개매수에서 새로운 증권을 발행할 때 적

용되는 규제는 출자전환에서 신주를 발행할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하에서는 우선 외국에서 적용되는 교환공개매수에 대한 증권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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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살펴보고, 한국에서 단순교환공개매수에 대한 규율을 검토한다.  

가. 미국의 경우  

미국에서 사채 교환공개매수를 함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하는 증권규

제는 기존채권의 교환대상이 되는 신규발행증권에 대한 1933년 증권법

(Securities Act of 1933)과 기존에 발행한 채권을 매수하는 데 관련된 1934

년 증권거래소법(Securities Exchange Act of 1934)이다. 기존의 사채권자에 

한정하여 새로운 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1933년 증권법상의 등록면제규정

을 이용할 수 있고, 교환공개매수의 대상이 채권인 경우 反사기규정을 

제외한 주식에 적용되는 공개매수규정은 거의 적용되지 않으므로 신속한 

교환공개매수의 진행이 가능하다.  

(1) 1933년 증권법상의 규제 

교환공개매수(exchange offer)는 기존의 채권에 대한 공개매수(tender 

offer)와 새로운 증권을 발행하는 행위가 결합된 거래 형태라고 할 수 있

다. 매수청구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1934년 증권거래소법상의 규정

이 적용되지만, 새로운 사채를 발행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새로운 사채를 

발행하는 방식에 따라서 1933년 증권법상 적용규정이 달라진다.  

교환공개매수와 관련된 발행형태는 크게는 (i) 증권신고서 제출 및 

SEC의 검토를 거치는 등록교환공개매수, (ii) 증권신고서의 제출이 면제되

는 증권에 해당하는 등록면제 교환공개매수, (iii) 증권신고서 제출이 필요

하지 않은 사모교환매수로 구분된다.537  

(가) 등록교환공개매수  

기존의 사채권자가 널리 분산되어 있는 경우, 공모절차를 통하여 새

 

537) Gkoutzinis(2013), pp.14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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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운 증권을 발행하여 교환매수를 청구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등록교환

공개매수(registered exchange offers)는 발행회사 입장에서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새로운 증권발행에 따른 1933년 증권법 

제11조상의 법정책임이 발생하지만, 538  교환공개매수의 청약권유를 위하

여 증권회사 등 각종 기관을 고용할 수 있고, 새로 발행된 사채에 대한 

전매제한이 없다는 등의 장점이 있다.539  

(나) 등록면제 공개교환매수  

사채의 교환공개매수가 미국 증권거래소법 제3조(a)항(9)의 요건에 

맞추어 기존의 증권 소유자만을 상대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새로운 사

채의 발행에 따라 별도의 증권신고서 등을 제출할 필요없이 교환공개매

수를 할 수 있다.540  제3조(a)항(9)에 따른 교환 공개매수의 장점은 증권신

고서 작성의 필요없이 교환공개매수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고, 새로이 

발행되는 증권의 종류에 특별한 제한이 없고, 발행회사 입장에서 현금이 

부족하더라도 새로운 사채의 발행을 통하여 채무재조정을 도모할 수 있

으며, 탈퇴동의(exit consent)와 결합된 거래구조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다

만, 투자 은행 기타 조언자에게 수수료 등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제한되

어 있어 투자은행으로부터 복잡한 거래구조에 대한 조언을 듣거나 투자

 

538 ) 등록교환공개매수의 경우, 채무자 회사는 SEC에 신고된 투자설명서(prospectus)에 의

하여만 증권을 발행할 수 있고, 증권발행은 SEC의 검토 후 효력이 발생하므로 신속한 

채무조정이 어려우며, 채무자 회사는 증권의 공모발행에 따른 엄격한 법정책임을 지게 

된다. 일반 증권공모발행의 경우에는 1933년 증권법 제5조(a)항에 따라 증권신고서가 

SEC의 검토 후 효력을 발생한 이후에만 증권의 판매에 투자권유가 가능한 것이 원칙

이지만, 사채에 대한 등록교환공개매수의 경우에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교환공개

매수의 경우 사채발행인은 증권신고서의 제출한 때부터 사채의 교환공개매수에 대한 

권유가 가능하도록 인정하고 있다(미국 증권법, Rule 162).  

539) Gkoutzinis(2013), p.145 

540) 1933년 증권법 제3조(a)항(9)은 (i) 기존의 발행인이, (ii) 새로운 증권의 투자권유에 대

하여 제3자(주로 발행을 주관하는 투자은행 등)에게 보수를 지급하지 않고, (iii) 기존의 

증권보유자에게만 새로운 증권을 발행하는 세가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증권법상 발

행규제를 면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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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을 통한 투자권유가 제한되는 것이 단점이다. 541  한국의 출자전환제

도와 관련하여 신속한 채무재조정을 위하여 도입을 고려해 볼 만한 제도

이다.542  

(다) 사모교환매수 

미국 1933년 증권법 제4조(2)항은 공모에 의하지 않고 발행되는 증

권, 즉 사모발행증권에 대하여는 1933년 증권법상 공모규제의 적용을 면

제하고 있다. 교환매수가 사모발행방식 543에 의하여 이루어질 경우, 발행

회사의 입장에서 등록발행에 따른 시간과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고, 

1933년 증권법 제3조(a)항(9)에 따른 등록면제발행의 경우에 적용되는 보

수지급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발행대상이 소수의 기관

투자자 또는 전문투자자들에게 한정되므로 교환매수에 응하지 않는 기관

투자자들에 의한 동의거부(hold out)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단점이 있

 

541) Gkoutzinis(2013), pp.154 – 172에 의하면 1933년 증권법 제3조(a)항(9)에 따른 교환공개

매수를 할 경우, 계열사가 발행한 증권을 교부할 수 없기 때문에 기업의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사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보수지급금지조건과 관련하여서 단순히 기

존 증권보유자들에게 연락하고 교환청구내용을 설명하는 단순한 업무에 대하여는 제3

자를 고용하여 비용을 지급할 수 있지만, 거래구조의 설계에 관여하는 투자은행, 로펌 

등에 대하여는 성공보수를 지급할 수 없으므로, 성공과 무관하게 고정보수(flat fee)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진다고 한다. 

542) 한국에서의 출자전환에 관한 논의는 제3장 제4절 3.  

543) 특정 발행이 사모발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SEC는 각종 No-action letter를 통

하여 (i) 투자자의 위험 감수능력과 위험에 대한 이해력의 정도; (ii) 투자권유를 받는 

투자자의 숫자; (iii) 일반적인 광고나 투자권유행위가 없을 것; (iv) 투자자에게 대한 발

행인 정보의 제공 가능성; 및 (v) 재판매제한여부의 다섯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왔다. 

SEC는 1982년 Regulation D를 제정하여 사모발행에 대한 면제요건(safe harbor)에 해당할 

수 있는 각종 발행요건을 명시하였다. Regulation D에 따른 발행의 경우, 발행인은 투자

권유상대방을 전문투자자(accredited investor)로 제한하고, 투자자들이 투자의 위험과 내

용을 이해하였으며 전매제한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확약서(Investor Letter)를 사인하도록 

하고 있다(Gkoutzinis(2013), pp.178 – 183); 미국 발행시장에서는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사모발행형태는 1933년 증권법 제4조(2)항과 Regulation D에 따른 것과 Rule 144A에 따

른 것 두가지 종류인데, 각각 발행규모, 대상투자자, 발행서류, 전매제한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Regulation D의 경우 일반적으로 규모가 적은 미국 국내 사채발행의 경

우 더 자주 이용되고 발행서류도 Rule 144A에 비하여 더 간소하다. Law360, Prepping For 

Project Bonds(August 28,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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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544  

(라) 새로운 증권의 발행 간주  

기존의 사채조건변경만을 위한 동의권유를 하고, 별도로 새로운 사

채와의 교환이나 현금교부를 대가로 한 사채의 매도를 요구하지 않는 경

우 사채조건에 대한 변경동의요구가 실질적으로 1933년 증권법상 새로운 

증권을 발행한 효과를 가져오는지 여부(new security doctrine)가 문제된다.  

새로운 증권발행여부의 판단기준은 사채계약의 내용변경이 사채권자

들의 권리에 근본적인 변경을 가져와서 원래의 투자내용과 실질적으로 

내용이 다른 투자를 한 결과가 되는지 여부이다. 만일 사채조건의 변경

이 새로운 증권발행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1933년 증권법에 따라, 

SEC에 신고된 투자설명서(prospectus)에 의하여만 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등록발행의 경우 증권발행은 SEC의 검토 후 효력이 발생하므로 신속한 

채무조정이 어렵고, 발행회사는 증권의 공모발행에 따른 엄격한 법정책

임을 지게 되므로, 신탁증서의 변경을 통해 채무조정을 하고자 하는 발

행회사는 신탁증서의 변경이 새로운 증권의 발행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

에서 신탁증서의 변경을 도모하게 된다.545  

미국 법원은 실질투자기준(substantive investment test)을 적용하여, 신

탁증서의 변경으로 최초 투자시에 고려하였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새로운 증권이 발행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단순한 조건변경인 

경우에는 새로운 증권의 발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특히, 신

탁증서의 조건변경이 투자자들에게 불리한지 여부가 중요한 고려요소가 

되어 왔다.546 예를 들어, Associated Gas & Electric Co.판결547에서 발행회사가 

 

544) Gkoutzinis(2013), p.179 

545) Gkoutzinis(2013), pp.273-274  

546) Gkoutzinis(2013), pp.275-276 

547) SEC v. Associated Gas & Electric Co., 99 F.2d 795(2d Cir.,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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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원금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잔존채권의 만기를 5년간 연장하고 추가

로 연 2%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한 것은 새로운 증권의 발행에 해당한다

고 하였다.  

SEC는 각종 no-action letter 및 공시가이드라인을 통하여 1939년 신탁

증서법에 의하여 모든 사채권자들의 동의가 필요한 사채조건의 변경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새로운 증권의 발행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한편, 미국 SEC는 신탁증서상 각종 제한약정을 변경하거나 삭제하

는 변경의 경우 새로운 증권의 발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no-

action letter를 통하여 확인하였다.548 

(2) 1934년 증권거래소법상 규제  

기존 사채에 대한 공개매수를 하면서 새로운 증권이나 현금을 대가

로 지불하는 경우, 공개매수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검토대상이다. 매

수대상이 되는 증권이 전환사채와 같이 주식관련 사채일 경우 추가적인 

규제가 적용된다. 反사기규정은 모든 경우에 적용된다. 

(가) 공개매수규정 적용 여부  

미국에서 공개매수(tender offer)에 대한 규제인 1968년 William Act549는 

회사의 지배권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의 현금공개매수에 대하여 투

자자 보호를 위하여 강화된 공시요건 및 거래방법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다.  

채무조정과 관련한 교환공개매수는 주주가 아니라 사채권자를 대상

으로 하지만, Wellman Test의 요건550이 일부 충족되는 경우에는 채권에 대

 

548) Gkoutzinis(2013), pp.277-284 

549 ) 당시 상장기업의 지배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상장주식에 대한 현금매수청약이 성행

하면서 이에 따른 규제의 필요성에 따라 미국 1934년 증권거래소법 제13조(d),(e),(f)항 

및 제14조(d),(e),(f)항을 새로 도입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550) 미국 증권거래소법상 공개매수(tender offer)가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고, 어떤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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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교환공개매수에도 1934년 증권거래소법상 공개매수규제가 적용된

다.551 

(나) Regulation 14E 

공개매수규정 중 일부인 미국증권거래소법 제14조(e)항의 하위규정

인 Regulation 14E는 공개매수대상이 되는 증권의 종류가 주식인지 채권

인지를 불문하고 모든 공개매수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규정이다.552  즉, 대

상 증권이 주식이 아닌 공개매수에 대하여 적용되는 유일한 규제로 최소

청약기간 20일 유지의무(청약조건 변경시 추가 10일간 청약기간 연장)를 

그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다.553  

Regulation 14E만 적용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증권신고서 등의 제출이 

필요하지 아니하다.554  

교환공개매수의 대상이 사채인 경우 사채의 특성을 감안하여 주식에 

 

래가 미국 공개매수규제(tender offer Rule)의 적용을 받는 거래인지 여부는 Wellman판결

(Wellman v Dickinson, 475 F. Supp.783, 823-24(S.D.N.Y. 1979))에서 제시된 8가지 요소를 기

준으로 하는 Wellman Test에 의하여 판단하고 있다. Wellman Test의 8가지 요소는 다음과 

같다. ①발행회사의 일반주주에 대한 적극적이고 광범위한 청약권유; ②청약권유가 실

질적인 비율(substantial percentage)의 주식을 대상으로 행하여 질 것; ③매수청약이 당시 

시장가보다 높은 가격에서 이루어 질 것; ④청약권유의 조건에 대한 협상가능성이 없

고 고정되어 있을 것; ⑤일정한 숫자의 주식에 대하여 청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조건으

로 청약을 승낙하는 구조일 것; ⑥청약이 한정된 시간 동안만 제공될 것; ⑦청약의 권

유를 받는 자들이 청약을 하도록 하는 압박이 존재할 것; ⑧공개적인 청약의 권유 이

후 신속히 청약의 매수를 권유할 것.   

551) Olivares-caminal et al(2017), p.143 

552) Gkoutzinis(2013), p.56 

553) Regulation 14E의 핵심적인 규제는 Rule 14e-1(17 CFR § 240.14e-1)이다. REGULTION 14E

는 모두 8개의 조항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그 중 tender offer의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조항은 다음과 같다. (i) tender offer(청약권유)는 적어도 공표일 또는 청약권유의 자

료를 증권보유자에게 보낸 날로부터 최소한 20일간 지속되어야 함(SEC Rule 14e-1(a)); 

(ii) 청약권유의 조건 중 매수하고자 하는 증권의 비율, 매수대가, 또는 청약권유를 집

행하는 증권회사(dealer)의 보수를 변경(증가 또는 감소 모두 포함)하는 경우 그 변경일

로부터 청약권유가 최소한 10일간 지속되어야 함(SEC Rule 14e-1(b)); (iii) 청약권유를 하

는 자는 청약권유가 취소되거나 종료되는 경우 조속히 매수대가를 지급하거나 대상증

권을 반환하여야 함(SEC Rule 14e-1(c)); (iv) 청약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청약권유를 하는 

자는 그러한 사실을 공시하여야 함(SEC Rule 14e-1(d)).   

554) Saggese et al(1991), pp.609-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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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공개매수에 비하여 최소청약기간555 , 매수가격556  및 매수대가의 지급

557에 대하여 완화된 규제가 적용된다.  

(다) 전환사채에 대한 공개매수  

전환사채에 대한 공개매수의 경우에는 주식에 대한 공개매수에 적용

되는 규제들이 추가로 적용된다.558  주식에 대한 공개매수의 경우에는 추

가로 Schedule TO에 따라 Regulation 14D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기재한 

 

555) SEC는 No-action letters를 통하여 채권의 경우 10일/20일 최소청약기간 요건을 완화하

여 짧은 기간 동안만 공개매수를 지속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2015년에는 투자등급

채권이 아닌 채권이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20일 미만의 짧은 기간(주로 5

영업일이 사용된다)동안 fixed spread 방식으로 가격을 정하는 현금매수청구를 허용하는 

No action letter를 발표하였다. SEC No-Action Letter, Abbreviated Tender or exchange offer for 

Non-Convertible Debt Securities(January 23, 2015) 

556 ) 사채에 대한 공개매수를 하는 경우 채권가격은 이자율의 변동에 따라 변경되는데, 

고정이율의 사채로 교환공개매수를 하는 경우, 공개매수기간동안 시장 이자율이 변경

되어, 교환대상인 사채의 가격이 교환대상이 되는 사채의 가격보다 상승하여 채무자 

회사입장에서는 공개매수를 할 유인이 없어질 수 있다. 미국 SEC는 1986년 이후 여러 

차례 No-action letters를 통하여 투자등급 채권에 대하여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

우 사채의 매수가격을 매수청약권유일 직전의 미국 국채에 fixed spread를 더하는 방식

으로 정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SEC No-Action Letter, Salomon Brothers, Inc.(March 12, 

1986); SEC No-Action Letter, Goldman Sachs & Co.(March 26, 1986); SEC No-Action Letter, 

Salomon Brothers, Inc.(October 1, 1990) (Morrison(2015) p.15); 위 No action letter들은 2015년 

SEC No-Action Letter(January 23, 2015)에 의하여 대체되었다.  

557 ) 사채에 대한 매수대가는 주식에 대한 현금매수청구와 달리 Rule 14d-10에 따른 “동

등 취급”(equal treatment) 요건하에 모든 청약권유대상자에게 다른 채권보유자들에게 지

급되는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을 일률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사채에 

대한 현금매수청구는 Dutch Auction(더치 옥션)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더치 

옥션을 하는 경우, 채무자 회사는 일정 금액의 사채를 공개 매수할 것을 공표한 이후, 

일정한 기간내에 사채권자로 하여금 사채를 채무자 회사에 매도할 가격을 제시할 것

을 요구하고, 가장 낮은 제시가격순서로 사채를 공개매입할 수 있다. 약간 변형된 형

태로 최소 매수가격과 최대 매수가격의 범위를 제시하기도 하는데, 그 범위가 넓지 않

은 경우가 대부분이다(Gkoutzinis(2013), pp.71-72). 

558 ) 주식에 대한 공개매수는 증권거래소의 검토 이후 그 의견을 반영한 공개매수신청서

를 사용하여 진행하여야 한다(Regulation 14D, 17 CFR § 240.14d(SEC 2009)). 주식에 대한 

공개매수는 모든 보유자들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므로, 증권신고서의 면제를 위하여 기

관투자자등 일부 투자자에 한정하여 진행하는 공개매수를 할 수 없고, 공개매수대가의 

지급도 일률적으로 하여야 하므로 일찍 공개매수에 응하는 보유자들에게 높은 가격을 

지급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등 추가적인 제한이 적용된다(Olivares-caminal et al(2017), 

p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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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 포함한 공개매수신청서를 증권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559  

(라) 反사기규정  

사채의 교환공개매수를 위하여 새롭게 발행하는 사채가 1933년 증권

법 제3조(a)항(9)에 따라 발행되는 경우 새로운 증권의 발행에 관한 증권

신고서 작성 및 제출의무가 면제되므로, 사채의 교환공개매수에 대하여 

1933년 증권법 제11조에 따른 허위증권신고서 작성 책임은 발생하지 않

는다. 다만, 기존에 발행된 증권의 매매와 관련하여 1934년 증권거래소법

상 反사기규정(anti-fraud rules)인 제10조(b)항 및 하위규정인 Rule 10b-5는 

적용된다.560 

나. 영국의 경우  

(1) 공개매수지침의 적용여부 

유럽연합내에 적용되는 공개매수지침(Directive on Takeover Bids) 561은 

 

559) Schedule TO, 17 CFR § 240.14d-100(SEC 2009) 

560 ) 1934년 증권거래소법 제10조(b)항에서는 사기적이거나 기만적인 방법(manipulative or 

deceptive device or contrivance)을 사용하여 증권을 매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Rule 

10b-5에 의하면, 증권의 공개매수에 사용되는 어떠한 서류도 중요한 사실에 대한 허위

내용을 포함하거나 중요한 사실을 기재하지 아니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17 CFR § 

240.10b-5). 따라서, 공개매수를 하는 발행인은 회사에 대한 중요정보를 포함한 서류를 

작성하여 공개매수를 하고, 회사가 정기공시의무를 지는 경우에는 정기보고서의 내용

을 참조하도록(incorporated by reference) 할 수 있다.  Regulation 14E는 공개매수신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특별히 정하지 않으므로, 주식이 아닌 채권에 대한 공개매수의 

경우에는 별도로 SEC에 공개매수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Olivares-caminal et 

al(2017), p 145) 1934년 증권거래소법 10b-5 규정의 책임기준은 1933년 증권법 제11조의 

책임기준보다 훨씬 완화되어 있다.(Olivares-caminal et al(2017), p 145)  법정 무과실 책임

인 1933년 증권법 제11조의 책임과 달리, 1934년 증권거래소법상 10b-5 규정에 따라 발

행인에 대하여 책임을 추궁하기 위하여는 원고는 증권의 매매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

실에 대한 허위공시 또는 부실공시가 있었다는 점 이외에 투자자가 그러한 허위공시

에 의존(reliance)하였고(Basic Inc v Levinson, 485 US 224, 243(1988)), 그에 따른 손해

(resulting injury)(Binder v Gillespie, 184 F 3d 1059, 1065)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입증하고, 피

고가 원고를 기망하려는 고의(scienter)가 있었다는 점을 진술하여야 한다. 고의(scienter)

는 기망 또는 사기의 의도 이외에 무모함(reckless)도 포함하지만, 단순한 과실(mere 

negligence)은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In re Vantive Corp Sec Litig, 283 F 3d 

1079, 1085(9th Cir 2002)).  

561) DIRECTIVE 2004/25/EC OF Ta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aE COUNCIL of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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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권이 있는 증권(securities with voting right)에 대한 공개매수를 통하여 

대상회사의 지배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행위에 적용된다.562  공개매수지침

은 대상회사에 대한 의결권이 없는 채무증권(debt securities)에 대한 공개

매수에 대하여는 적용이 없다. 이는 채무증권에 대한 공개매수에도 원칙

적으로 공개매수에 관한 1934년 증권거래소법 제14조(e)항이 적용되는 

미국의 규제체제와 차이점으로 지적된다.563   

영국에서는 1968년부터 인수합병지침(City Code on Takeovers and 

Mergers)을 제정하고, 자율규제기구인 인수합병위원회(Panel on Takeovers 

and Mergers)가 동 지침의 준수 여부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으나,564  영국

의 인수합병지침은 채무증권의 공개매수나 교환공개매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 시장남용행위 금지  

사채에 대한 공개매수나 교환공개매수 기타 채무조정행위는 2003년 

제정된 유럽연합의 내부정보이용 및 시장남용행위에 대한 지침(Market 

Abuse Directive, 이하 “시장남용행위지침”)565의 적용대상이 된다. 동 지침

에서 금지하는 시장남용행위는 유통가능증권, 집합투자기구의 단위, 선물

거래, 파생상품거래 등 폭넓은 금융상품(Financial Instrument) 566의 거래에 

관한 행위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사채와 관련된 내부정보이용행위 및 시

장조작행위 등의 시장남용행위도 규율대상에 포함된다.  

유럽연합의 시장남용행위지침 제정 이전에도 영국법상 시장남용행위

는 사기금지조항에 따른 형사처벌조항에 의하여 규제되다가, 유럽연합의 

 

April 2004 on takeover bids(“Directive on Takeover Bids”) 

562) Directive on Takeover Bids, art. 2  

563) Gkoutzinis(2013), p.106  

564) Davies and Worthington(2016), p.920 

565) DIRECTIVE 2003/6/EC OF Ta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aE COUNCIL of 28 

January 2003 on insider dealing and market manipulation(market abuse)(“Market Abuse Directive”) 

566) Market Abuse Directive, art.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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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남용행위지침 이후 영국의 2000년 금융서비스시장법567  제118조부터 

제131조AE 및 금융행위감독청 핸드북(FCA aandbook)568에 의하여 규율되

고 있다. 569  영국 2000년 금융서비스시장법상 금지되는 시장남용행위는 

내부자거래(insider trading), 내부정보공개(improper disclosure), 정보의 부정

이용(misuse of information), 시세조종거래(manipulating transactions), 사기적

수단의 이용(manipulating devices), 허위정보유포(dissemination)로 분류된

다.570 

다. 일본의 경우 

일본의 경우 교환공개매수가 채무조정의 방법으로 자주 사용되지는 

않지만, 1995년 케네딕스사의 사례는 사채권자집회를 통한 채무조정의 대

안으로 교환공개매수 571를 이용한 경우이다. 572  먼저 동 사례를 살펴보고, 

그 당시 고려된 교환공개매수와 관련된 쟁점을 검토한다. 

(1) 케네딕스(ケネディクス) 교환공개매수 

일본에서 최초로 교환공개매수에 의한 채무조정에 성공한 케네딕스

(Kenedix)사(이하 “K사”)는 부동산펀드 매니지먼트 회사로, 1995년 미국의 

부동산회사인 Kenedy Wilson의 일본법인으로 발족하였다. 2000년 이후 부

동산사모펀드 및 REIT의 조성, 운용수탁을 통하여 급성장하여 2009년 운

용수탁자산잔고(AUM)가 약 8,500억엔에 달하는 업계 제3위의 위치를 점

하게 되었다. 동 회사의 주식은 2002년 오사카 증권거래소의 NASDAQ부

 

567)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2000  

568) 2013. 4. 1.부터 FSA(Financial Services Authority)는 FCA(Financial Conduct Authority)로 개

명되었고, FSA aandbook도 FCA aandbook으로 개칭되었다(audson(2013), p.193).   

569) Gkoutzinis(2013), pp.131-132  

570) audson(2013), pp.339-349  

571) 일본에서는 exchange offer를 교환매수(山下友信·神田秀樹編(2017), p.282) 또는 교환모

집(坪山昌司·門田正行(2012), p.133)으로 칭하고 있다.  

572) 坪山昌司·門田正行(2012), pp.133-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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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상장되었고, 2004년에는 동경증권거래소 제1부에 상장되었다. 573  동

사는 2006년 11월 말에 해외유로시장에서 총액 200억엔의 전환사채(이하 

“본건 전환사채”)를 발행하면서, 3년뒤 전환사채보유자에게 액면으로 상

환청구할 수 있는 풋옵션을 부여하였다.  

전환사채발행시점인 2006년 당시에는 부동산 시장과 주식시장이 활

황이었으므로, 전환사채보유자들이 주식으로의 전환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2008년 금융위기 이후의 부동산시장의 경색 및 업계 2위 

및 4위인 경쟁사들의 회사갱생신청 및 동사의 경영악화 등을 원인으로 

한 현금잔고의 부족 등으로 전환사채권자들이 풋옵션을 행사할 경우 채

무불이행 우려가 매우 높아졌다. 또한, 회사의 투자등급이 투자적격등급 

밑으로 하락하여 새로운 사채를 발행하여 풋옵션행사에 대비한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회사로서는 채무조정이 필요하게 되었

다. 다만, K사는 다른 경쟁사에 비하여 보수적인 자산운용으로 알려졌고, 

자본구조도 비교적 견실한 것으로 인정되어 동사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가 주가에 반영되어 있는 상황이었다.574  

본건 전환사채에 대한 채무조정의 방안으로 사채권자집회를 통한 본

건 전환사채의 조건변경이 고려되었으나, 결국 교환공개매수에 의한 채

무조정을 하게 되었다. 교환공개매수의 조건은 본건 전환사채를 보유하

고 있는 국내외 채권자들을 대상으로 기존 보유액면금액의 60%에 대하

여는 현금으로 지급하고 40%에 대하여는 만기가 연장된 신규 전환사채

를 교부하는 조건이었다.575  

채무조정조건을 정하기 위하여 K사는 사채권자들로부터 의견을 취

합하는 것이 필요하였는데, 본건 전환사채는 공모로 발행되어 기관투자

 

573) 회사 홈페이지 http://www.kenedix.com/eng/company/history.html, 2019년 5월 4일 방문  

574) 坪山昌司·門田正行(2012), pp.135-136 

575) 坪山昌司·門田正行(2012), pp.138-139 

http://www.kenedix.com/eng/company/history.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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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및 개인투자자가 분산하여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채권자를 특정

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고, 사채가 시장에서 유통되어 사채권자가 계속 변

경되는 상황이었다. 다만, K사는 신규 전환사채의 발행결의를 하기 3주전

에 본건 전환사채에 대한 발행등록제도를 이용하여 사채권자의 95%정도

를 파악하여, 그 과정에서 채무조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집할 수 있었다. 

발행시에 투자하였던 연기금 기타 보험회사 등의 투자자들은 본건 전환

사채가 투자적격 신용등급을 상실한 이후로 내부적인 투자지침에 따라 

본건 전환사채를 시장에서 액면가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이미 매각하였고, 

이를 매수한 부실채권투자자들의 보유비율이 높아진 상황이었다.  

이와 같이 다수의 사채권자가 채권을 액면가 이하에서 매수하여 사

채권자의 구성이 변경된 것이 본건 교환공개매수가 성공한 요인으로 평

가된다.576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액면가의 60%이하의 가격으로 본건 전환

사채를 매수하였고, 일부 사채권자들은 전환권을 통한 주식투자를 원하

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므로, 현금과 신규전환사채의 구성을 60:40으로 정

하게 되었다. K사는 교환공개매수에서 액면가의 60%에 해당하는 현금상

환분을 마련하기 위하여 별도로 K사의 주식에 대한 공모증자를 실시하

여 자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K사는 교환공개매수에 응하지 않는 사채

권자의 비율을 줄여 무임승차의 문제를 피하기 위하여 본건 교환공개매

수의 최저응모비율을 85%로 설정하고, 교환공개매수의 성공을 조건으로 

하는 공모증자를 진행하였다. 또한, 공모증자에서 조달하는 현금액이 예

상을 초과할 경우에는 추가조달분만큼 교환공개매수에 응한 사채권자에 

대한 현금상환비율을 높인다는 조건을 설정하여, 동의거부를 하는 소수

사채권자가 현금조달을 위한 공모가 성공하여 추가적으로 확보되는 유동

성에 무임승차할 수 없도록 구조를 설계하였다. 교환공개매수는 최저 응

 

576) 坪山昌司·門田正行(2012), pp.137-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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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율인 85%를 초과한 95.15%로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고, 현금상환비율

도 60%에서 대폭 상승한 89%가 되었다.577 

(2) 교환공개매수의 장단점    

사채권자집회를 통한 사채조건변경과 교환공개매수간에 선택을 함에 

있어서 고려된 제도적 요소는 다음과 같았다. 교환공개매수는 다수결 결

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개별적인 사채권자의 의사에 따라 교환공개매

수에 응할지 여부가 결정되므로 채무조정이 완전히 실패할 위험이 줄어

든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교환으로 제공되는 새로운 증권에 대한 공모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가) 가격결정 및 절차의 유연성 

교환공개매수의 경우 이에 응한 사채권자와 회사간에 개별적으로 거

래의 효력이 발생한다. 사채권자집회의 경우 필요한 의결정족수를 얻는 

경우에는 반대 사채권자까지 구속할 수 있지만, 의결정족수를 얻지 못하

는 경우에는 채무조정이 무산되는 것이 가장 큰 위험요소로 인식되었다.  

다만, 교환공개매수의 경우에는 교환공개매수에 응하지 않는 사채권자는 

원래의 조건대로 상환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교환공개매수에 응한 사채

권자에 대한 무임승차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었다. 하지만, 이 점

은 교환공개매수에 응하는 사채권자에게 유리한 조건의 교환공개매수조

건을 제시함으로써 사채권자가 교환공개매수에 응할 유인을 높여 어느 

정도 대처할 수 있는 문제로 판단되었다.578  

사채권자집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채권자집회 기일의 2주

전(무기명사채의 경우 3주전)에 집회의 일시, 장소, 목적사항, 참고서류에 

 

577) 坪山昌司·門田正行(2012), pp.143-145  

578) 坪山昌司·門田正行(2012), p.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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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을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579  또한 

사채권자집회의 안건 및 변경된 사채의 내용을 공고한 이후에는 사채권

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그 안건내용을 변경할 수 없고, 안건을 변경하자

면 다시 재공고를 하여야 하는 등 최종 채무조정내용을 결정하는데 절차

적인 유연성이 없다는 점이 절차적인 어려움으로 지적되었다.580  

(나) 증권공모발행 절차의 적용 

사채권자에 일반투자자가 포함되어 있고, 사채권자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사정하에서 증권신고서 제출을 통한 공모발행방식을 채

택하여야 했다. 공모발행절차에는 시간과 노력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

다. 하지만, 증권신고서 제출 이전에 일반적인 수요조사가 가능하고, 증

권신고서 제출 후에도 효력발생 이전까지 사전권유를 통하여 투자자의 

의견을 취합하여 최종 모집가격이 정해지면 모집가격을 포함한 정정신고

서를 제출함으로써 교환공개매수의 최종조건을 확정하는 것이 가능하므

로,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를 통한 채무조정보다 절차적인 융통성이 있다

는 장점이 있다.581  

(다) 동의거부에 대한 대책 

교환공개매수의 경우 개별 사채권자가 교환공개매수의 조건에 응할

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므로, 다른 사채권자의 양보에 무임승차하고자 

 

579) 일본 회사법 제720조 

580) 坪山昌司·門田正行(2012), pp.149-150 

581 ) 坪山昌司·門田正行(2012), pp.151-154; 일본의 경우 증권신고서는 그 제출일부터 15일

내에 효력을 발생하고(참조방식의 경우에는 통상 7일이내), 발행가격등 미정사항이 존

재하는 경우에는 정정신고서를 제출한 후에 비로소 증권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하는데, 

정정신고후 효력발생기간은 최단기로는 제출 후 익일에 효력이 발생된다(일본 금융상

품거래법 제8조, 기업내용등의 개시에 관한 유의사항 8-2 및 8-3). 증권에 대한 사전권

유는 증권신고서 제출 후 효력발생 이전에 할 수 있지만 증권에 대한 최종 매매는 증

권신고서의 효력발생 이후에만 가능하다(일본 금융상품거래법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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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소수사채권자의 동의거부(hold out)가 가장 큰 약점이라고 할 수 있

다. 이에 대하여 K사의 교환공개매수는 기존의 사채권자의 동의거부에 

대비하여 사채권자에게 불리하게 하는 강압적 요소가 있는 탈퇴동의를 

사용하지 않고, 현금상환율 조정을 통하여 교환공개매수에 응하는 것이 

더 유리하도록 구성한 것이 특징적이다.  

(라) 기타 고려사항 

(A) 신주발행의 방법  

본건 전환사채권자에게 교환공개매수 응모의 대가로 새로운 전환사

채를 제공하는 행위가 제3자배정인지 일반공모인지 논의가 되었다. 공개

회사가 기존주주에게 모집주식을 배정하지 않고 제3자 배정을 하는 경우

에는 납일 2주일전에 주주에게 납입기일 등 일본 회사법상 정한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582  또한 증권신고서에는 배정상대방의 상황, 배당예정 

증권의 향후 보유방침, 납입을 필요로 하는 자금의 상황, 배당예정상대방

의 실태(반사회세력과 무관하다는 확인), 발행조건의 합리성(납입금액의 

산정근거, 유리발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 희석화규모의 합리성)의 

공시가 필요하고, 특히 주식 희석화율이 25%이상이 되거나 지배주주의 

변동을 초래하는 제3자배정의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의견확인을 하고, 

독립성을 가지는 제3자로부터 의견청취를 하여야 하는 등의 추가적인 절

차가 필요하였다.583   

그런데 신주발행결의를 하는 당시 본건 전환사채가 계속 유통 거래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사채권자를 특정하기가 어렵고, 제3자배정의 상대

방이 반사회세력이 아니라는 확인을 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등 여

 

582) 일본 회사법 제201조 제3항, 제4항 

583 ) 동경증권거래소 유가증권상장규정 제402조 제1호a, 동시행규칙 제402조2,제2항 제2

호b, 유가증권신고서 제2호 양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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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가지 절차적인 고려에 의하여 제3자 배정절차 대신 일반공모절차를 

통하여 사채를 발행하였다.584  

(B) 사채의 가치평가  

일본 회사법상 신주납입을 위하여 변제기가 도래한 금전채권을 현물

출자하는 것은 허용된다. 현물출자하는 검사인이 현물출자재산의 가액을 

검사하여야 하지만, 시장가격이 있는 유가증권이나 회사에 대한 변제기

가 도래한 금전채권을 장부가격을 초과하지 않는 가격으로 출자하는 경

우에는 검사인의 검사를 면제하고 있다. 585  다만, 기업구조 개선과정에서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사채는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

분이라서, 현물출자에 대한 검사면제의 혜택을 보지 못할 수 있다.586 

채권자가 회사에 대한 금전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의 주장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587  회사가 상계의 주장을 하거나 또는 회사

와 모집인수인간의 상계계약에 의하여 회사에 대한 채무의 상계를 하는 

것은 금지되지 않는다.588  다만, 이러한 상계방식은 현물출자에 대하여 조

사를 하도록 하는 규정을 회피하는 것으로 보일 우려도 있다.589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출자의 대상이 되

는 채권을 실질평가할 것인지(평가액설) 또는 액면가액으로 평가할지(권

면액설)에 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다. 2001년부터 일본의 법원실무는 권

면액설에 의할 때 검사인이 조사에 드는 시간, 경비를 절약하는 것이 가

능하고, 평가액설에 의할 경우 회사에 채무면제의 이익이 발생하는 이유 

 

584) 坪山昌司·門田正行(2012), pp.155-156 

585) 일본 회사법 제199조 제1항 제3호, 제207조 제9항 제3호, 제5호 

586) 坪山昌司·門田正行(2012), p.146 

587) 일본 회사법 제208조 제3항  

588) 大判 明治 45.3.5. 민록19권161쪽; 田中亘(2016), pp.479-480  

589) 江頭憲治郎(2018), p.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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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으로 현물출자 채권을 액면가액으로 평가하여 오고 있다.590  한편, 학설

은 일반적인 경우에는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의 실제가치는 액면금

액을 하회할 것이므로, 출자전환시 사채를 액면금액으로 평가하면 기존

주주에게 손해가 발생하게 되므로 그 타당성이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다. 

다만, 출자전환을 하여 회사의 도산을 피하여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

는 경우(기존주주의 주식가치가 영에 가까운 경우)에는 사채를 액면금액

으로 평가하는 것의 타당성을 인정한다. 591  도산상황이 아니라도 이사가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여 사채를 액면평가하도록 할 수 있으나, 이사가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는 것이 회사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사

가 일본 회사법 제423조 제1항에 따른 임무해태의 책임을 지게 될 수 있

다고 본다.592  

(C) 사채의 납입대가 

사채에 대한 교환공개매수를 실시하는 경우, 공개매수대상인 기존사

채를 가지고 새로 발행하는 사채의 납입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된다. 일본 회사법 시행규칙상 회사가 모집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결정할 

사항의 하나로 “모집사채의 대가인 금전의 지급에 대신하여 금전 이외의 

재산을 급부하는 취지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계약의 내용”을 열거

하고 있으므로, 593  회사법상 사채의 발행시에 현물납입이 가능함을 명시

한 경우에는 사채의 납입의무를 회사에 대한 채권등 현물로 이행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일본 회사법은 금전에 의한 납입

을 전제로 하고 있고, 594  주식이나 신주인수권의 경우와 같이 일본 회사

 

590) 江頭憲治郎(2018), p.768 각주 9; 田中亘(2016), p.478 

591) 江頭憲治郎(2018), p.769; 田中亘(2016), p.479; 藤田友敬(2001), p.8  

592) 江頭憲治郎(2018), p.769  

593) 일본 회사법 제676조 제12호, 회사법 시행규칙 제162조 제3호 

594 ) 모집사채발행시 결정사항을 정하고 있는 회사법 제676조 제9호(각모집사채의 납입

금액, 최저금액 또는 산정방법) 및 제10호(모집사채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금전의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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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내에 현물납입을 인정하는 근거조항이 없는 데도 불구하고 시행규칙에 

의하여 현물납입을 인정하는 것은 법률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므로, 

일본 회사법 제208조 제3항 및 제281조 제3항에 따라 현물을 회사에 매

각한 대금에 상당하는 금전채권과 납입금액을 상계한 것으로 보아, 현물

납입의 결과를 실현하는 것으로 본다.595 

라. 한국에서의 단순교환공개매수  

(1) 교환공개매수 규제 

자본시장법상 공개매수에 대한 규제는 주권이나 주권을 기초로 하는 

증권(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 사채 포함)에만 적용되고 사채에는 적

용이 없다(자본시장법 제133조). 따라서, 일반 사채권자에 대하여 현금매

수청구 또는 교환매수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공개매수에 관한 규제는 적

용되지 아니하고, 신규증권의 발행절차만 따르면 될 것이다. 한국에서 채

무재조정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출자전환의 경우 교환공개매수의 실질

을 가지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사채권자집회에 의하여 사채에 대한 조건

변경과 신주발행절차가 결합하여 이루어진다.596  

(2) 사채의 가치평가 

출자전환의 경우 신주에 대한 현물납입 또는 상계와 관련하여 사채

의 가치평가를 액면가액으로 할지 또는 실질가치로 할지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이에 관하여는 본 장 제4절 3. 이하에서 검토하기로 한다.  

한편, 교환공개매수에서 제공하는 증권이 새로운 채권인 경우 상법

상 사채에 대한 납입방법에 대하여 별다른 제한을 두지 않고, 구체적인 

 

입기일)는 금전납입을 전제로 하고 있고, 제12호에서 기타 회사법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595) 会社法コンメンタール(2010), pp.38-39 [今井克典] 

596 ) 임재연(2019a), pp.647-648에 의하면 교환대상이 공개매수자가 발행하는 신주인 경우

에는 교환공개매수는 상법상 현물출자에 해당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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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방법은 사채청약서에 기재된 바에 따른다. 사채의 납입에 관하여는 

상계제한(상법 제421조 제2항)이나 실권(상법 제423조 제2항)의 적용이 

없다. 597  따라서, 사채권자는 회사가 사채권자에게 지급할 교환대상 사채

의 매입대금과 신규사채의 납입대금을 상계하는 방식으로 사채대금을 지

급할 수 있을 것이다. 신규사채발행을 통한 교환공개매수를 함에 있어서 

회사가 시장가격에 따라 사채를 액면가격 미만으로 매수하는 경우에는 

상계계약을 통하여 사채의 액면가액으로 출자전환을 하는 경우보다 회사

에게 유리한 채무재조정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나아가 채권교환

공개매수를 하면서 교환공개매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교환공개매수에 응

하는 자에게 별도의 동의보수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도 제한적인 범

위에서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3)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자본시장법상 채무증권 중에서 일반사채의 경우 미공개중요정보 이

용행위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므로(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 제172조 

제1항 제1호), 사채의 교환공개매수를 하는 경우 발행회사가 사채권자에

게 미공개중요정보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자본시장법상의 책임을 지지 않

을 것이다. 그러나, 일반사채의 경우만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의 대상

증권에서 제외한 것의 타당성에 대하여는 의문이 있다. 향후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하여 해결할 문제이다.598  한편, 미공개중요정보를 사채권자에게 

제공하지 않은 결과,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하여 사채권자에게 불리한 사

채권자집회 결의를 한 경우에는 자본시장법상의 책임여부와는 별개로 사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반하는 결의로 인가가 거절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발행회사와 사채권자간의 정보비대칭의 문제는 대표사채권자제도

 

597) 권기범(2017), p.1091  

598) 김건식·정순섭(2013), p.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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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하여 완화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599  

제3절 사채권자의 집단적 의사결정에 의한 지급조건변경  

1. 총설 

사채권자의 권리에 대한 채무재조정을 위하여 다수결제도가 사용되

는 경우는 사채권자집회와 도산절차로 나누어진다. 사적 채무조정이 실

패할 경우 도산절차로 진행되기 때문에 도산절차에서 사채권자의 권리가 

어떻게 취급되는가는 사적 채무조정의 단계에서도 중요한 판단기준이 된

다. 도산절차보다 사적 채무조정이 시간과 비용면에서 더 효용성이 적다

면, 채권자가 사적 채무조정에 자발적으로 응할 유인이 없다. 따라서, 사

적 채무조정에서 사채권자의 권리변경의 한계는 도산절차에서의 채권회

수를 최소한의 기준으로 설정하게 될 것이다. 또한, 도산절차에서의 채권

자 보호장치는 사적 채무조정에서도 참고가 된다.  

여기서는 도산절차인 미국의 Chapter 11 제도와 아울러 제도화된 채

무재조정제도인 영국의 합의개편계획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들을 제도적 

모델로 하여 600  2019년 6월 20일 채택된 유럽연합의 구조조정지침(이하 

“EU구조조정지침”) 601을 살펴본 후 일본의 ADR제도를 검토한다. 한국의 

제도화된 채무재조정제도로는 구조조정촉진법 및 채무자회생법상 채무조

정을 살펴본다. 다음으로 지급조건의 변경에 대한 사채권자집회의 결의

권한 및 결의요건을 비교법적으로 살펴보고 상법상 사채권자집회의 권한 

 

599) 자세한 논의는 제4장 제3절 3. 마.  

600) Zhang(2019), p.11  

601) DIRECTIVE(EU) 2019/1023 OF Ta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aE COUNCIL 

of 20 June 2019 on preventive restructuring frameworks, on discharge of debt and disqualifications, 

and on measures to increase the efficiency of procedures concerning restructuring, insolvency and 

discharge of debt, and amending Directive(EU) 2017/1132(Directive on restructuring and insolv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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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결의요건의 타당성에 대하여 검토한다.  

2. 제도화된 채무재조정절차  

회사의 재무적 어려움을 요건으로 법률상 채권자의 다수결 결의 및 

법원이나 행정당국의 감독을 통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감축하는 대표적인 

제도는 도산절차이지만, 국가에 따라서는 도산절차 외의 채무재조정제도

도 같이 두고 있는 경우가 있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하나의 예이고, 

최근 유럽연합도 EU구조조정지침을 도입하여 예방적인 채무재조정

(preventive restructuring)을 장려하고 있다. 이러한 채무재조정제도는 사채

법이나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사적 채무조정의 대안으로 

검토될 수 있다. 채무재조정제도내에서의 사채권자의 권리행사와 권리변

경의 절차 및 기준은 상법상 사채권자집회를 통한 사채권자의 권리행사

와 권리변경의 기준을 정립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아래에서

는 전세계적으로 채무재조정제도의 기준이 되고 있는 미국 연방파산법상 

Chapter 11 제도를 검토한 후, 영국의 합의개편계획, EU구조조정지침 및 

일본의 ADR제도를 분석하고, 한국의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도를 검토한

다. 채권자 일반에 적용되는 제도화된 채무재조정제도를 검토하는 것은 

상법상 사채권자집회제도를 다른 채무재조정 제도와 정합성을 갖춘 제도

로 개선, 운용하는 데 참고가 될 것이다.    

가. 외국의 경우  

(1) 미국 연방파산법의 Chapter 11 절차  

미국에서 기업이 재무적 어려움에 직면하여 채무재조정을 할 필요가 

있을 때 가능한 선택지는 법원의 감독하에 이루어지는 연방파산법 

Chapter 11 절차와 법원 외에서 이루어지는 채무조정(out-of-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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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tructuring)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602  

미국의 Chapter 11 절차는 채무자 친화적인 절차로 절차개시를 하더

라도 채무자의 경영진이 회사를 계속하여 경영하는 것이 원칙이고, 신속

하게 절차가 진행되며, 나아가 Chapter 11 절차를 신청하기 이전에 채권

자들과 회생계획안을 협의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입법 연혁이나 제

도적 취지를 볼 때, 미국 연방파산법을 관통하는 정책은 법원외의 사적 

채무조정을 최대한 장려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603  도산절차를 진행하

는 경우 법률비용이 발생하고, 도산절차에 따라 경영진의 주의가 분산되

며, 도산절차에 따라 회사의 브랜드 가치가 훼손되는 추가적인 부담과 

비용이 드는 것을 고려할 때, 기업의 입장에서도 도산절차 외에서의 채

무재조정을 선호한다. 다만, 사적 채무조정은 채무자 기업이 주요 채권자

들과 개별적인 채무조정 협상을 하여야 하고, 도산절차상 보장되는 자동

중지나, 반대채권자를 구속하는 강제인가 등의 제도가 없다는 단점이 있

다.604 

1939년 신탁증서법은 회사가 재무적 어려움에 처한 경우 사채권자의 

희생하에 회사의 내부자와 회사와 각종 거래관계를 맺고 있는 대형은행

들에게만 유리한 채무재조정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금감축 등

의 채무재조정을 위하여는 개별채권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605 

1939년 신탁증서법상 사채의 지급조건변경을 위하여 개별 사채권자의 동

의를 받도록 한 입법배경에는 Chapter 11 제도의 전신인 1938년 Chandler 

Act(Bankruptcy Act, Section 77B, 이후에 Chapter 10으로 호칭된다)의 회사정

 

602) Olivares-Caminal et al(2017), p.126 

603) Olivares-Caminal et al(2017), pp.126-128; In re Colonial Ford, Inc 24 BR 1014, 1015 (Bankr D 

Utah 1982)판결에서 법원은 채무자의 Chapter 11 절차 개시신청을 거절하였는데, 그 이

유로 Chapter 11 절차 개시신청이전에 채무자와 채권자간에 채무조정계약에 합의한 것

이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채권자들을 위협(ambush)하기 위하여 Chapter 11 절

차를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604) Olivares-Caminal et al(2017), p.128 

605) 1939년 신탁증서법 제316조(b)항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제3장 제2절 2.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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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제도를 통하여 채무재조정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였기 때문이다. 606 

따라서, 발행회사는 도산절차 외에서는 다수결 결의에 의한 채무재조정

을 할 수가 없으므로, 자본시장에서의 대체적인 거래기법으로 교환공개

매수 및 탈퇴동의와 같은 거래방식을 이용하여 왔다. 이와 같은 사적 채

무재조정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 Chapter 11 제도를 통한 채무재조정이 진

행된다.607  

(가) 법원의 인가기준 및 강제인가제도 

Chapter 11 절차에서 회생계획(plan of reorganization)이 인가되기 위하

여는 미국 연방파산법 제1129조(a)항에 정해진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제1129조(a)항은 회생계획에 대하여 모든 조(class)가 합의할 것을 

전제로 한다. 제1129조(a)항(8)은 특정 조가 회생계획을 찬성하였거나, 특

정 조가 회생계획에 의하여 권리의 손상(impaired)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조는 회생계획에 찬성한 것으로 본다.  

(나) 조구성의 기준 

각 조의 구성은 채무자가 제안한다. 기존경영자 관리제도하에서 기

존 경영진은 최대한 채무자에게 유리하도록 채권자조를 구성할 동기를 

 

606 ) 사채의 지급조건 변경에 대한 다수결 결의를 금지한 1939년 신탁증서법의 입법의도

는 William Douglas 및 SEC의 주도로 제정된 1938년 Chandler Act를 회피하여 도산절차

외에서 채무재조정을 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1938년 Chandler 

Act은 1930년 초반까지 성행하던 구조조정관행을 개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당시 Wall Street 은행가와 변호사들이 구조조정을 설계, 진행하면서 equity receivership의 

수탁자로서 엄청난 보수를 받는 등의 관행을 개혁하고자 하는 의지가 주된 동력이었

다. 이에 따라 1938년 Chandler Act는 독립적인 수탁자의 선임을 강제하고, SEC가 회사

정리절차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이 회사정리계획을 승인하기 전에 

채권자에 대한 회사정리계획의 권유가 금지되었다. 하지만, 이와 같이 지나치게 경직

된 채무재조정 절차는 원활한 기업재생의 제약으로 지적되어 1978년 미국 연방파산법 

개혁의 일환으로 채무자에게 친화적인 현재의 Chapter 11 제도가 성립되었다
(Skeel(2001), pp.119-123, pp.160-183; aalbhuber(2017), pp.23-24). 

607) Paterson(2016b), p.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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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있다. 실질적으로 유사한 이해관계를 가진 자들로 조를 구성할 

것을 요구하는 연방파산법 제1122조(a)항은 이러한 동기에 대한 제약조

건으로 작용한다.608  

(다) 각 조의 결의요건 

각 조의 결의요건은 각 조의 채권액의 3분의 2이상, 채권자수의 2분

의 1이상이다.609  Chapter 11 절차는 채권액의 3분의 2의 찬성을 요구하는 

초다수결(super majority)의 결의요건을 취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초다수

결은 소수의 채무자에게 거부권을 주는 결과가 되어, 소수채권자의 동의

거부 및 권리남용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주총회결의요건과 

유사하게 단순 다수결(simple majority)로 결의요건을 변경하여야 한다는 

비판도 있다.610  

미국 연방파산법 제1126조(e)항에 따라 채권자가 채권행사 이외의 

다른 목적(예를 들면 회사의 지배권장악)을 성취하기 위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법원은 채권자의 의결권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

고 있다. 이러한 법원의 권한은 소수채권자에 의한 남용적 의결권의 행

사에 대한 견제장치로 작용하고 있다. 신용파생거래를 통하여 신용위험

을 전가한 空채권자(empty creditor)의 의결권 제한과 관련하여 미국 연방

파산법 제1126조(e)항을 활용하자는 주장도 제기된다. 空채권자의 문제에 

대하여는 다음 항목에서 살펴본다.  

(라) 신용파생거래와 空채권자 

사채권자는 보유하고 있는 채권의 신용위험을 신용파생거래(credit 

derivatives)로 헤지할 수 있다. 1990년대 신용파생거래의 발전에 따라 사

 

608) Skeel(1992), p.477 

609) 11 USC § 1126(c) 

610) Skeel(1992), pp.515-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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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들이 신용파생거래를 통하여 신용위험을 헤지하는 경우가 많아짐

에 따라, 사채권자가 미국 연방파산법 Chapter 11 절차를 통하여 발행회

사의 회생이 성공하도록 노력할 유인이 적어지고 있다. 611  또한, 신용파

생거래를 통하여 신용위험을 전가한 空채권자의 경우 법원 외의 채무조

정에 협조하기 보다는 발행회사에 대한 도산절차가 개시되는 것을 선호

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空채권자의 문제 일반을 살펴본 후, 이에 대한 

도산절차 외에서의 대응책과 미국 연방파산법 Chapter 11상 空채권자의 

문제를 해결하는 장치들을 살펴본다.  

(A) 空채권자의 문제 

신용파생거래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신용스왑(credit default swap)이

다. 신용스왑(CDS)의 보장매입자(credit protection buyer)는 보장매도자

(credit protection seller)에게 신용보장에 대한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하고, 

보장매도자는 신용사건(credit event)이 발생하여 신용위험이 현실화되었을 

때 그 위험에 따른 손실을 부담한다. 612  당사자간에 미리 동의한 결제방

법에 따라 보장매입자에게 준거채무(Reference Obligation)의 발행회사인 

준거채무자(Reference Entity)가 도산한 경우 보상을 하는 내용으로 구성되

어 있다.613  보장매입자는 반드시 준거채권을 보유하고 있을 필요가 없으

므로 보장매입자는 CDS를 통하여 주식의 공매도자와 같이 준거채무자의 

신용가치 하락에 투자하여 이익을 볼 수도 있다.  

신용파생거래의 표준 용어를 정하고 있는 2014년 신용파생거래정의

 

611) Lubben(2007), pp.405-408  

612) 신용파생거래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은 박준·한민(2019), pp.613-632  

613 ) 신용파생거래의 결제조건은 보장매도자가 준거의무를 명목금액(notional amount)으로 

매수할 의무를 부담하는 실물결제(Physical Settlement)할 수도 있고, 명목금액과 준거의

무의 회수가치(recovery value)와의 차이를 현금결제(Cash Settlement)할 수도 있다. ISDA가 

2009년 Big Bang Protocol을 시행한 후 경매결제(Auction settlement)가 일반적인 결제방법

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204 

조항집614에 따르면, 신용사건은 파산(Bankruptcy), 지정채무 기한이익상실

(Obligation Acceleration), 지정채무불이행(Obligation Default), 지급불이행

(Failure to Pay), 이행거부/모라토리움(Repudiation/Moratorium), 채무재조정

(Restructuring)615  또는 정부개입(Government Intervention)으로 구성되며, 계

약당사자들은 신용파생거래 체결시 당해 거래에 적용되는 신용사유를 정

할 수 있다.616  따라서, 보장매입자의 입장에서는 사전에 약정한 신용사유

가 발생하면 원래 보유하고 있던 채권에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신용파생

거래를 통하여 손해를 회복할 수 있다. 

채권자가 신용파생거래를 통하여 신용위험을 전가한 경우에는 그가 

명목상 채권자로서의 계약상 권리나 도산절차상의 법적 권리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채권자로서 회사의 채무를 감시하는 역할을 하지 않고, 채무재

조정을 통한 준거채무자 회사의 존속에 무관심하거나 오히려 회사의 도

산을 통하여 이익을 보는 空채권자 문제(empty creditor problem)가 발생한

다. 617  이와 같이 채권자로서 가지는 법적 권리와 경제적 이익의 분리현

 

614) ISDA 2014 Credit Derivative Definitions  

615 ) 채무재조정은 신용파생거래의 신용사건 중 가장 난해하고 복잡한 신용사건인데, 그 

이유는 신용사건은 준거채무자의 신용상태악화에 따른 신용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것

인데, 이론적으로는 채무재조정을 통하여 준거채무자의 신용상태가 개선될 수 있기 때

문이다. 채무재조정은 채무불이행사유의 기준이 되는 금액의 준거채무 전체에 대하여 

이자삭감, 원금감축, 만기연장, 우선순위 변경이 발생한 경우를 지칭한다.  채무재조정

에 따라 인도할 채권(Deliverable Obligations)의 범위에 따라 Restructuring, Modified 

Restructuring, Modified Modified Restructuring으로 세분화된다(Parker(2017), p.344-346). 북미

(North America)에서의 CDS 계약에서는 채무재조정은 신용사건으로 포함되지 않는 것

이 일반적이다(Bolten and Oehmke(2011), p.2047).   

616 ) Parker(2017), pp.337-338; 기한이익상실은 주로 Emerging Market에서만 선택되는 신용

사유이고, 채무불이행은 일반적으로 선택되지 않는 신용사유이고, 정부개입은 유럽, 아

시아의 기준채무와 관련하여 선택되는 신용사건으로 알려져 있다.  

617 ) au and Black(2008), pp.664-665; 한편, CDS를 통해 신용보장을 매수한 채권자의 경우 

회사와의 채무조정에서 일반 채권자에 비하여 강한 협상력을 가지고 채권자 전체에 

보다 유리한 채무조정안을 협상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준거채무자가 채권자들이 

CDS를 통하여 채무자의 신용위험을 헤지할 것을 예견하는 경우에는 자발적인 채무조

정을 하는 것이 어려울 것을 감안하여 채무조정을 요구하기보다는 채무이행을 그대로 

할 확률이 높아지고, 채무조정시 채권자의 협상력을 높이는 순기능이 있다는 점도 지

적되고 있다. Bolten and Oehmke(2011), pp.2618-2619; Danis and Gamba(2018)는 CDS가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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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은 주식파생거래 등을 통하여 발생하는 주주의 의결권 등 법적 권리와 

경제적 이익의 분리현상과 유사하다.618  하지만, 채권의 경우 법적 권리의 

내용이 균일한 주식과 달리 계약조건과 우선순위가 다른 여러 가지 종류

의 다양한 채권이 존재하고, 도산절차가 진행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

정인의 채권보유현황에 대한 공시의무도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주식에 비

하여 법적 권리와 경제적 이익의 분리현상이 한층 더 복잡하고 다양한 

형식으로 발생할 수 있다.619  

예를 들어, CDS계약을 통하여 신용보장을 매수한 채권자의 입장에서

는 보유하고 있는 준거채무의 준거채무자가 재무적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하여 출자전환을 시도하는 경우, 출자전환요구에 응하기 보다는 준거

채무자가 도산절차를 신청하는 신용사건이 발생하는 것이 경제적으로는 

더욱 이득이 될 수 있다. 즉, 신용사건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즉시 준거채

무의 명목금액과 회복가치의 차이를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장매입

자인 채권자로서는 출자전환이나 준거채무자의 채무조정안에 동의할 유

인이 없게 된다. 620  미국의 경우에도 재무적 위기에 처한 기업의 출자전

환 채무조정요구를 동 준거채무에 대한 신용보장매입자로서의 지위를 동

시에 가지고 있는 소수채권자가 거부하여 채무기업이 결국 도산신청을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621  이와 같은 空채권자의 행동은 사회적으로 

이익이 되는 자발적 채무조정을 저해하고 회사를 도산절차로 밀어 넣는 

 

의 도산신청을 중가시키는 요인도 있지만, 회사가 높은 비용의 채무재조정을 회피하고 

채무를 이행하는 비율을 높이고, 채권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하는 순기능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미국 공기업을 기준으로 볼 때 평균 2.9% 회사가치상승효과

가 있다고 분석하였다.  

618 ) 주식에 대한 법적 권리와 경제적 이해관계의 분리에 대한 일반적인 논의는 김지평
(2012)  

619) au and Black(2008), pp.679-681  

620) aemel(2010), pp.161-164  

621 ) Bolten and Oehmke(2011), pp.2620 -2621은 2001년부터 2010년까지 공채권자의 문제가 

제기된 미국내의 채무재조정사례를 정리하고 있는데, 12건 중에 8건이 자발적 채무조정

에 실패하고 Chapter 11 절차로 이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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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초래하여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는 폐해가 있다. 특히 

채권자가 신용파생거래를 통하여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보다 더 큰 

금액의 신용보장을 매입한 경우에는 도산철차에서 회사의 가치가 손상될

수록 신용파생거래를 통하여 이득을 보게 될 수 있으므로,622  도덕적 비

난을 받을 가능성이 더욱 커진다고 할 것이다.623 

(B) 해결방안 

空채권자의 경우 준거채무자에 대한 도산절차가 개시되어 신용사건

이 발생하는 경우 신용스왑계약에 따라 명목금액의 지급을 받게 되므로 

도산절차 외에서 이루어지는 자발적인 채무재조정에 비하여 도산절차를 

선호하게 된다. 따라서, 보장매입자가 준거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준거채무자의 회생을 위한 채무재조정 등의 노력보다는 파산 

등 신용사건의 발생이 더 쉽게 채권을 회수하는 방법이 되므로 준거채무

자의 회생을 위한 채권자간의 협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수 있

다.624  심지어 사채권자가 준거채무가 된 사채를 보유하지 않으면서 신용

스왑계약상 보장매입자가 된 경우, 즉 신용위험의 공매수자(naked 

protection buyer)인 경우에는 준거채무자가 교환공개매수를 시도하는 경우 

염가로 사채를 매입하여 교환공개매수청구를 방해할 가능성도 있다. 625 

 

622) Fleming(2009), pp.195-199. CDS의 경우 준거회사에 대한 도산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용파생거래가 결제되지만, 총수익스왑(Total Return Swap)의 경우에는 Chapter 11 절차

가 개시되어도 당연히 종료되지 않으므로, 총수익스왑포지션을 통하여 이득을 얻는 것

이 가능한다.    

623) aemel(2010), p.164  

624 ) 박준·한민(2019), p.631; Bratton and Levitin(2017), p.41; 예를 들어, 준거채무자에 대한 

사채를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가 동시에 동 사채를 준거채무로 하는 신용스왑계약의 

보장매입자인 경우, 사채금액 100원당 75원을 회수할 수 있는 교환공개매수에 의한 채

무조정보다는, 도산 등 신용사건의 발생으로 인하여 100을 회수하는 것을 선호하게 된

다. 이와 같은 사채권자의 비율이 높은 경우에는 초다수결을 요건으로 하는 출자전환

이나, 일정한 비율의 사채권자가 청약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교환공개매수는 실패

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625) Bratton and Levitin(2017), p.41; 박준·한민(2019), p.631에 의하면 보장매입자가 보장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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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lten과 Oehmke는 이와 같은 空채권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인 제안으로 신용파생거래 당사자의 신용파생거래내역을 공개하는 제도

를 제안한다. 626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장외파생거래시장의 투명성을 제

고하기로 한 2009년 피츠버그에서의 G20합의에 기초하여, 627  미국 등의 

국가에서는 금융기관과 금융시장참여자들에게 신용파생거래를 포함한 장

외파생거래 내역을 거래저장소(trade repository)에 신고할 의무를 부과하는 

입법을 마련하였다.628  미국의 경우에는 일정한 장내 및 장외파생거래의 

실시간 보고 및 공시제도도 마련하였으나, 거래당사자는 공시사항에 포

함되지 않으므로,629  사적 채무재조정에서 空채권자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고 보기는 어렵다. 

 

의 이행을 받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준거채무자의 회생을 방해하거나 준거채무자와의 

협상이 신용사건이 발생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하는 행위는 민·형사상의 책임문제를 불

러일으킬 수 있고, 준거채무자와의 협상이 신용사건이 발생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하면

서 준거채무자 발행 증권을 공매도 하는 등의 행위는 시세조종이나 부정거래에 해당

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626) Bolten and Oehmke(2011), pp.2647-2650; Bolten과 Oehmke는 다음과 같이 세가지 정책방

안을 제안하고, 신용파생거래내역을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주장한

다. 첫째, 채무조정에서 보장매입자인 채권자의 의결권을 박탈하는 방안이 있지만, 이

는 신용파생거래의 순기능을 아예 차단하므로 효율적인 방안이 아니다. 둘째, 자발적

인 채무조정(voluntary restructuring)을 신용사건으로 포함하여 자발적인 채무조정이 발생

하면 신용보장매입자인 空채권자는 신용파생거래의 결제를 하게 되므로 공채권자가 

도산절차내에 참여할 가능성이 차단되는 방안이다. 이 방안 역시 신용보장매입자의 존

재로 인하여 준거채무자가 채무이행을 할 확률을 높이는 순기능 역시 차단하는 효과

가 있으므로 이상적이지 않다. 마지막으로, 신용파생거래행위나 거래내역을 공개하도

록 하는 경우 과도한 신용보장을 매입하거나 준거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에서 다른 

채권자들에게 해가 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억제하는 기능을 할 수 있다고 한다.   

627) G20 Leaders Statement: The Pittsburgh Summit, September 24-25, 2009, Pittsburgh , available at 

http://www.g20.utoronto.ca/2009/2009communique0925.html; 거래저장소에 대한 국제적인 

권고기준은 BIS-IOSCO, Report on OTC derivatives data reporting and aggregation requirement, 

August 2011 

628) G20 각국의 거래저장소에 대한 입법진행현황에 관하여는 The Financial Stability Board 

(FSB), OTC Derivatives Market Reforms, 2019 Progress Report on Implementation, 15 October 

2019, at https://www.fsb.org/wp-content/uploads/P151019.pdf; 한국에서는 금융투자업 업무규

정 제5-50조의2, 3, 4에서 거래저장소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고, 금융투자업자에게 장외

파생거래를 거래저장소에 보고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629) 17 CFR Part 43 Real-Time Public Reporting of Swap Transaction Data (Federal Register/Vol.77 

No.5 Monday, January 9, 2012) 

http://www.g20.utoronto.ca/2009/2009communique0925.html
https://www.fsb.org/wp-content/uploads/P15101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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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空채권자가 미국 파산법 Chapter 11 절차를 악용할 가능성에 

대한 방안으로 미국 연방파산법 제1126조(e)항에 따라 법원이 악의로 회

생계획에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空채권자의 의결권을 인정하지 않는 권한

을 적극 행사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630  법원이 

제1126조(e)항에 따른 권한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Chapter 11 절차에 참가

하는 채권자들의 신용파생거래등의 거래관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2011

년 개정 전의 미국연방 파산절차규칙 제2019조(이하 “Rule 2019”)631에서

는 채권자가 법원에 공개하여야 하는 경제적 이해관계(disclosable 

economic interest)에 파생거래를 포함하였지만, 공개의무를 부담하는 채권

자는 다른 채권자를 대리하는 채권자의 경우로 한정되어 있어서 空채권

자는 채권자협의회에 불참함으로써 공개의무를 피할 수 있었다.632  2011

년 개정 Rule 2019에 따라 채권자협의회에 참여하는 채권자 이외에 그 

구성원에게도 공개의무가 확대되어,633  空채권자가 Chapter 11 절차를 남

용할 가능성은 낮아졌다. 

(2) 영국 회사법상 합의개편계획 

합의개편계획(scheme of arrangement)은 2006년 영국 회사법 제26장에 

기초한 절차로, 회사, 채권자 또는 주주간의 합의를 통하여 진행된다. 회

사가 재무적으로 어려움에 처하거나 도산의 우려가 있는 것을 합의개편

계획의 개시를 위한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합의개편계획절차

는 유럽연합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유럽연합위원회의 도산규칙(European 

 

630) Fleming(2009), pp.203-209; Coco(2008), pp.639-640  

631) Rule 2019. Disclosure Regarding Creditors and Equity Security aolders in Chapter 9 and Chapter 

11 Cases  

632) Fleming(2009), pp.210-211 

633) Committee Notes on Rules—2011 Amendment, Rule 2019. Disclosure Regarding Creditors and 

Equity Security aolders in Chapter 9 and Chapter 11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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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olvency Regulation)634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635 ) 최근 유럽내 회사의 채

무조정을 위하여 채권자합의개편계획(creditors scheme of arrangement)이 활

발히 이용되고 있으며, 심지어 일부 독일회사는 대출계약의 준거법을 독

일법에서 영국법으로 변경하여 영국에서 채권자합의개편계획을 진행한 

경우도 있었다.636  채권자합의개편계획은 그 자체로 도산절차는 아니지만, 

관리인을 선임하여 도산절차내에서 진행할 수도 있다.    

(가) 절차개시요건 및 대상 채권자 

합의개편계획은 회사가 그 주주 및 모든 채권자와 합의한 타협안

(compromise)을 법원의 인가를 통하여 강제력을 가지게 하는 회사법상의 

절차로 타협안의 의미가 정확히 정의되어 있지는 않지만, 각 이해집단간

의 협상을 통한 상호양보(give and take)로 이해되고 있다. 합의개편계획은 

회사가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데, 회사가 도산절차 또는 관리절차에 들

어가지 않은 경우에는 경영진의 지지를 받은 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채권자가 경영진의 지지를 얻지 않고 합의개편계획을 제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대한 관리절차(administration)를 개시할 필요가 있다. 637 

회사관리절차는 1986년 도산법 Schedule B1 및 2002년 기업법 도산편638

에 기초한 절차로, 회사의 청산이 아닌 재건(rescue)을 목적으로 하는 제

도이다. 회사관리절차는 합의개편계획과 달리 회사가 도산상태이거나 도

 

634 ) 유럽연합 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은 2000년 유럽연합 국가에 모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국경간 도산절차에 관한 규정 The EC Regulation on Insolvency Proceedings 

2000(“EU도산규칙”)을 제정한 이후, 그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2015년 내용을 상당부분 

변경한 The EU Regulation on Insolvency Proceedings 2015 을 공표하였다. The Recast 

Regulation은 2017. 6. 26. 부터 발효되었다.  

635) Recast EIR, Article 3. International Jurisdiction; EU도산규칙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주된 

절차(main proceeding)를 주된 이익의 중심지(Center of Main Interest)가 있는 국가에서 진

행하여야 한다.  

636) Weil(2015), p.6 

637) Olivares-Caminal et al(2017), p.249 

638) Enterprise Act 2002, Part 10 Insolv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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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의 위험이 있는 것을 요건으로 개시된다.639 

(나) 법원의 관계인집회 인가요건  

합의개편계획절차는 일반적으로 회사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된다. 다

만, 회사관리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관리인이 또는 청산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청산인이 회사를 위하여 합의개편계획절차의 개시를 신청

할 수 있다.640  2006년 영국 회사법상 주주 또는 채권자도 개별적으로 혹

은 조를 구성하여 합의개편계획절차의 개시를 신청할 수 있지만, 회사가 

합의개편계획의 개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와 양보를 전

제로 하는 합의개편계획절차의 특성상 법원이 합의개편계획을 인가할 수 

 

639) Insolvency Act 1986, Sch B1, para 11.; 회사관리절차의 도입 이전에는, 회사가 지급불이

행을 한 경우 통상적으로 은행이 부동담보(floating charge)에 대한 담보권자로서 수탁관

리인(administrative receiver)을 선임하고 담보권을 실행하여 자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

(기득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수탁관리인은 부동담보채권자의 이익만을 고려하였기 때

문에 회사의 재건보다는 회사의 자산을 매각하여 채권의 만족을 구하는 데 중점을 두

었고, 무담보채권자를 위하여 자산매각 가격을 높이고자 하는 노력도 미진하였다

(Olivares-Caminal et al(2017), p.201). 이에 따라 2002년 기업법(Enterprise Act 2002)은 회사

관리절차에서 회사의 재생을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선언하고, 회사의 관리인은 회사전

체의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여야 함을 명시하였다(Insolvency Act 1986, 

Sch B1, para 3(2)). 2002년 기업법은 부동담보권자가 수탁관리인(administrative receiver)를 

선임하는 제도를 폐지하였고, 적격 부동담보권자는 회사 관리인의 선임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Insolvency Act 1986, Sch B1, paras 14-18). 회사관리절차기간 중에는, 관리인

인 도산실무가가 회사의 경영권 및 재산관리처분권을 가지고, 경영자는 회사경영권한

을 상실한다. 다만, 관리인이 회사를 계속기업으로 유지하는 경우에는, 현재의 경영진

의 전부 또는 일부에게 경영을 계속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관리인은 회생

경영전문가(Turn around management)를 최고구조조정임원(Chief Restructuring Officer)으로 

고용하여 경영을 맡길 수도 있다. 사적 채무조정절차의 경우에는 워크아웃의 참가자가 

자발적으로 권리행사를 하지 않을 것에 동의하지 않는 이상 회사는 채권자에 대한 지

급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채권자의 담보권 행사 등 권리행사를 저지할 수 없다. 이

에 반하여 회사관리절차의 경우 관리인이 선임되면 권리행사정지(moratorium)의 효과가 

발생하는데, 이와 같은 지급정지효과를 통해 회사에게 채무조정을 할 여유(breathing 

space)를 주는 효과를 가진다(Law Business Research(2016), p.153). 회사관리절차는 EU규

제에 따라 도산절차로 취급되므로, 영국을 주된 이익의 중심지(center of main interest, 

COMI)로 보아 영국의 절차를 EU내의 주된 절차(main proceeding)로 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도산절차인 회사관리절차를 개시할 필요가 있다.   

640) Companies Act 2006, s 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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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 다만, 법원은 관계인집회가 개최될 것을 인가할 수는 있다.641   

합의개편계획 절차의 개요는 (i) 법원의 인가에 따른 관계인집회의 

개최; (ii) 이해관계자에 대한 정보개시, (iii) 조별 투표 및 (iv) 법원의 합

의개편계획 인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법원은 관계인집회를 인가하는 단계에서는 합의개편계획의 적정성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고, 조별 구성이 적정한지 여부만을 판단한다.642  법원

이 각 조별 구성이 적절히 되었다고 판단하여 관계인집회의 개최를 인가

한 경우, 회사는 합의개편계획을 위한 관계인집회를 소집하고, 회사 및 

회사의 임원(officer)은 합의개편계획을 설명하는 자료를 채권자, 주주 등 

관계인 집회에 참석하여 투표할 조에게 제공하고, 투표방법에 대하여도 

안내를 하여야 한다. 이사가 합의개편계획에 대하여 채권자 또는 주주로

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이해관계의 내용도 같이 개

시하여야 한다.643  

(다) 조 분류 기준  

법원은 첫번째 기일에서 관계인집회의 소집을 인가한다. 관계인집회

에 참석하는 조는 합의개편계획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개별 조 또는 복

수 조이고, 조분류에 대한 별도의 기준이 영국 회사법상 명문화되어 있

지는 않다.644   

Re aawk Insurance 사건645에서 법원은 권리내용이 달라 공동의 이해

관계(common interest)가 없는 자들이 같은 조가 되어서는 안되고, 권리가 

유사한 자들은 같은 조로 의결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동 판결은 소수채

권자가 별도의 조를 구성하여 거부권을 가지는 결과가 되어서는 안된다

 

641) Companies Act 2006, s 896; Payne(2014), pp.29-31; Savoy aotel Ltd, Re [1981] Ch 351 

642) Payne(2018), p.135 

643) Companies Act 2006, s 897; s 898  

644) Companies Act 2006, s 896 

645) Re aawk Insurance Co Ltd [2001] 2 BCLC 480 at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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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기준을 정립하였다. 동 사건에서 법원이 같은 조를 구성하는 요소의 

판단기준으로 삼은 것은 합의개편계획에 의하여 변경 또는 포기되는 권

리 및 합의개편계획에 의하여 새로 발생하는 권리를 분석하여 같은 조의 

채권자간의 권리의 유사성으로 인하여 같은 조의 채권자간에 공동이익을 

위하여 서로 협의(consult)하는 것이 필요한지 여부이다.646 

합의개편계획은 모든 조가 찬성투표를 가결하는 것을 조건으로 인가

되기 때문에, 조 단위가 세분화될수록 소수채권자들에게 합의개편계획을 

부결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효과가 있고, 조 단위를 넓게 구성할수록 소

수채권자의 권리가 보호되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한다. Re aawk Insurance

사건에서 영국법원은 도산절차와 유사하게 권리내용이 다른 무담보채권

자 그룹을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보아 하나의 조로 인정하였

다.647   

한편, 신탁구조에 의한 사채발행구조의 특성상 개별적인 사채권자가 

합의개편계획에 대한 의결권을 가지는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있지만, 개

별 사채권자가 의결권을 가진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648  사채

권자의 조분류와 관련하여 발행사채별로 조를 구성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합의개편계획에 따라 일정하지 않다. 사안에 따라서 특정한 사채

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합의개편계획이 제출되는 경우도 있는 반면,649  선

순위 채권자와 선순위 사채권자를 같은 조로 하는 합의개편계획에 대하

여 법원이 인가한 경우도 있다.650  

(라) 각 조별 결의요건 

 

646) Payne(2014), pp.46-47  

647) Payne(2018), p.136 

648) Payne(2014), p.186  

649) Business Wire, “GTS Europe Ltd. Bondholders Unanimously Approve Scheme of Arrangement” 

Jul 13, 2001  

650) aingston and Platt(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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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개편계획은 모든 조별로 결의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법원에 의

하여 인가될 수 있다. 각 조의 결의요건은 의결권자의 과반수 찬성(頭數

요건) 및 각 조의 결의금액의 75%이상 찬성(금액요건)을 충족하여야 한

다.651 

(마) 개별 사채권자의 의결권 

영국 유로본드는 전체 발행금액을 표창하는 한 개의 무권화된 포괄

사채권(global certificate)을 발행하고, 사채권자는 유로클리어(Euroclear)나 

클리어스트림(Clearstream)과 같은 국제청산결제기관 또는 청산결제기관에 

계좌를 가진 보관기관(custodian)을 통하여 사채를 보유하는 것이 일반적

이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보관기관은 사채권자를 위하여 사채를 보유하

고 있는 한편, 사채권자를 위하여 발행회사로부터 사채원리금을 수령하

는 역할을 하므로, 개별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에 대하여 직접 원리금 지

급청구를 할 필요가 없다.652  

일상적인 경우에는 발행회사와의 관계에서 보관기관이나 그 피지명

인(nominee)이 법률적 권리의 명의자로 등록되어 사채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고, 사채권자는 사채에 대한 경제적 이익(economic interest)을 보유

하는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합의개편계획의 목적상 개별 사채권

자를 채권자로 보아 합의개편계획에 대한 의결권을 부여할 것인지, 보관

기관에게 의결권을 부여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개별 사채권자가 발행회

사에 대한 직접적인 채권이 있는지 여부는 결국 계약상 권리의 해석의 

문제이다. 신탁증서상으로 기한이익상실사유가 발생하여 계속되는 경우

에는 발행회사는 개별 사채권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개별 사채권자에게 

확정사채권(definitive certificate)을 발행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개별 사채

 

651) Weil(2012), p.34; Companies Act 2006, s. 899(1) 

652) Payne(2014), pp.184-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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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자가 확정사채권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의결권을 가진 채권자로 인정하

는데 문제가 없다. 다만, 확정사채권이 발급되기 이전에도 개별 사채권자

는 발행회사로부터 확정사채권을 발급받아 직접적인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므로 사채권자를 조건부 채권자(contingent creditor)로 보

아 합의개편계획에서 직접 투표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영국 법원의 입

장이다. 653  이와 같은 논리구성이 필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영국 회사법

상 합의개편계획에 찬성하기 위하여는 투표단위인 하나의 조내에서 채권

금액의 75% 및 채권자의 과반수 찬성이 필요한데, 만일 수탁자나 보관

기관을 의결권자로 보게 되면 의결권 불통일행사(split voting)에 의하여 

채권액의 75%이상인 금액요건은 충족할 수 있지만, 채권자의 과반수의 

찬성을 필요로 하는 頭數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654  

(3) EU구조조정지침 

(가) EU구조조정지침의 개요 

(A) 제정배경  

EU구조조정지침의 제정에 대한 초기의 동력은 INSOL Europe이 2010

년 발표한 유럽에서의 도산법 통합에 대한 보고서655에서 비롯되었다. 동

보고서는 각국마다 도산법상의 회생절차의 개시시점과 절차, 회생계획의 

제출방법, 의결방법 및 인가방법에 차이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차

이로 인하여 국가별로 채무자의 재생기회가 불균등하여, 채무재조정을 

위한 법정지 쇼핑이 발생하므로, 유럽내에서의 채무재조정절차 및 도산

 

653) Castle aoldco 4 Ltd [2009] EWaC 1347(Ch); Payne(2014), p.186에 따르면 공개되는 않은 

판결인 Re Gallery Capital SA and Gallery Media Group Ltd, 21 April 2010 에서도 법원은 같은 

입장을 취하였다.   

654 ) Payne(2014), p.186; Payne은 이와 같은 해석이 다소 인위적임을 지적하면서 합의개편

계획의 결의요건 중에서 두수요건을 삭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655 ) INSOL Europe(2010) aarmonisation of insolvency law at EU level, European Parliament, 

Directorate General for Internal Policies, Policy Department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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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기본원칙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656  2011년 

유럽의회는 동 보고서의 제안을 받아들여 유럽연합내의 도산 및 기업재

생법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유럽연합위원회에 도산

법제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할 것을 결의하였다.657   

유럽연합위원회는 유럽의회의 결의에 따라 2012년 유럽연합내의 국

가간의 상이한 도산절차의 내용을 조화시키기 위하여 단계적으로 입법노

력을 하겠다는 의도를 발표하였고658 , 후속절차로 2012년 관할권 및 준거

법 조정에 대한 종전 EU도산규칙의 개정안인 개정 EU도산규칙659을 제정

하여, 종전 EU도산규칙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법정지 쇼핑 문제에 

대한 대응책으로 주된 도산절차의 소재지를 정하는 주된 이익의 중심지

(center of main interest, COMI)의 개념을 확대하였다. 또한, 동 규칙이 적용

되는 도산절차의 범위를 재생절차로 확대하였고, 국경간 기업집단의 도

산문제에서 법원간의 협력 및 조정 문제에 대한 조항들을 신설하였다.   

그러나, 각국의 실질적인 도산 및 재생법제의 차이로 인하여 국경간 

성공적인 기업재생이 이루어지지 않고, 기업이 재무적 어려움에 처한 경

우 조기에 채무조조정을 할 기회를 놓침에 따라 기업의 높은 도산율이 

계속 문제가 되었다. 재생가능한 기업의 도산은 채권자, 기업의 직원 및 

경제전체에 손해가 된다는 인식하에 기업의 조기 채무재조정노력을 장려

하고, 한번 도산한 기업이나 사업가에 대한 재기의 기회를 주기 위한 제

도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이에 따라 EU국가간 실질적

 

656) Eidenmüller and Zwieten(2015), pp.633-634 

657 ) European Parliament, Insolvency proceedings in the context of EU company law European 

Parliament resolution of 15 November 2011 with recommendations to the Commission on insolvency 

proceedings in the context of EU company law(2011/2006(INI)) ANNEX TO TaE RESOLUTION  

658 ) European Commission, “A new European approach to business failure and insolvency” 

COM(2012)742, 12 December 2012 

659) European Commission, Regulation(EU) 2015/848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0 May 2015 on Insolvency Proceeding(recast)(이하 “Recast Regulation” 또는 “개정 EU도

산규칙”). EU도산규칙 및 국제 도산법에 대한 논의는 김명수(2014), 김명수(2017), 김영

석(2015), 석광현(2001), 이연주(2018), 장원규(201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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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도산법제 및 채무재조정법제의 일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2014년 유

럽연합이사회는 기업구조조정과 재기기회에 관한 권고안(2014년 구조조

정권고안) 660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동 권고안은 회원국들에게 입법의무

를 부과하고 않았기 때문에 권고안에 따른 회원국의 법제개선 여부 및 

정도는 회원국마다 일정하지 않고, 편차가 심하였다.661  

한편, 유럽위원회는 2015년 발표한 통합된 자본시장 조성을 위한 계

획 662 )에서 유럽위원회의 최우선과제(top priority)는 유럽의 경제를 강화하

고 일자리 창조를 위하여 투자를 활성화하는 것임을 선언하고, 2015년 유

럽연합의 중요 5개 기관의 기관장들 663이 공동으로 발표한 Five President 

Report에서 통합된 자본시장 구성목표 및 통합된(harmonized) 도산 및 재

생법제의 구성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664  이러한 배경하에 유럽위원회는 

2016년 11월 22일 유럽연합내의 국가들에게 내용적 일관성을 갖는 구조

조정 및 도산절차의 입법의무를 부과하는 EU구조조정지침안665을 제출하

 

660) European Commission, Recommendation on restructuring and second chance, C(2014) 1500 final, 

12 March 2014 

661) European Commission, The Inception impact assessment – Initiative on Insolvency, 03,.03.2016 

662) European Commission, Action Plan on Building a Capital Markets Union, COM(2015) 468(이하 

“2015 Action Plan”), Brussels, 30.9.2015  

663) European Commission President Jean-Claude Juncker, the President of the Euro Summit, Donald 

Tusk, the President of the Eurogroup, Jeroen Dijsselbloem, the President of the European Central 

Bank, Mario Draghi, and the President of the European Parliament, Martin Schulz 

664) Completing Europe’s Economic and Monetary Union, Report by Jean-Claude Juncker in close 

cooperation with Donald Tusk, Jeroen Dijsselbloem, Mario Draghi and Martin Schulz(so-called Five 

Presidents), 22 June 2015. 동 보고서는 유럽연합의 경제적 정치적 발전과 국제적 경쟁력

을 강화하기 위하여 2015년부터 2025년까지 4단계에 걸쳐 유럽공동체의 진정한 통합

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는데, 첫째 단계로 상호 의존성이 있는 진정한 경제공동

체(genuine Economic Union)를 이루고, 두번째, 통합된 통화와 사적 금융주체간의 리스크 

공유를 위한 은행권(Banking Union) 및 자본시장(Capital Market Union) 의 통합을 기반으

로 하는 금융공동체(Financial Union)를 이루고, 세번째 단계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재

정공동체(Fiscal Union)를 이루고, 마지막 단계로 시민에 대한 책임과 정당성을 강화하

고, 각국의 국회 및 유럽의회 등 정치적 기관간의 공조를 강화하는 정치공동체(Political 

Union)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통합된 도산법제의 필요성은 국경간 통합

된 자본시장(Capital Market Union)을 이루기 위한 개선사항 중의 하나로 각국의 상이한 

도산법제 및 권리의 집행(enforceability)체제가 국경간 자유로운 자본의 이동 및 투자를 

저해하는 중요한 장애요인 중의 하나로 지적되었다. 

665) Proposal for a Directive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preventive restructu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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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동 구조조정지침안은 여태까지 유럽연합내에서 관할 및 준거법의 

기준을 정하는 종전 EU도산규칙과 별도로 유럽연합의 경제적 발전을 위

한 통합된 자본시장(Capital Markets Union, 또는 CMU)의 구성을 위하여는 

내용적으로 통일된 구조조정 및 도산절차의 필요성 및 이에 대한 최소한

의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에 기초한 것이다.666  2년간의 논의

를 거쳐, 유럽연합이사회는 2018년 10월 11일 동 지침안의 내용을 대부

분 수용한 선제적인 구조조정지침안667을 승인하였다.668  유럽의회는 2018

년 12월 19일 최종안을 승인하였고,669  2019년 3월 28일 최종지침의 승인

을 결의하였다.670  최종지침인 EU구조조정지침(Restructuring Directive) 671은 

2019년 6월 20일 유럽연합의 공식관보에 게재되어 효력을 발생하였다. 

유럽연합내의 국가들은 EU구조조정지침의 효력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국내입법(transposition)을 해야 할 의무를 진다.672  각 국의 내국법 개정범

위는 각국의 법제의 현황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B) 효력범위  

 

frameworks, second chance and measure to increase the efficiency of restructuring, insolvency and 

discharge procedures and amending Directive 2012/30/EU, COM(2016) 723 final 

666) Draft Restructuring Directive, p.2 

667) Proposal for a Directive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preventive restructuring 

frameworks, second chance and measure to increase the efficiency of restructuring, insolvency and 

discharge procedures an amending Directive 2012/30/EU  

668) European Council, Press Release – “Directive on business insolvency: Council agrees its position”, 

11/10/2018  

669) European Council, Press Release–“EU agrees new rules on business insolvency”, 19/12/2018  

670) P8_TA-PROV(2019)0321, European Parliament legislative resolution of 28 March 2019 on the 

proposal for a directive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preventive restructuring 

frameworks, second chance and measures to increase the efficiency of restructuring, insolvency and 

discharge procedures and amending Directive 2012/30/EU(COM(2016)0723 – C8-0475/2016 

– 2016/0359(COD)) 

671) DIRECTIVE (EU) 2019/1023 OF Ta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aE COUNCIL 

of 20 June 2019 on preventive restructuring frameworks, on discharge of debt and disqualifications, 

and on measures to increase the efficiency of procedures concerning restructuring, insolvency and 

discharge of debt, and amending Directive (EU) 2017/1132 (Directive on restructuring and 

insolvency); EU구조조정지침, whereas(96)과 art.32에서 EU구조조정지침과 배치되는 일부 

EU통합회사법지침((EU) 2017/1132)을 수정하고 있다.   

672) DIRECTIVE(EU) 2019/1023, art. 34 

http://eur-lex.europa.eu/smartapi/cgi/sga_doc?smartapi!celexplus!prod!DocNumber&lg=EN&type_doc=COMfinal&an_doc=2016&nu_doc=0723
http://www.europarl.europa.eu/oeil/popups/ficheprocedure.do?lang=en&reference=2016/0359(C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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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구조조정지침은 도산법의 목적이 채권회수의 극대화에서 기업의 

재생을 통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이익의 극대화로 변경되었다는 전제하에, 

기업이 도산상태에 이르기 전에 도산기업이라는 사회적 낙인을 피하면서 

조기에 재무구조를 조정하여 재생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각종 법적 장

치를 도입할 의무를 정하고 있다.  

EU구조조정지침의 대상은 재무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도산의 가능성

이 있는 기업이다. EU구조조정지침은 도산절차로의 이행을 예방하고 기

업의 존속을 보장하기 위한 선제적인 구조조정절차의 틀을 제시한다. 673 ) 

즉, EU구조조정지침은 기업의 영업은 양호하나 과도한 재무부담으로 도

산의 위험이 있는 기업에 대하여 채무감면 또는 연장, 출자전환 등의 채

무재조정을 통하여 기업의 계속가치를 존속하고자 하는데 주된 목적을 

두고 있다. 기업이 사전에 채권자들과 다수결 결의에 의한 채무재조정 

방법을 약정하지 않은 이상, 원칙적으로 채무재조정을 위하여 채권자 전

원의 동의를 필요로 하게 된다. 그런데, 기업에 이미 재무적 어려움이 발

생한 상황에서 사후적으로 채무재조정을 하는 것은 채권자의 종류가 다

양하고 이해관계가 다른 상황에서 매우 어려울 것이다. 또한 채무재조정

과정에서 채권자들간의 이익충돌, 채권자와 주주간의 이익충돌 등의 문

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일부 채권자들의 전략적 행동으로 전체 채권자들

에게 이익이 되는 채무재조정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674  

EU구조조정지침은 법원 또는 행정기관의 최소한의 관여 및 신속한 

절차의 진행을 통한 채무재조정(restructuring)을 가능하게 하면서, 675  도산

법상 주로 사용되는 방법인 개별적 권리행사의 중지(stay) 676  및 다른 채

 

673) DIRECTIVE(EU) 2019/1023, art. 2(1) 1, restructuring을 채무자의 사업을 구조조정하기 위

한 조치로, 채무자의 자산부채의 구성, 조건, 구조 또는 자산 또는 영업을 매각하는 등 

자본구조를 변경하는 조치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674) Eidenmüller and Zwieten(2015), p.631 

675) DIRECTIVE(EU) 2019/1023, art. 1 

676) DIRECTIVE(EU) 2019/1023, art. 6, 권리행사의 중지는 각국의 법제에 따라 도산법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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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자 조간의 강제인가(cross-class cram-down)의 기법을 통하여 채권자 그

룹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677  신규자금조달에 관하여 우선변제권을 보

 

다른 법하에서 허용될 수 있다. 다만 중지의 범위에는 담보채권자의 권리행사도 포함

되어야 한다. Zhang (2019), p.13에 의하면 도산법상 중지(stay)는 공유지의 문제를 해결하

는 수단이다. 공유지의 문제는 한정된 자원인 공유지를 일반 공중이 과다사용하여 발

생하는 문제로, Thomas A. Jackson은 그의 1986년 저서인 “The Logic and Limits of 

Bankruptcy Law”에서 다음과 같은 예시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한 개인이 1년에 

100,000달러 가치 상당의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호수를 소유한다는 가정하에, 호수 

소유자로서는 두가지 선택이 가능하다. 첫번째 선택은 1년에 100,000달러 상당의 물고

기를 모두 잡아서 시장에 팔고 다음해에는 물고기 어획이 고갈되어 아무로 소득도 얻

을 수 없는 경우이다. 두번째 선택은, 1년에 50,000달러 상당의 물고기만 잡아서 판매하

고, 호수내에서 물고기가 자체적으로 번식하여 그 다음해에도 계속적으로 50,000 달러 

상당의 물고기의 어획이 가능한 경우로, 두번째 선택의 가치는 500,000 달러의 연금의 

현재가치와 같다. 비교의 목적상 두번째 선택의 현재가치가 500,000 달러라고 보면, 호

수 소유자의 입장에서는 첫번째 해에 50,000달러에 해당하는 고기만을 어획하여 판매

하더라도 전체적인 가치로 보게 되면 두번째 선택이 더욱 합리적인 선택이 된다. 같은 

호수를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경우에는 여러 사람이 하나의 그룹으로써 두번째 선택

을 하는 것이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합리적인 선택이지만, 각 개인이 이기적으로 행동

하여 첫번째 해에 최대한 많은 양을 수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결국 첫번째 해에 호

수의 물고기가 모두 고갈되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Jackson(1986) pp.11-12). 이러한 공유

지의 문제는 회사의 도산상황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회사의 자산의 가치가 채권자들

의 채권의 합계보다 적은 경우, 채권자들은 죄수의 딜레마, 혹은 공유지의 문제를 경

험하게 된다. 즉, 채권자들은 부족한 재원을 먼저 취득하고자 하는 동기가 생기게 되

고, 시기상조의 청산(premature liquidation)으로 귀결될 수 있다. 회사가 도산상황에 이르

러 모든 채권자들에게 변제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경우 각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

한 개별적인 권리행사를 통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자산가치를 하락시키고, 

각자의 집행비용을 증가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Jackson(1986), pp.11-12).  

677 ) DIRECTIVE(EU) 2019/1023, whereas(55),(56), art. 11, 법원이나 행정당국이 강제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절대우선의 원칙(absolute priority rule)을 도입할지 여부는 각국이 입법정

책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Zhang(2019), p.13에 의하면 도산법상 강제인가(cram-

down)는 反공유지의 비극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다. 反공유지의 비극은 하나의 사유

지(또는 권리)를 여러 명이 나누어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사용조건에 대한 합의가 이

루어지지 않아 사유지(또는 권리)가 사용되지 않는 상황으로 공유지의 문제와 대척점

에 있는 현상을 말한다. 그 예시로는 무료 공용주차장의 경우 지나치게 많은 사람이 

주차하여 주차장 이용에 불편이 증가하는 데 이러한 사항은 공유지의 문제이다. 공유

지의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주차장을 원래 주차장을 이용하던 사람들에게 구분하여 

나누어 주었으나, 주차장 소유자간에 그 이용조건에 대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거나, 

주차장의 이용허가를 받기 위하여 여러 사람의 동의를 거쳐야 하는 경우 주차장이 이

용되지 않는 비효율적인 결과가 발생한다(aeller(2013), pp.10-13). aeller(1998) pp.642-647

는 모스크바의 거리에 있는 상점 앞에는 물건이 진열되어 있지 않고 비어 있는 반면, 

길거리의 키오스크에 물건이 가득 차 있는 이유가, 사회주의 국가의 재산법상 희소한 

재화인 상점 앞 공간을 소유하고, 이용하는 데 대한 규제가 매우 복잡하여, 오히려 길

거리에 키오스크를 새로 새우는 것이 더 용이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를 反공

유지의 비극문제로 최초로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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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고 있다. 이와 같이 EU구조조정지침은 도산절차에 이르지 않은 채

무자와 채권자간의 협상의 틀을 제공함으로써, 소수채권자의 전략적 행

동에 대처하면서, 기업의 도산을 예방하고 재기의 기회를 주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678  참고로, 영국은 다른 국가에 비하여 합의개편계획

에 의한 채무조정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지만, 채무조정단

계에서 권리행사의 중지나 채권자 조간의 강제인가(cross-class cram down)

는 가능하지 아니하므로 관련 법제의 추가 변경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

다.679  

(C) 적용대상기업 

EU구조조정지침은 기업이 도산절차에 이르기 전에 조기에 채무자 

기업의 신청에 따라 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사전 

구조조정절차를 개시하기 위하여는 최소한 재무적 어려움으로 인한 도산

의 가능성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되, “도산(insolvency)” 및 “도산의 가

능성(likelihood of insolvency)”의 요건은 각국의 법률에 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다.680 공기업과 금융기관은 EU구조조정지침대상에서 제외된다.681  

구조조정계획(restructuring plans)은 사법당국이나 행정당국에 제출되

어 인가를 받아야 한다. 구조조정계획은 채무자의 자산 부채의 현황과 

가치평가, 구조조정에 이르게 된 사유, 영향을 받는 채권자를 명기하고, 

 

678) Eidenmüller and Zwieten(2015), pp.632-633 

679 ) White & Case(2019); 다만, 영국의 EU탈퇴, 즉 Brexit의 확정여부에 따라서 내국법 개

정여부가 달라질 것이다. 

680 ) EU구조조정지침은 도산법원 외에서 예방적인 구조조정의 틀을 정비할 것을 요구하

면서, 절차개시 및 협상과정에서 법원이나 행정당국의 관여를 권리에 영향을 받는 자

들의 권리가 보호되는 범위에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관여하도록 하며, 원칙적으로 

예방적 구조조정(preventive restructuring)은 채무자의 신청으로 개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국가에 따라서는 채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채권자 또는 직원

의 신청에 의한 선제적인 구조조정이 개시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DIRECTIVE(EU) 

2019/1023, art. 4).  

681) DIRECTIVE(EU) 2019/1023, art.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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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자를 조별로 분류하고 구조조정계획이 성공할 합리

적인 전망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또한 구조조정계획의 성공가능성

에 대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도록 할 수 있다. EU각국은 중소기업

(SMEs)이 구조조정을 실행하기 위한 체크리스트와 자세한 가이드라인을 

온라인상 열람 가능하도록 제공하여야 한다.682  채무자는 구조조정계획을 

제출할 권리가 있으며, 국가에 따라서 일정한 조건하에 구조조정실무가

683 또는 채권자도 구조조정계획을 제출할 수 있다. 

(나) 조분류의 기준  

채권자 조분류시에는 채권자간에 확인가능한 공동의 이해관계가 충

분히 있어야 하며, 최소한 담보채권자와 무담보채권자는 별도의 조로 구

성되어야 한다. 근로자의 청구권도 별도의 조로 결의하도록 할 수 있

다. 684  조편성과 의결권은 구조조정계획의 제출시 사법당국 또는 행정당

국에 의하여 검토되어야 한다.685  

구조조정계획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자들은 구조조정계획에 대한 의

결권이 있으나, 구조조정계획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 자들은 의결권

이 없다.686  다만, 각 국가는 지분권자, 후순위채권자 또는 채무자와 특수

 

682) DIRECTIVE(EU) 2019/1023, art. 8 

683 ) 선제적인 구조조정을 통하여 기업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기 위한 목적에 따라, 구조

조정지침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전체 또는 최소한 부분적으로 기업의 자산과 영업행

위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사법당국이나 행정당국이 구조

조정실무가(practitioner in the field of restructuring)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

이 자동적으로 구조조정실무가를 선임하지 않고 기업에게 자기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기업들이 경영권 상실을 우려하여 조기에 구조조정절차를 개시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사법당국이나 행정당국이 채권자들의 권리행사를 정지

하면서(general stay of individual enforcement actions)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구조조

정실무가를 선임하여 채무자와 채권자가 구조조정계획을 협상하는 데 조력하도록 하

여야 한다. 또한, 사법당국이나 행정당국에 의하여 채권자 조간의 강제인가(cross-class 

cram-down)가 성립되거나, 채무자 또는 과반수의 채권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도 구조조

정실무가가 선임되어야 한다(DIRECTIVE(EU) 2019/1023, whereas (30)). 

684) DIRECTIVE(EU) 2019/1023, art. 9(4)  

685) DIRECTIVE(EU) 2019/1023, art. 9(5)  

686) DIRECTIVE(EU) 2019/1023, art.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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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의결권을 배제할 수 있다.687  

(다) 결의요건 

구조조정계획은 각 조에서 채권금액을 기준으로 과반수 결의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각 국은 채권금액 기준 이외에 채권자의 과반수의 결

의요건을 추가할 수 있다. 구조조정계획을 승인하기 위한 결의요건은 관

련 채권금액이나 채권자수의 75%보다 높게 정할 수는 없다.688  

(라) 인가기준 

사법당국이나 행정당국은 구조조정계획(restructuring plan)을 인가할 

때, 동 계획이 각 조별 결의요건을 충족하였고,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에 

부합하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689  또한 사법당국이나 행정당국은 구조조

정계획이 도산을 방지할 합리적인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승인을 거부

할 수 있다. 690  실질적인 인가기준에 대하여는 제4장 제2절에서 보다 자

세히 논한다. 

(마) 사채권자와 관련된 쟁점  

동 지침에서 사채권자의 권리보호에 대하여 별도로 다루고 있지 않

지만, 담보채권자와 무담보채권자가 별도의 조로 나누어 투표를 하여야 

하는 점과 무담보채권자 조의 결의요건 등은 사채권자의 권리와 연관이 

되는 부분이다. 즉, 구조조정에서 사채권자의 권리가 영향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사채권자를 포함한 무담보채권자 조에서 각 나라의 법률에서 

정하는 결의요건에 따라 채무조정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사채권자만을 

별도의 조로 구성할 것인지, 그렇다면 사채의 발행단위로 채무조정을 할 

 

687) DIRECTIVE(EU) 2019/1023, art. 9(3)  

688) DIRECTIVE(EU) 2019/1023, art. 9(6) 

689) DIRECTIVE(EU) 2019/1023, art. 10(2)  

690) DIRECTIVE(EU) 2019/1023, art.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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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지, 아니면 사채의 발행단위에 관계없이 사채권자에 대하여 일괄적

으로 채무조정을 할 것인지, 신탁증서상 다수결 결의요건을 정하는 경우 

계약상 조건에 따라 제도화된 구조조정절차 외에서 사채권자에 대한 채

무조정이 가능한지가 쟁점이 될 것이다. 

(4) 일본의 사업재생 ADR제도  

일본의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절차는「재판외 분쟁해결절

차의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근거법으로 하여, 일본의 법무대신의 인

정을 받은 특정인증 분쟁해결사업자가 실시하는 절차(이하 “ADR절차”)

를 의미한다. 사업재생 ADR절차는 기업의 과잉채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07년 산업활력재생 특별조치법의 개정에 의하여 창설되었고, 

2013년 산업경쟁력강화법 제51조 내지 제60조에 의하여 승계된 제도이다. 

사업재생 ADR절차의 이용목적은 사업가치의 현저한 훼손에 의하여 사

업의 재건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회사갱생법이나 민사재생법 등의 도

산 절차에 의하지 않고, 채권자와 채무자의 합의에 의하여 채무(대개 금

융채무)의 유예, 감면 등을 함으로써, 경영위기에 있는 기업의 재건을 가

능하도록 하는 것이다.691  

현재 특정인증분쟁 해결사업자로 인정된 사업자는 사단법인 사업재

생실무가협회(Japanese Association of Turnaround Professionals, 이하 “JATP”)

가 유일하므로, 사업재생ADR이라고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는 JATP에 의

한 사업재생 ADR절차를 의미한다.692  사업재생ADR은 준칙형 사적정리절

차의 하나로서, JATP가 절차를 주재하고, 중립적이고 공정한 전문가인 제

3자가 절차실시자로서 법령에 의해 정해진 절차를 진행한다. 이에 따라 

 

691 ) 일본의 사업재생법제에 대한 보다 자세한 논의는 박승두(2010), 황인용(2017)참고. 

일본의 산업활력재생 특별조치법을 참고한 한국의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대

한 논의는 곽관훈(2016), 곽관훈(2017), 김병태 외(2016) 참고    

692) 홈페이지 http://www.turnaround.jp/adr/ , 2019년 4월 7일 방문 

http://www.turnaround.jp/ad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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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정리 가이드라인 693에 따른 사적정리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온 불공

평, 불공정, 불투명한 절차를 피하고, 절차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

능하다.694 

(가) ADR절차의 대상기관  

사업재생ADR은 법적 근거를 둔 공통규범에 의한 절차로서, 절차의 

공정성과 중립성 및 투명성이 확보되므로, 순수한 사적 정리절차에 비하

여 집단적 이해관계의 조정이 용이한 면이 있다. 다만, 사업재생ADR은 

원칙적으로 그 절차의 대상이 되는 금융채권자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하

고, 그 이외에 채권자(예를 들면 사채권자, 상사채권자 기타 우발채권자)

에 대하여는 직접적인 효력이 없다.  

(나) 결의요건 

ADR절차에서 사업재생결의를 위한 채권자회의는 채권자 전원의 서

면합의에 의하여 사업재생계획안에 대한 결의를 할 수 있다.695  

 

693 ) 私的整理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2001); 2001년 4월 일본정부는 일본 경제의 침체, 불

량기업의 증가 등에 대한 대책으로 긴급경제대책을 발표하고, 사적정리에 관한 관계자

간의 공통인식을 도출하고, 사적정리를 하는 경우 관계자간의 조정절차 등을 가이드라

인으로 정하는 것을 최종목표로 2001년 6월 7일 사적정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연구회를 

발족하였다. 동 연구회는 금융계, 산업계를 대표하는 인사들이 공정·중립적인 학자 

및 실무자들과 함께 활발히 논의한 내용을 반영하여 같은 해 9월 “사적정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으로 공표하였다. 불량채권의 최종처리는 금융의 재생과 산업의 재생이라

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문제이다. 금융기관으로서는 신속한 해결이 중요한 문제인 

한편, 산업의 재생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경영자원을 생산성이 낮은 분야로부터 성장성

이 높은 부분으로 이동시키는 경제의 구조개혁을 촉진하여야 한다. 동 가이드라인은 

기업의 사적정리에 관한 기본적인 방침을 정하고, 동 가이드라인의 대상이 되는 기업

의 선정기준, 재건계획의 요건 등을 정하였다. 동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이 없으므

로 모든 사적정리에 강제적으로 적용되지 않지만, 공평하고 투명한 사적정리절차로서 

관계당사자가 자발적으로 존중, 준수할 것이 기대되는 신사협정이다. 일반적으로 동 

가이드라인은 상장기업 등 비교적 규모가 큰 기업을 중심으로 활용되어 왔으나, 사업

재생 ADR, 지역경제활성화지원기구, 중소기업재생 지원협의회등 제도화된 사정정리절

차의 발전과 함께 사적정리가이드라인의 이용율은 대폭적으로 감소하고 있다(多比羅誠
(2017), p.128). 

694) 多比羅誠(2017), p.99 

695) 산업경쟁력강화법 시행규칙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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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ADR절차내에서는 사채권자를 구속하는 결의요건은 두고 있지 

않으므로, 사채권자집회와 병행하여 채무조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사채권자에 대한 채무조정은 일본 회사법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사채권

자집회의 결의에 의하여 원금감축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일본내에

서 견해가 통일되어 있지 않으며, ADR절차와 사채권자집회를 통하여 사

채원금감축이 동시에 이루어진 예는 없다. 실제로 ADR절차와 연계하여 

사채권자집회를 개최한 경우는 에스콘 사례696가 유일하고, 동 사례는 사

채원금의 감축이 아니라 사채의 만기연장에 대한 것이었다.697  

 

696) 2009년(평성 21년) 6월, 日本 エスコン(이하 “NE사”)는 사업재생 ADR과 병행하여 융

자채권 뿐만 아니라, 사채에 대하여도 사채권자집회결의를 통하여, 융자채권자와 동일

한 조건으로 장기분할 변제하기로 조건변경을 실시하고, 또한 사채권을 액면가에서 할

인된 가격으로 매수하여 소각하여, 채무조정을 한 사례이다. 사채권자 집회를 통한 채

무조정이 일반적으로 잘 이용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본 건에서 사채권자 집회에 의

한 채무조정이 가능하였던 이유는, 원리금감면이나 출자전환을 수반하지 않는 기한연

장의 조건 변경이었고, 사업재생ADR과 병행하여 사채권자 집회를 개최하였고, 사채권

자 중에서는 유통시장에서 저가로 사채를 매수한 사채권자들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

으로 파악된다.   

NE사는 당초 특정인증 분쟁해결사업자에 의한 ADR절차를 이용하고자 하였으나, 동 

절차는 금융기관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일본 회사법에 따라 사채권자에 대한 채무조정

을 동시에 같이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일본법을 준거법으로 한 무담보사채는 

무기명 전자사채로 발행되어 전체 사채권자를 파악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사채권자를 접촉하여 채무조정안에 대하여 설득할 기회가 없는 것이 어려움 중의 하

나였다. 다만, 60퍼센트정도의 사채권자는 기관채권자로 회사가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

에, ADR절차를 통한 금융기관 채무조정과 같은 조건으로 3년 6개월동안 사채권 행사

의 일시정지기간을 정하고, 사채에 대한 변제기간을 7년으로 연장하고, 금융채권자에 

지급하는 금리와 같은 금리로 하는 것을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를 통하여 승인받을 수 

있었다. 다만, 사채권자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의 15%를 지급하고 즉시 사채를 상환하는 

조건을 추가하였다. 결과적으로, 전체 사채금액의 80%에 상당하는 사채권자들은 할인

된 액면가격으로 즉시 상환하는 조건을 선택하였다(奥総一郎(2012)와 p.58鈴木学(2012), 

pp.106-109).  

697 ) 실무적으로 보면 사업재생 ADR절차의 정식신청을 한 직후, 대상 채권자에 대하여 

채권의 일시정지통보가 이루어지고, 원칙적으로 그러한 일시정지 통지의 통보일로부터 

2주이내에 사업재건계획안의 개요를 설명하는 채권자집회를 개최하여 일지정지의 추

인 및 일시정지기간에 대한 결의가 이루어진다. 채권자 결의는 채권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채권자 전원의 참가가 필요하다. 그런데, 사업재생ADR의 신청시점에서 사

채권자는 대상채권자에 포함하지 않으므로, 사업재생 ADR절차 외에서 사채권자와 채

무관계를 조정하기 위한 의사소통을 미리 시작하여 양 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용이하

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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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업재생연구기구의 회사법 개정시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사적정리절차에서도 사채의 원리금감

면이 가능하도록 하여 보다 많은 회사들이 도산절차를 피하고 사업재생

을 도모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또한, 사채의 

발행시장 또는 유통시장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사채에 대한 원리금 감면

이 가능한지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요구가 강해졌다. 698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기하여 일본의 사업재생연구기구는 2011년 5월 28일 개

최한 심포지엄에서 ADR제도와 같이 제도화된 사적정리절차를 병행하는 

경우를 전제로 여러 회차의 사채권자들이 공동으로 원금감축 결의를 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내용의 회사법 개정 입법시안(이하 “2011년 사업

재생연구기구 회사법 개정안”)을 제시하였다.699 

①사채권자집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발행한 전부 또는 일

부의 사채에 대하여 그 원금 및 이자의 감면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는, 이하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가할 수 있다. (i) 일반에게 공표된 채무처리를 하기 위한 절차

에 관한 준칙에 따르거나, 그에 따른 채무처리절차와 함께 행해질 것; (ii) 

당해 권리변경의 내용이 회사의 다른 채권자가 받는 권리변경의 내용과 

실질적으로 형평 될 것; (iii) 당해 권리변경 후의 사채권자의 권리는 회사

가 청산한 경우 사채권자가 받을 수 있는 변제금액을 하회하지 않을 것.  

③일본 회사법 제736조에서 정한 대표사채권자가 선임된 경우, 대표

사채권자는 제1항에 열거된 행위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원의 허

가를 얻어 사채발행회사의 업무 및 재산의 상황을 조사할 수 있다.  

2011년 사업재생연구기구 회사법 개정안은 회사가 발생한 복수의 사

채에 대하여 동시에 원리금 감면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개별 

 

698) 井出ゆり(2011), pp.12-13; 松下淳一(2011), p.17  

699) 井出ゆり(2011), pp.14-16; 井出ゆり(2012), pp.20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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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사채 단위로 사채권자집회를 개최하여야 하는 현행 일본 회사법상의 

사채권자집회제도와 구별된다.700  2011년 사업재생연구기구 회사법 개정안

은 회사가 제도화된 사적 정리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고, 

여러 회차의 사채권자를 동시에 구속하는 결의를 할 수 있도록 한 점 및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내용이 도산법상의 기본원칙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는 점에서 동 개정안에서 제안된 사채권자집회의 역할은 도산절차에서의 

채권자집회 또는 관계인집회의 역할과 유사한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

인 시각이다.701 

나. 한국의 제도 

한국의 재무재조정제도로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의 채무조정 및 채

무자회생법상의 사전계획안 제출제도를 살펴본다.   

(1)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우리나라에서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법적, 사회적 관심과 제도의 정

비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대규모 기업들이 재무위기에 처하는 현실에 

따라, 정부의 주도하에 직면한 상황에 대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고, 

그 핵심적인 내용은 기업에 대출을 해준 채권금융단과 기업간의 협약에 

따른 신규자금지원 및 채무감면이었다. 즉, 기업의 부실징후가 발생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은행 채권단이 자발적으로 대상기업과 채무조정 및 신

규자금공여를 약정하는 채권단 자율협약에 따른 사적 워크아웃을 시도한

다. 하지만, 자율협약은 채무조정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채권은행단의 전

원동의가 필요하므로, 최근에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구조조정이 

주로 이용되고 있다.702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2001년 최초로 3년 한시법

 

700) 岩間郁乃(2012), pp.14-15  

701) 松下淳一(2012), pp.217-219 

702) 조대형(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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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제정된 후, 기간이 만료하면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다시 제정·시

행하는 방식으로 이어져 왔다.703  2018년 8월 제5차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의 유효기간이 만료하고, 2018년 10월 16일 다시 5년간의 한시법으로 제6

차 기업구조조정촉진법(법률번호 제15855호, 이하 언급되는 기업구조조

정촉진법은 제6차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지칭하되, 이전 기업구조조정촉

진법을 지칭하는 경우에는 법률의 차수를 명시한다)이 재도입되었다. 기

업구조조정촉진법은 그간 재도입 과정마다 조금씩 제도개선이 이루어져 

왔지만, 큰 틀에서는 주채권은행이 중심으로 진행하는 절차이다.704   

(가) 대상채권자 및 사채권자의 취급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적용을 받는 채권자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제정, 시행과정을 거쳐 점차 확대되어 왔다. 제5차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이전에는 채무조정 대상이 되는 채권자는 금융기관 채권금융기관(제4차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2조 제1호)에 한정되어 있었는데, 제5차 기업구조

조정촉진법부터는 적용대상 채권자가 금융채권자(금융채권을 보유한 자)

로 확대되어,705  개인채권자나 외국인 채권자도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적

 

703 ) 백종현·신동욱(2017), p.23; 제1차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2001년 9월부터 2005년 12

월말까지, 제2차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2007년 11월부터 2010년 12월말까지, 제3차 기

업구조조정촉진법은 2011년 5월부터 2013년 12월말까지, 제4차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2014년 1월부터 2015년 12월말까지, 제5차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2016년 3월부터 2018

년 8월말까지, 현행 제6차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2018년 10월 16일부터 5년간 효력을 

가진다. 

704 )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현황과 개선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로는 구정한(2017), 구

정한(2018a), 구정한(2018b), 김동환(2016), 김석기(2017), 김석기(2018), 백종현·신동욱

(2017), 오수근(2017), 이은재(2017), 정래용·최헌섭(2016), 조대형(2017), 조대형(2018), 

최완진(2015), 한민(2015b), 한민(2018) 참조  

705 ) 금융채권이란 기업 또는 타인에 대한 신용공여로 해당 기업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

는 채권으로, 신용공여는 대출, 어음 및 채권매입, 시설대여, 지급보증, 지급보증에 따

른 대지지급의 지급, 기업의 지급불능시 거래상대방에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직접적, 

간접적 금융거래 기타 이와 유사한 거래들이 모두 포함된다(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2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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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대상이 되었다.706  현행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사채권자에 대한 채무조

정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사채권자도 금융채권자에 해

당하므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적용대상으로 해석된다.707  다만, 주채권

은행은 금융업을 영위하지 않는 채권자나 일정 금액 이하의 소규모 금융

채권자를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공동관리절차에서 배제할 수 있다.708  

그런데,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사채권자의 취급에 대한 명확한 규정

이 없는 관계로 사채권자를 포함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채무조정이 이

루어지는 경우, 상법상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요건이 생략되는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채무자회생법을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동법 제3조), 상법상 사채

권자집회의 결의사항에 해당하는 채무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709  상법

상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와 법원의 인가를 생략할 수 있다고 해석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710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의 금융채권은 모든 금융채권자

로 구성된 금융채권자협의회의 다수결 결의로 성립하는데 반하여, 상법

상 사채권자에 대한 채무조정은 발행 회차별로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를 

거쳐, 법원의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여러 회차의 사채가 발행된 

경우,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절차와 사채권자집회를 별개로 진행하여야 

하는 절차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또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채무

 

706) 임장호(2019), 3단락  

707) 한민(2015b), pp. 123-124  

708 )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주채권은행은 신속하고 원활한 공동관리절차의 진행을 위하

여 필요한 경우 금융업(「통계법」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 및 보험업을 말한다)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금융채권자 또는 

금융채권자의 목록에 기재된 총 금융채권액의 100분의 1 미만인 소액금융채권자(소액

금융채권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금융채권의 합계액이 금융채권자의 목록에 기재

된 총 금융채권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소액금융채권자에 한정한다)에 대

하여서는 제1차 협의회의 통보를 하지 않을 수 있다(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9조 제5항). 

709 ) 상법 제484조 제4항 제1호에서 정하는 사채 전부에 대한 지급의 유예, 그 채무의 

불이행으로 발생한 책임의 면제 및 화해와 상법 제490조에 따른 사채권자의 이해에 

중대한 관계가 있는 사항이 이에 해당될 것이다. 

710) 한민(2015b), pp.12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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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사채권자집회에서 채무조정안이 가결되지 않

을 경우에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절차가 무산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특히, 외국법을 준거법으로 하는 해외발행 사채의 경우 사채계약상 채무

조정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절차만으로 사채

에 대한 채무조정을 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711  현재 기업구

조조정촉진법에 따른 채무조정에서 사채권자의 취급에 대한 관행이 확립

되어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2017년 및 2018년에 걸쳐 이루어진 대

우조선해양의 채무조정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절차가 아닌 채권

금융기관 자율협약에 따라 이루어졌고, 사채권자에 대한 채무조정은 별

도로 상법상 사채권자집회의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다.712  

생각건대, 금융기관이 아닌 일반 개인투자자인 사채권자도 기업구조

조정촉진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채권자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하

여는 의문이 있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금융채권자는 신고한 금융채권

액에 비례하여 신규공여를 하여야 하며(동법 제18조 제1항), 신규공여에 

참여하지 않는 금융채권자는 신규공여를 하는 금융채권자에 대하여 손실

부담을 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동조 제3항), 금융기관 채권자가 신규공

여를 하는 경우 사채권자는 추가적인 손실부담을 하여야 될 수 있다. 그

런데, 금융기관 채권자와 일반 개인채권자를 일률적으로 취급하는 것은 

오히려 실질적 공평·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는 결과가 될 수 있다.713  사

채권자에게 추가적 손실부담을 하도록 하는 채무조정안은 사채권자 일반

의 이익에 반하는 결의(상법 제497조 제1항 제4호)가 될 가능성도 배제

할 수 없다. 따라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사채권자에 대한 채무조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 상법상 사채권자집회의 절차를 따르고, 일률적인 신규

 

711) 한민(2015b), p.125  

712) 대우조선해양의 채무조정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제3장 제4절 3. 나.  

713) 실질적 공평·형평의 원칙에 대한 논의는 제4장 제2절 4. 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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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여의무에 따른 적용을 제외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나) 채무조정 결의 

(A) 채무조정의 범위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채무조정은 금융채권자가 보유한 금융채권에 

대하여 상환기일 연장, 원리금 감면, 채권의 출자전환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채무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다(동법 제

2조 제9호) 

(B) 결의사항 

채무조정에 대하여는 금융채권자로 구성된 금융채권자협의회(이하 

“협의회”)가 의결한다(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23조 제1항). 협의회는 ①공

동관리절차의 개시, 연장, 중단 및 종료, ②채권행사 유예기간의 결정, 연

장 및 중단, ③적용배제 금융채권자의 선정, ④기업개선계획의 수립 및 

변경, ⑤약정 714의 체결, ⑥약정 이행실적에 대한 점검 및 조치, ⑦해당 

기업의 경영정상화 가능성에 대한 점검ㆍ평가 및 조치, ⑧채무조정 또는 

신규 신용공여 계획의 수립, ⑨위약금의 부과, ⑩약정의 미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예정액의 책정, ⑪협의회 운영규정의 제정ㆍ개정, ⑫기타 의결

사항과 관련이 있거나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의결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의결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동법 제23조 제1항).  

(C) 결의요건 

금융채권자는 공동관리기업의 기업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

는 경우 협의회의 의결에 따라 해당 기업에 대한 채무조정을 할 수 있다. 

채무조정에 관한 협의회의 의결은 권리의 순위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형

 

714 )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14조 제1항은 공동관리기업과 기업개선계획안 이행을 위한 

약정을 “약정”으로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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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에 맞게 이루어져야 한다(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17조 제1항).  

협의회의 일반적인 결의사항에 대한 결의요건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또는 협의회의 의결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협의회 총금융

채권액 중 4분의 3 이상의 금융채권액을 보유한 금융채권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단일 금융채권자가 보유한 금융채권액이 협의회 총금융

채권액의 4분의 3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금융채권자를 포함하여 협의회

를 구성하는 총 금융채권자 수의 5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기

업구조조정촉진법 제24조 제2항). 다만, 채무조정의 경우 일반적인 결의

요건에 추가하여 금융채권자의 담보채권(해당 자산의 청산가치 범위에서 

유효담보가액에 해당하는 채권) 총액 중 4분의 3 이상의 담보채권을 보

유한 금융채권자가 찬성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17

조 제2항).715  따라서, 전체 신용공여액의 4분의 3이상이 찬성한 경우에도 

담보채권자의 4분의 3이상이 찬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유효한 협의회의 

의결이 있다고 볼 수 없다.716 

(2) 사전계획안 제출절차 

2006년부터 시행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

회생법”)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여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자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

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거나, 회생이 어려운 채무

 

715) 문혜영(2019), 6단락   

716 ) 노영보(2018), p.674; 협의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주채권은행으로부터 제1

차 협의회의 소집을 통보 받은 금융채권자는 통보 받은 날부터 5일이내에 주채권은행

에게 소집통보일 직전일을 기준으로 해당 기업에 대한 금융채권의 내용과 금액을 신

고하여야 한다. 금융채권자는 신고된 금융채권액에 비례하여 협의회에서 의결권을 행

사한다. 제1차 협의회의 소집을 통보 받은 금융채권자가 신고기간내에 금융채권을 신

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가 있을 때까지 해당 기업이 제출한 금융채권자의 목

록에 기재된 금융채권액에 비례하여 의결권을 행사한다. 협의회는 금융채권자가 신고

한 금융채권의 존재 여부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존재 여부등이 확정될 

때까지 그 의결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다(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26조).  



 

 

233 

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 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채무자회생법 

제1조). 동법 제2편에서 정하고 있는 회생절차는 계속기업으로 존속가능

성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는 채무자회생법의 절차에 따라 회생계획을 

작성하고 이해관계자들의 결의에 따라 회생계획을 인가하는 절차로 기업

구조조정촉진법상의 구조조정과 함께 법률에 의한 공적 기업구조조정방

법으로 인정되고 있다. 채무자회생법은 2016년 개정717을 통하여 한국형 

사전계획안(Prepacked Plan, 이하 “P-Plan”)제출제도를 도입하였다. 한국의 

P-Plan제도는 절차지연에 따른 경제적 비효율을 제거하고, 기업개선작업

에 실패한 부실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함과 아울러 기업의 갱생을 도모

하려는 것으로 당사자들의 사적인 워크아웃 플랜을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사전계획안으로 갈음하기 위하여 마련된 측면이 강하다. 718  즉, 다자간 

계약과정으로서의 사적 기업구조조정과 공적이고 사법적인 회생절차의 

융합 또는 사적 구조조정절차의 장점과 법정 구조조정 절차의 장점을 합

한 하이브리드 기업구조조정을 통해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이면서도 공정

한 갱생형 도산절차를 실현하려는 목적을 가진 제도이다.719  

(가) 조분류의 기준  

회생계획안에 대한 결의는 조별로 나누어 행하고, 모든 조에서 가결

되었을 때 회생계획안이 가결된 것으로 된다(채무자회생법 제236조 제1

 

717) 법률 제14177호 2016. 5. 29. 개정, 2016. 8. 30. 시행  

718) 채무자회생법상 회생제도가 기존관리인경영제도(Debtor in Possession, DIP)(채무자회생

법 제79조)를 채택하고 있는 것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비하여 기업 친화적인 요소이

다. 하지만,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비하여 채무자회생법상 신규자금공여(DIP financing)

가 제한적인 점은 기업들이 채무자회생법상 회생절차를 이용하는데 장애로 인식되고 

있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채무조정이 관치금융의 일환이라는 비판에 따라, 채

무자회생법에 따른 회생절차를 활성화하거나,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상시화하면서 법

원의 인가절차를 혼합하자는 제안 등이 개진되고 있다. 관련 논의들은 남동희(2009), 

박승둥·남영덕(2017), 박승두(2018), 박승두·안청헌(2018), 손승범·박창우(2018), 유해

용(2010), 이원삼(2014), 임치용(2019), 정준영 외(2017), 한민(2016) 참조. 

719) 손승범·박창우(2018), pp.515-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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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회생절차에서 “조”란 회생계획안의 결의에 있어서 이해관계자의 의

하여 구성되는 의결단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회생계획안의 작성에 있어서

도 하나의 기준이 되는 단위를 말하기도 한다. 회생계획안을 작성하고 

결의함에 있어서 이러한 조의 분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조를 

단순하게 분류한다면 획일적인 이해관계의 조정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

할 수 있지만 소수자의 권리보호라는 점에서는 불충분할 수 있고, 또 조

를 너무 복잡하게 분류한다면 권리의 내용이 다른 이해관계자들을 보호

한다는 측면은 강조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회생계획안의 가결이 어렵

게 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720  

채무자회생법 제236조에서는 기본적인 조의 분류를 (i) 회생담보권자

(1호), (ii) 일반의 우선권 있는 채권을 가진 회생채권자(2호), (iii) 일반 회

생채권자(3호), (iv)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하여 우선적 내용을 갖는 종류

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가진 주주, 지분권자(4호), (v) 그 밖의 주주, 지

분권자(5호)로 분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원이 그 권리의 성

질과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2개 이상의 호의 자를 하나의 조로 분류하거

나, 하나의 호에 해당하는 자를 2개 이상의 조로 분류할 수 있도록 하여, 

조의 분류에 관하여 법원의 재량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주주, 지분권자는 각각 다른 조로 분류하여야 한다(채무자회

생법 제236조 제1항 내지 제3항). 실무상으로는 제2호나 제4호에 해당하

는 이해관계자가 있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결국 회생담보권자의 조, 

회생채권자의 조, 주주·지분권자의 조의 세가지로 분류되는 것이 일반적

이다.721  다만, 판례는 조의 통합과 세분에 관하여 법원의 재량을 인정하

고 있으므로 회생법원의 조 분류 결정에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이 채무자회생법 제236조 제2항 각

 

720) 회생사건실무(하)(2019), pp.22-23  

721) 회생사건실무(하)(2019), p.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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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에 해당하는 동일한 종류의 권리자를 2개 이상의 조로 세분하지 않았

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한다.722 

(나) 회생계획안의 결의요건  

(A) 의결권의 확정 

채무자회생법 제188조에 따라 확정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을 

가진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는 그 확정된 액이나 수에 따라 의결

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의 없는 의결권을 가진 주주·지분권자는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한 액이나 수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채

무자회생법 제146조 제3항에 따라 회생절차의 개시 당시 채무자의 부채 

총액이 자산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주·지분권자는 회생계획안에 

대하여 의결권을 가지지 아니하다. 또한, 법원은 권리취득의 시기, 대가 

그 밖의 사정으로 보아 의결권을 가진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 

지분권자가 결의에 관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는 등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그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에 대하여 

그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법원은 이러한 처분을 하기 

전에 그 의결권자를 심문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190조). 

(B) 각 조의 결의요건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인가하기 위해서는 회생계획안이 관계인집회에

서 모든 조의 채권자에 의하여 가결되어야 한다. 결의의 대상은 모든 조

에 있어서 결의안 전체이고, 각각의 조의 권리자에 관계되는 조항에 한

하는 것은 아니다.723  채무자회생법 제243조에 의한 회생계획안 결의요건

은 채권자 조별로 다음과 같다. ①회생채권자의 조의 경우 의결권을 행

 

722) 노영보(2018), p.527; 대법원 2016. 5. 25. 자 2014마1427 결정   

723) 노영보(2018), p.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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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할 수 있는 회생채권자의 의결권의 총액의 3분의 2이상에 해당하는 의

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가 있을 것; ②회생담보권자의 조의 경우, (i) 채무

자회생법 제220조의 규정에 의한 회생계획안(채무자의 존속, 합병 등 사

업의 계속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에 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회생담보권자의 의결권의 총액의 4분의 3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가 있을 것, (ii) 채무자회생법 제222조의 규정에 의한 회

생계획안(법원의 허가를 얻어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물적 분할

을 포함하는 내용의 회생계획안)에 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회생담보권자의 의결권의 총액의 5분의 4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가 있을 것; ③주주ㆍ지분권자의 조의 경우에는 회생계획안의 

가결을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주주ㆍ지분권자의 의결

권의 총수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가 있을 

것. 다만, 일부 조에서 가결되지 않는 경우라도 회생채권자의 조에서 3분

의 1 이상, 회생담보권자의 조에서 2분의 1이상, 주주·지분권자의 조에서 

3분의 1이상의 의결권을 가진 자가 모두 동의한 경우에는 법원은 신청 

또는 직권으로 속행기일을 정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238조). 그 이후 

회생계획안에 수정을 가하거나, 설득을 시도한 후 가결을 할 수도 있지

만, 원칙적으로 2개월 이내에 가결에 이르지 않은 때에는 회생절차는 폐

지된다(채무자회생법 제 234조, 제229조, 제 239조, 제286조).724 

(다) 사채권자의 의결권 행사  

앞서 본 바와 같이, 회생계획의 결의는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 지분권자로 각 분류하여 관계인집회에서 따로 결의하도록 한다(채

무자회생법 제236조). 관계인집회에서 각 조의 결의요건은 각 조마다 다

 

724) 노영보(2018), p.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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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데, 회생채권자의 경우에는 의결권의 총액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를 요하고 있다(채무자회생법 제237조). 

회생채권자중에서 사채권자를 별도의 조로 인정하는 것이 이론상 가

능하지만, 사채권자는 금융채권자와 같이 하나의 조를 구성하고, 금융기

관 회생채권과 같은 내용의 권리변경을 하는 것이 통상의 실무예이다.725 

3. 사채권자집회제도  

가. 총설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를 통하여 사채의 지급조건을 변경하는 방식은 

19세기부터 영국 등지에서 널리 사용되어 오고 있고 있다. 사채권자집회

제도는 사채권자의 사적자치에 의하여 사채의 지급조건을 변경하는 방법

이지만, 상법상으로는 법원의 인가를 사채권자집회 결의의 효력발생요건

으로 하고 있다.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법원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제

도는 스위스 연방채무법에서 원형을 찾을 수 있다. 상법은 스위스법을 

모범으로 한 일본 회사법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영국법을 준거법으로 하는 유로본드의 경우 19세기 후반부터 수탁자

가 사채권자의 동의를 받아 사채조건을 변경할 수 있는 다수결조항

(collective action clause)이 일반적으로 신탁증서에 포함되었다. 미국의 경

우에도 1939년 신탁증서법 제정 이전에는 신탁증서에 다수결조항이 일반

적으로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당시 채무재조정 관행에 대한 개혁의 

일환으로 1938년 Chandler Act를 제정함과 병행하여 제정된 1939년 신탁

증서법에 의하면 도산절차 이외에서 다수결 결의로 지급조건을 변경하는 

채무재조정을 하는 것이 금지되었다.726  

 

725) 회생사건실무(상)(2019), p.748  

726) Skeel(2001), pp.1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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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독일 2009년 사채법의 전신인 1899년 사채법은 사문화된 법으

로 사채권자집회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는 채무조건이 매우 한정적이어

서, 1899년 사채법의 적용을 받는 사채발행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727 

즉, 유로통화를 사용하는 유럽연합내에서 단일 자본시장의 형성에도 불

구하고 독일 사채법에 따른 사채발행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독일 기업들

은 해외의 자회사를 통하여 영국법이나 다른 나라의 법을 준거법으로 하

여 사채를 발행하는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서, 국제적인 자본시장의 중심

지 중의 하나인 독일의 위상에 맞추어 독일 사채법의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독일 투자자들이 독일법에 의하여 발행된 사채에 

투자하고 독일법상 투자자 보호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인식이 확산

되었다. 728  한편, 개발도상국이 발행한 국채의 지급불능사태에 따라 다수

결조항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국제적으로 본격화됨에 따라, 729  유럽내

 

727) 독일사채법의 연혁에 대하여는 제1장 제3절 2. 가. (1)  

728) Allen(2012), pp.64-65  

729) 1990년대 개발도상국들이 발행한 국채가 지급불능사태에 빠지면서, 사채조건에 다수

결조항을 포함할 필요성 및 다수결조항(Collective Action Clause)의 표준화에 대한 논의

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당시 외국정부가 발행한 국채는 대부분 영국법이나 뉴욕법

을 준거법으로 발행되었다. 1939년 신탁증서법은 외국정부가 발행한 국채는 적용대상에

서 제외하고 있지만(동법, 제304조(a)항), 뉴욕법을 준거법으로 하여 외국정부가 발행한 

국채의 경우에는 동법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모범신탁증서의 양식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따라서, 국채의 원리금지급조건에 대한 변경을 위하여는 개별 

사채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했다(Bratton and Gulati(2004), p.53-54).  

외국정부가 발행한 국채의 경우 지급조건의 변경을 위하여 개별 채권자의 동의를 받

아야 하는 만장일치조항(Unanimous Action Clause)를 둘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만장일치조항이 포함된 이유로는 외국정부가 발행하는 국채의 신탁증서를 작성

하는 변호사들이 회사가 발행하는 사채에 적용되는 기존의 모범신탁증서양식을 그대

로 쓰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실질적인 이유로는 (i) 다수결조항(Collective 

Action Clause)을 통하여 지급조건을 변경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발행인이 지급의

무를 불이행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ii) 만장일치조항이 있는 경우 외국정부가 사채권자

에게 더욱 유리한 조건으로 채무재조정 제안을 할 것이고, (iii) 다수결조항이 있는 경우 

다수의 사채권자들이 소수사채권자의 권리를 억압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1990년대 후반 금융위기 이후 개발도상국인 외국정부가 발행한 국채의 신용위

험이 증가하고, 2001년 아르헨티나가 발행한 국채의 채무불이행 사태가 발생하면서, 국

채의 지급불능사태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국채의 경우 일

반 회사채와 달리 계약조건을 강제할 국제법원이나 도산법원이 없기 때문에 다수결조

항을 도입하여 원활한 채무재조정을 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국제적으로 형성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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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발행되는 역외 국채에 다수결조항이 포함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독일 회사가 발행하는 사채조건에도 다수결조항을 포함할 필요성이 강화

되었다. 730  독일정부는 사채권자의 다수결 결의에 의하여 사채의 지급조

건변경을 허용하도록 사채법의 기본 방향을 정하고, 1899년 사채법을 대

체하는 2009년 사채법을 제정하였다.  

이하에서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대하여 법원의 사전심사를 받지 

않는 경우와 사전심사를 받는 경우를 나누어서 외국의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사항 및 결의요건에 대하여 검토한 후, 상법상 사채권자집회의 결의

사항 및 결의요건을 검토하고 분석한다.   

나. 법원의 사전심사를 받지 않는 경우  

(1) 영국법을 준거법으로 하는 유로본드  

 

다(Bratton and Gulati(2004), pp.8-9, pp.43-50). 2002년에 IMF는 미국 연방파산법의 Chapter 

11 제도를 기반으로 한 국채의 채무조정 메커니즘(IMF, “A New Approach to Sovereign 

Debt Restructuring”, 2002; IMF, “Report of the Managing Director to the International Monetary 

and Financial Committee on a Statutory Sovereign Debt Restructuring Mechanism” April 8, 2003)

을 제안하였다. IMF가 제안한 SDRM의 요지는 IMF 정관(Articles)을 수정하여 IMF의 회

원국들에게 적용되는 국채의 채무조정절차를 마련하는 것이었다. 국채의 채무조정절차

는 IMF의 기금에 의하여 설립된 분쟁해결기구(Dispute Resolution Forum)에 국채의 채무

재조정을 신청하는 국가가 재조정대상이 되는 국채의 목록을 제시하고, 대상 국채의 

채권자들을 합산한 초다수결 결의에 의하여 채무조정안을 결의하는 것이다. 동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도산절차와 유사하게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개별적인 권리행사의 정지, 

신규 금융에 대한 우선권 보장 등이 제안되었다. 하지만, IMF의 SDRM제안은 미국 등 

중요국가들의 반대로 실현되지 않았다(Skeel(2003), p.417; Olivares-caminal et al(2016), 

p.699). 2002년 IMF는 외국법에 따라 발행되는 국채에 포함될 표준 다수결조항을 공표

하였고(IMF, “The Design and Effectiveness of Collective Action Clauses”, June 6, 2002), 계속적

으로 개선, 수정된 표준 다수결 조항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논의를 이어오고 있다(IMF, 

“Strengthening the Contractual Framework to Address Collective Action Problems in Sovereign 

Debt Restructuring”, September 2, 2014). 한편, 유럽연합도 2003년 유럽연합내에서 발행되

는 역외 국채에 다수결조항을 포함하기로 합의하고, 공통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표준

다수결조항에 대한 논의를 거듭한 결과, 2013년 이후 유럽연합내에서 발행되는 만기 1

년 이상의 역외 국채의 경우에는 유럽연합이 정한 표준다수결조항을 포함하는 것을 

강제하기로 하였다(EU Economic and Financial Committee, “Collective Action Clauses in Euro 

area”). 표준다수결조항(Common Terms of Reference)에 의하면 여러 회차의 국채를 통합

한 다수결 결의에 의한 채무조정이 가능하다(보다 자세한 논의는 aofmann(2014)). 

730) Thole in aopt/Seibt(2017), §5 SchVG Rn.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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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신탁증서상 다수결조항(majority action clause)이 포함되기 시작

한 것은 19세기 후반부터로 최초의 다수결조항은 1879년 저명한 변호사

이자 회사법 학자인 Francis Beaufort Palmer가 그의 저서 Company 

Precedents에 처음 제안한 이후, 영국법을 준거법으로 하는 회사채나 국

채에 다수결조항이 포함되는 것이 일반화되었다.731  

(가) 결의사항 

영국법을 준거법으로 하는 신탁증서의 표준적인 다수결조항의 내용

은 다음과 같다. 732  (i) 원금, 이자, 지급통화 또는 만기와 같은 특정사안

(reserve matter)을 변경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사채권자집회가 개최되어야 

함; (ii) 사채권자집회의 의사정족수는 미상환(outstanding) 사채의 50%이상

임; (iii) 첫번째 회의에서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의장은 

회의를 연기하되, 다음 회의의 의사정족수는 미상환사채의 25%로 함; (iv) 

의결정족수는 회의에 참석한 사채권자의 75%로 함; (v) 사채권자집회의 

의결은 집회에 참석하지 않는 사채권자 또는 반대를 한 사채권자를 모두 

구속함; (vi) 발행회사가 소유하거나 발행회사의 지배하에 있는 사채는 정

족수 계산 목적상 미상환사채로 보지 않음.  

 

731 ) Buchheit and Gulati(2002), pp.1324-1325에 따르면 Company Precedents는 Palmer가 영국 

회사에 필요한 서식 및 각 조항에 대한 주석을 집대성한 책으로 1877년부터 1960년까

지 17차례의 개정판이 발간되었다. Palmer는 1900년 8차 개정판에서 다수결조항의 시초

는 1879년이라고 선언하였다. 한편, 1881년 개정판에서 Palmer는 다수결 조항에 대한 

주석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현재 신탁증서에 소수자를 구속하기 위한 다수

결 조항을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 되었다. 사채발행을 통하여 큰 금액의 부채

를 부담하는 회사가 일시적인 어려움에 처한 경우, 다수의 사채권자들은 회사에게 시

간을 주고 합리적인 조정을 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사채권자들이 동의

하기를 거부하고, 결과적으로 회사를 청산하도록 강제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다

수결조항은 삽입은 [중략] 이러한 불편함을 해결하고, 소수의 전횡(tyranny of the minority)

로부터 다수의 사채권자를 보호할 수 있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또한, Palmer는 1900

년 8차 개정판에서 “다수결 조항은 이제 수백건의 계약에 포함되어 있으며, 이 조항을 

간과하는 계약작성자는 사채권자의 최선의 이익을 간과하였다는 비난을 받을 가능성

이 있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732) Buchheit and Gulati(2011), pp.317-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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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결 결의에 의하여 소수사채권자를 구속하는 다수결 결의사항은 

신탁증서에 사전에 명확히 표시되어야 한다.733  신탁증서상으로는 출자전

환, 원금감축 등 사채권자의 다수결 결의에 의하여 변경가능한 내용을 

광범위하게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734  한편, 영국법에 따른 유로본드

상 수탁자는 사채권자의 동의없이 사채권자의 이익을 중대하게 해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신탁증서의 변경에 동의할 수 있다고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사채권자의 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한다고 여기는 경우(예를 

들면, 사채의 지급금액, 지급일, 이자금액의 변경)에는 수탁자는 신탁증

서상 정함에 따라 모든 사채권자로부터 동의를 받거나 다수결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사채의 권리변경에 동의할 수 있다.735 

(나) 결의요건 

영국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다수결조항은 미상환 사채의 50% 이

상의 참석을 의사정족수로 하고, 사채권자집회에 참석한 사채금액 총액

의 75% 사채권자의 동의가 있는 것을 결의요건으로 한다.736 

(다) 특수관계인의 의결권 

영국법을 준거법으로 하는 신탁증서는 일반적으로 발행회사나 그 계

열사가 보유하고 있는 사채에 대하여 의결권을 박탈하는 조항을 두고 있

다. 그렇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발행회사나 계열사에 의한 의결권행

사는 다수결 남용이론에 따라 판단될 수 있다.737 

(2) 독일 2009년 사채법 

 

733) aay v. The Swedish and Norwegian Rly Co Ltd(1889) 5 TLR 460 

734) Fuller(2016), pp.311-312 

735) Fuller(2016), p.213  

736) Buchheit and Gulati(2002), pp.1324-1325 

737) Fuller(2016), p.314; 다수결남용이론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제3장 제2절 2.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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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2009년 사채법의 특징은 독일법을 준거법으로 하는 사채의 경

우 사채권자집회에 의한 원금감축 등 지급조건의 변경에 관한 다수결조

항을 사채조건에 포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사채조건에 사채권자집회

의 권한을 명시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채권자집회에 의한 지급조건의 변

경이 가능하다. 다수결조항이 사채조건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2009년 사

채법상 다수결 관련 조항(제5부터 제21조)이 적용되며, 그러한 조항은 사

채권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지 못한다. 또한,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의

하여 사채권자에게 추가적인 지급의무를 부과하지 못한다. 738  즉, 2009년 

사채법은 다수결조항을 계약에 의하여 선택하는 Opt-in 방식을 취한 것

으로 볼 수 있다. 739  이와 같이 2009년 사채법은 사채조건변경에 대하여 

법률에 의하여 일정한 방법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사채계약에 다수결

조항이 포함된 경우 계약상 조건에 따라 채무조정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영국과 유사한 접근방법을 선택한 것으로 평가된다.740 

(가) 결의사항 

2009년 사채법상 사채권자집회의 권한 등 사채조건에 대한 내용은 

사채증서나 사채조건에 명기되어 있는 경우에만 효력이 있다.741  이는 사

채의 권리관계에 대한 문언주의(Skripturprinzip)를 채택한 것이다. 742  사채

권자집회의 결의에 따라 사채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된 문구가 사

채증서에 기재되거나 사채조건에 포함될 때에 비로소 사채조건 변경의 

효력이 발생한다.743  

1899년 사채법 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사채권자집회는 발행회사의 

 

738) §5 Abs. 1 SchVG  

739) Thole in aopt/Seibt(2017), §5 SchVG Rn. 6   

740) Allen(2012), pp.69-70 

741) §2 SchVG 

742) Artzinger-Bolten/Wöckener in aopt/Seibt(2017), §2 SchVG Rn. 1   

743) Artzinger-Bolten/Wöckener in aopt/Seibt(2017), §2 SchVG Rn.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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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자율을 감축하거나 최대 3년까지 이자

의 지급을 연기하는 것 만을 결의할 수 있었다. 744  이에 비하여, 2009년 

사채법상 사채권자집회는 (i) 이자지급일의 변경, 이자의 감축 또는 포기, 

(ii) 원금의 만기 변경, (iii) 원금의 감축, (iv) 발행회사에 대한 도산절차 

중 사채의 우선순위의 변경, (v) 사채의 출자전환 또는 다른 종류의 채권

으로의 전환, (vi) 담보의 변경 또는 해제, (vii) 발행통화의 변경, (viii) 사채

권자의 해제권의 포기 또는 제한, (ix) 발행회사의 대체, (x) 사채의 부수조

건의 변경 또는 취소를 결의할 수 있다. 745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사항은 

위에 열거된 사항 중 일정사항에 한정되는 것으로 사채조건상 정할 수 

있다. 746  2009년 사채법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서 사채권자에게 불리

한 사채조건의 변경은 금지되며,747  이에 반하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는 

무효로 본다.748  

(나) 결의요건 

1899년 사채법상으로는 원칙적으로 사채의 권리변경을 위하여는 모

든 사채권자의 개별동의를 필요로 하였지만, 2009년 사채법하에서는 사채

권자집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원리금감면 또는 출자전환 등 사채의 채

무재조정에 필요한 대부분의 권리변경이 가능하게 되었다.  

특별결의요건은 미상환잔액의 50%이상이 참석한 사채권자집회에서 

참석한 의결권자의 75%의 찬성을 요건으로 하며, 사채 조건에 의하여 

결의요건을 가중하는 것이 가능하다. 749  다만, 첫번째 회의에서 의사정족

수인 미상환잔액의 50%가 참석하지 않는 경우, 두번째 회의에서는 의사

 

744) Thole in aopt/Seibt(2017), §5 SchVG Rn. 7  

745) §5 Abs. 3 Satz 1 SchVG  

746) §5 Abs. 3 Satz 2 SchVG  

747) §5 Abs. 1 Satz 2 SchVG  

748) Thole in aopt/Seibt(2017), §5 SchVG Rn. 26  

749) §5 Abs. 4 SchV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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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족수 없이 미상환잔액의 25%이상의 사채권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특

별결의요건을 충족하게 된다.750  

(다) 특수관계인의 의결권 

2009년 사채법 제6조는 발행회사나 그 계열회사의 의결권은 정지된

다고 정하고 있으며, 발행회사나 계열사가 제3자를 통하여 의결권을 행

사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751  

계열회사의 범위는 독일 상법(aandelsgesetzbuch) 제271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연결재무제표상 자회사, 모회사로 기재되어 있는 회사로 한다. 

이와 같은 조항을 둔 취지는 발행회사가 사채권자의 결정을 발행회사에

게 유리하게 조정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752 

다. 법원의 사전심사를 받는 경우  

(1) 스위스 연방채무법 

스위스 연방채무법상 스위스 회사가 공모로 사채를 발행한 경우에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사채권자들은 사채권자공동체를 구성하게 된다. 사

채권자공동체는 사채발행 단위별로 존재하며, 연방채무법상의 사채권자

공동체에 대한 조항은 연방이나 지방단체, 기타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채

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753  사채권자공동체에 관한 규정은 외국회사가 

스위스에서 발행한 사채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사채조건에 스위스 연방

채무법상 사채권자공동체 제도를 선택할 수 있다.754 

 

750) §15 Abs. 3 SchVG 

751) §6 Abs. 1 SchVG 

752) Verannenman in Verannenman(2010), §6, Rn. 2 ff.  

753) 스위스 연방채무법 제1157조 제1항  

754 ) René Bösch/Benjamin Leisinger in aonsell(2014), Art. 1157 N. 4; Jean-Baptiste Zufferey in 

Tercier·Amstutz·Trigo Trindade(2017), Intro. Art. 1157 ss N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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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결의사항 

사채권자공동체는 사채권자들의 공동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한을 

가지고 있고, 발행회사가 재무적 어려움에 처한 경우 특히 그러하다. 755 

사채권자공동체의 결의는 모든 사채권자를 구속하며, 756  사채권자공동체

가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개별 사채권자는 개별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757  

사채권자공동체의 결의사항은 사채권자공동체의 구성에 대한 일반결

의사항과 사채권자의 권리변경에 대한 특별결의사항으로 구분된다. 특별

결의사항의 경우 사채권자공동체의 결의가 효력을 발행하기 위하여는 화

의관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758  

사채권자공동체의 구성에 대한 일반결의사항은 스위스 연방채무법 

제1158조부터 제116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채대리인의 선임과 해임 및 

사채대리인의 권한범위에 대한 사항이 해당된다.759  

한편, 사채권자공동체는 스위스 연방채무법 제1170조에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결의로 전체 사채권자의 권리를 변경할 수 있다. 동조에 

열거되어 있는 결의사항은 (i) 5년간 이자지급유예(5년간 한번 더 연장가

능); (ii) 7년동안 5년상당의 이자의 포기; (iii) 10년 기간내에서 원래 지급하

기로 약정한 이자금액을 감액하거나(단지 50%이하의 범위에서 가능함) 

고정이자금액을 회사의 영업실적에 연동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전환하는 

것; (iv) 10년 범위내의 조기상환기간의 연장; (v) 만기가 도래한 사채의 지

급연장(5년이내로 가능); (vi) 조기상환결의, (vii) 다른 사채에 대한 우선담

보 제공; (viii) 주식발행제한에 대한 변경동의; 또는 (ix) 출자전환에 대한 

 

755) 스위스 연방채무법 제1164조 제1항   

756) Jean-Baptiste Zufferey in Tercier·Amstutz·Trigo Trindade(2017), Art. 1170-1175 N 3 

757) 스위스 연방채무법 제1164조 제3항  

758) 스위스 연방채무법 제1175조  

759) René Bösch/Benjamin Leisinger in aonsell(2014), Art. 1170-1182 N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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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이다. 그 이외의 사항(예를 들면 원본감축)에 대한 권리변경을 하기 

위하여는 개별채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760  스위스 연방채무법에 따

라 사채권자공동체는 동법 제1170조에 열거된 사항에 한하여 사채조건을 

변경할 수 있지만, 그 이외의 사항(예를 들면 사채의 원금감축)에 대하여 

사채권자의 권리를 감축할 권한은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 761  사채권자공

동체의 결의는 사채권자를 평등하게 취급하여야 하며, 만일 사채권자간

의 불평등한 취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불리한 취급을 받는 사채권자

로부터 명시적인 동의를 받아야만 한다. 평등취급의 원칙에 위반하는 사

채권자집회의 결의는 무효로서 효력이 없다.762 

(나) 결의요건 

사채권자공동체에 참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는 당해 사

채의 소유자로, 소유하고 있는 사채의 액면금액에 대응하여 의결권이 부

여된다. 다만, 발행회사가 보유하고 있거나 수익자로 되어 있는 사채의 

경우에는 의결권이 배제된다. 또한 발행회사는 다른 사채권자의 의결권

을 대리행사할 수 없다.763  

사채권자공동체의 결의요건은 결의내용의 종류에 따라 보통결의와 

특별결의로 나누어진다.  

사채권자의 권리제한과 관계없고 사채권자에게 추가적인 의무를 부

과하지 않는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보통결의요건이 적용되어, 사채

 

760) BGE 96 II 202. Arrêt de la IIe Cour civile du 9 octobre 1970 dans la cause Compagnie du chemin 

de fer électrique Aigle-Sépey-Diablerets: 1970년 민사법원의 판결로 다수결에 의하여 전체 

사채권자를 구속할 수 있는 결의는 법률에 정해진 사항에 한정되며, 사채의 지급시기

의 연장이나 정도가 더욱 중대한 경우에는 전체 사채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판

시하고 있다.    

761) 스위스 연방채무법 제1173조 제1항 

762) 스위스 연방채무법 제1174조 제2항   

763) 스위스 연방채무법 제11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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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자집회에 참석한 사채권자의 의결권의 과반수가 필요하다.764  사채조건

에 의하여 이러한 결의요건을 가중하는 것은 가능하다.765  한편, 사채대리

인의 해임 또는 사채대리인에게 도산절차에서 사채권자를 대리하는 권한

을 부여하기 위하여는 참석 사채권자의 단순 과반수보다 결의요건을 가

중하여 미상환 사채의 과반수의 찬성을 결의요건으로 한다. 766  보통결의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의 인가제도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채권자공동체

의 결의만으로 효력이 발생하고, 결의에 참석하지 않은 사채권자에 한하

여 결의사항을 안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취소소송을 통하여 다툴 수 있

다.767  

사채권자의 권리를 변경하는 스위스 연방채무법 제1170조에 따른 결

의의 경우에는 특별결의요건이 적용되어 미상환사채의 3분의 2이상의 찬

성을 결의요건으로 한다. 이는 최소한의 요건을 정한 것으로 사채조건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의요건을 가중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감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768  한편, 사채권자에게 불리한 결의가 여러 종류의 

발행사채에 대하여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모든 종류의 미상환사채

권자를 합산하여 의결권이 있는 사채권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고, 

각 종류별 사채의 경우 출석한 사채권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

다.769  여러 사채권자공동체가 동시에 권리변경에 대한 결의를 하는 것은 

다른 종류의 사채권자간의 평등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이므로, 전체 사

채권자공동체 전체의 3분의 2 찬성요건이 만족되는 것을 조건으로 각 사

 

764) 스위스 연방채무법 제1181조  

765) 스위스 연방채무법 제1186조 제2항  

766) 스위스 연방채무법 제1180조 제2항  

767) 스위스 연방채무법 제1182조 제3항  

768) 스위스 연방채무법 제1186조  

769) 스위스 연방채무법 제11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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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공동체의 결의요건을 완화한 것이다.770  

(다) 특수관계인의 의결권 

발행회사가 보유하거나 수익자로 되어 있는 사채는 의결권이 없다. 

또한 발행회사는 다른 사채권자의 의결권을 대리행사할 수 없다.771  이는 

발행회사와 사채권자의 이익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발행회사의 

지배주주의 경우에도 이익충돌이 발생할 수 있지만, 그 의결권을 배제하

지 않고, 의결권 행사의 실질적 심사에 의존하고 있다.772 

(2) 일본 회사법 

(가)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사항 

사채권자집회는 일본 회사법에 규정하는 사항(이하 “법정결의사항”) 

및 사채권자의 이해관계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결의할 수 있다. 법정결

의사항은 일본 회사법 제706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지급의 유예”, 

“채무의 불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책임의 면제” 및 “화해”, 또는 사채관

리자의 사임동의(동법 제711조 제1항), 사채관리자의 해임청구(동법 제

713조)등의 사항이 이에 해당한다. 법정결의사항 이외에 사채권자의 이

해관계에 관한 사항(동법 제716조)은 재무상의 특약을 변경하는 내용 등

이 예시된다.773   

(나)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요건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는 주주총회에서의 결의와 같이 보통결의와 특

별결의로 구분하고 있다. 사채권자집회의 보통결의는 출석한 의결권자의 

 

770) René Bösch/Benjamin Leisinger in aonsell(2014), Art. 1170-1182 N 7 

771) 스위스 연방채무법 제1167조   

772) 行岡睦彦(2018), pp.343-344  

773) 田中亘(2016), pp.539-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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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반수결의로 행한다.774  

특별결의를 위하여는 의결권자의 의결권 총액의 5분의1 이상으로 출

석한 의결권 총액의 3분의 2이상의 의결을 필요로 한다. 775  결의성립에 

관한 정족수는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776  특별결의사항에 해당하는 사항

은 일본 회사법 제706조 제1항에 열거되어 있는 행위(사채의 전부에 대

한 지급의 유예, 채무의 불이행에 의하여 발생한 책임의 면제 또는 화해, 

당해 사채의 전부에 대한 소송행위 또는 파산절차, 재생절차, 갱생절차 

또는 특별청산에 관한 절차에 관한 행위) 및 일정한 법정 결의사항에 대

한 결의(동법 제736조 제1항에 따른 대표사채권자의 선정, 제737조 제1

항에 관한 결의집행자의 선임, 제738조에 따른 대표사채권자 또는 결의

집행자의 해임 등)이다.777 

(다) 특수관계인의 의결권 

일본 회사법상 발행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사채에 관하여는 의결권의 

행사가 금지되지만,778  그 외의 이해관계자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에 대하

여는 이를 금지하는 특별한 명문의 규정은 없다. 1981년 개정 전 상법 제

339조에서는 주주총회 및 사채권자집회의 경우 모두 특별이해관계자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를 배제하고 있었으나, 1981년 상법개정에 의하여 이

와 같은 의결권제한규정의 준용이 배제되는 한편, 발행회사가 보유하는 

 

774) 일본 회사법 제724조 1항  

775) 일본 회사법 제724조 2항 

776) 行岡睦彦(2018), p.21. 각주 54; 2005년 개정 전 일본 상법 제324조는 특별결의에 관한 

정족수를 두고 있었지만, 사채의 미지급(디폴트)이 발생한 경우의 사채권자집회에서 사

채권자의 합리적 무관심으로 인하여 정족수를 충족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동 개정

에 의하여 의사정족수요건을 폐지하였다. 한편, 의결권총액의 5분의 1이상의 요건은 

지나치게 적은 소수 사채권자의 의결로 사채권자 전체가 영향을 받는 결의를 성립시

키지 않기 위한 것으로 설명된다.  

777) 일본 회사법 제724조 2항 2호, 제706조 1항 

778) 일본 회사법 제72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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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사채의 의결권을 제한하도록 하였다. 779  동 개정시에 주주총회의 경

우 특별이해관계자의 의결권행사에 의한 현저하게 부당한 결의는 취소소

송의 대상이 되도록 개정되었으나, 사채권자집회의 결의 취소소송제도가 

인정되지 않는다. 특별이해관계인에 의하여 부당한 결의가 이루어진 경

우에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 불인가 사유여부에 의하여 판단하게 될 것

이다.780  일본 회사법상 법원의 인가거절사유인 사채권자집회의 결의가 현

저하게 불공정한 경우는 다수결의 남용을 규제하는 조항으로 결의내용이 

사채권자간의 이해의 균등을 해하는 경우로 해석된다.781  

(라) 사채권자집회에 의한 원금감축 

일본에서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의한 원금감축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논의가 있어 왔다. 사채권자집회에 의한 원금감축이 가능하다는 

견해에도 불구하고 아직 사채권의 원금감축을 위하여는 회사갱생법 또는 

민사재생법상 법적 정리절차를 이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782  이하에서

는 부정설과 긍정설의 논거 및 2017년 회사법 연구회의 제안을 살펴보도

록 한다. 

(A) 원금감축 부정설 

사채권자집회에 의한 원리금 감축 부정설의 입장은 사채권자집회의 

특별결의를 요하는 일본회사법 제716조 제1항의 사항에 사채의 전부에 

대한 지불유예, 그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책임의 면제 또는 화해의 

내용 중에 “사채의 원리금 감축”이라는 문구가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

지 않다는 점을 논거로 든다. 사채권자의 이해관계에 관한 일반적인 결

 

779) 会社法コンメンタール(2010), p.225 [丸山秀平] 

780) 行岡睦彦(2018), p.20 각주 52.  

781) 일본 회사법 제733조 제3호; 会社法コンメンタール(2010), p.239 [丸山秀平]   

782) 事業再生研究機構(2001), 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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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항의 경우 동법 제724조 제1항에 따라 보통결의783만으로 결의가 가

능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결과는 원리금 감면보다 경미한 사유인 채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 면제나 화해, 지불의 유예에 대하여 특별결의 784를 

요구하는 것과 균형에 맞지 않는다고 본다. 사채원리금의 감면과 같이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일본 상법상 특별히 언급이 없는 것은 다수결에 

의하여 사채권자의 원금감면을 강제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다는 보는 것

이 적절하다고 한다.785  또한, 채무재조정제도의 일부인 사적정리가이드라

인이나 사업재생ADR절차 786에서도 대상채권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만 

채무감면을 포함한 사업계획이 승인되는 점을 보더라도 사채권자집회의 

다수결 결의로 원금감면이 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

다.787   

또한, 회사법 제706조에서 허용되는 “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

생한 책임의 면제 또는 화해”는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이후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면제한다는 의미이지 채무의 원리금을 감면할 수 있다는 조항이 

아니고, “화해”의 범위에 원리금 감면도 포함된다고 볼 수도 있지만, 회

사법의 문구상 여기서 “화해”라는 문구는 “채무의 불이행이 발생한 경우”

의 화해만 포함한다고 해석될 수 여지가 크다는 것이다. 788 ) 또한 사채의 

원금, 이자의 감면은 상호양보에 의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종결하는 일

본 민법상의 화해(제695조)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일본 회사법의 

해석상 화해에 원금, 이자의 감축이 포함되는지 불명확하므로 입법으로 

 

783 ) 사채권자집회의 보통결의 요건은 출석한 의결권자(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사채권자)

의 과반수 의결로 하고 있다(일본 회사법 제724조 제1항).  

784 ) 사채권자집회의 특별결의 요건은 총 의결권의 5분의 1이상으로 출석한 의결권자의 

의결권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일본 회사법 제724조 제2항). 

785) 須藤英章(2010), p.285  

786) 사업재생 ADR에서의 결의요건에 대하여는 제3장 제3절 2. 가 (4)   

787) 須藤英章(2010), pp.285-286  

788) 井出ゆり(2012), p.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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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히 하여야 한다고 본다.789 

일본 실무상으로도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를 통하여 사채원금의 감액

이 가능한지가 회사법의 해석상 명확하지 않고, 관련 판례도 없기 때문

에, 사채를 발행한 회사에 대한 사적인 사업재생을 도모하는 경우 사채

권자집회의 결의를 통한 원리금 감축을 시도한 예는 없고, 사채의 만기

연장의 결의가 이루어진 경우만 있다고 한다. 790  2010년 회사갱생절차의 

신청을 위한 사전상담에서, 동경지방재판소는 비공식적인 견해이기는 하

지만, 사채권자집회결의에 의한 사채의 원리금 감면에 대하여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791  물론 동경지방재판소의 이와 같은 입장은 선례로서 구속

력은 없지만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로 사채의 원금감축을 하는 것은 법원

 

789) 田中亘(2016), p.533; 会社法コンメンタール(2010), p.148 [藤田友敬]는 “화해”는 발행회

사·보증인 등과의 관계에서 재판 외의 화해를 지칭하며, 재판상의 화해는 일본 회사법 

제706조 제1항 제2호의 소송행위에 해당한다고 간략히 기재하고, 원금감축 가능성여부

에 대하여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790) 鈴木学(2012), p.115  

791 ) 事業再生研究機構編(2012), pp.231-233; 동 사건에서 채무자 회사는 공모사채 총액을 

모두 상환할 수 없는 재무적 상황이었고, 금융기관채권자를 대상으로 사업재생 ADR절

차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를 통하여 ADR에서 받은 감면안과 동일

한 사채감면이 가능한 경우에는 ADR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일본의 경우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는 법원의 인가를 받아야 효력이 발생하도록 되어 있고(회사법 제

734조 제1항), 원금감면을 결의한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대하여 법원이 인가를 하지 

않는 경우, ADR절차를 통한 시간과 노력을 들이는 것이 낭비가 되므로, 비공식적으로 

동경지방재판소에 사채원금감면의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의 인가 가능성을 타진하였는 

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가 인가될 가능성이 없었기 때문에, 회사갱생절차를 통한 재

건을 시도할 수 밖에 없었다고 전해진다. 당시 사건을 처리한 동경 후지 법률사무소의 

대표변호사 須藤英章(스도우 히데아키)에 의하면, 법원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였다. 첫째, 회사법 제706조에 따르면 사채의 전부에 관한 지

급의 유예 또는 손해금의 면제는 사채권자집회의 특별결의로 행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원금의 감축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지급유예도 특별결의를 요하므로 원금감축은 이보

다 더욱 엄격한 가결 요건이 되어야 할 것인데, 그와 같은 절차적 수단이 마련되어 있

지 않다.  둘째, 사채권자들의 집단성이 약하다는 것이다. 사채권자라는 집단은 다수결

에 의해 반대자를 굴복시키는 운명공동체와 같은 밀접한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우연

히 동일한 조건으로 발행된 사채를 구입한 것에 불과한 사채권자에 대하여 강한 집단

성을 전제로 하는 의안은 결의사항으로 할 수 없다. 셋째, 병행하여 진행된 사업재생 

ADR절차에서 금융기관채권자는 개별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이상 권리변경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데, 사채권자의 경우 다수결에 의하여 반대한 권리자의 권리까지 변경하

여 버리는 것이 바람직한지는 의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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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인가를 받지 못할 리스크가 있음이 확실했으므로, 결국 사채권자집회

를 통한 원금감축은 시도되지 않았다.792  

(B) 원금감축 긍정설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의한 원리금 감축이 가능하다는 긍정설은 사

채권자집회의 권한으로 인정된 일본 회사법 제706조 제1항 제1호(당해 

사채의 전부에 관한 지급의 유예, 그 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책임의 면제, 또는 화해)의 해석상 “화해”에 사채 원리금의 감축이 포함

된다고 해석한다. 이는 일본의 저명한 회사법 학자인 에가시라 교수가 

2012년 제시한 주장으로 793 , 최신 2017년판 주식회사법 교과서에서는 별

다른 설명없이 화해의 범위에 사채의 원금감축이 포함된다고 확정적으로 

기재하고 있다.794  

한편, 입법 연혁으로 볼 때,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의 효력요건으로 되

어 있는 법원의 인가는 현행 민사재생법의 전신인 화의법에 근거한 제도

로서, 795  현행법상 사채권자집회 제도는 사채의 원금감면까지 상정하여 

만들어진 제도라고 볼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796  

(C) 회사법연구회보고서의 개정안  

2017년 회사법연구회보고서 797는 사채권자집회의 원금감축결의의 가

 

792 ) 사채권자집회를 통한 사적 채무조정이 불확실함에 따라, 일본에서 사적 재생절차인 

사업재생 ADR절차와 병행하여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의한 사채원리금 감면이 가능

하도록 입법적으로 명확히 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일본 사업재생

연구기구에서는 2011년 사채의 원금감축을 가능하게 하는 회사법 개정시안을 제시하

였다. 자세한 논의는 제3장 제3절 2. 가. (4) (다)  

793) 江頭憲治郎(2012) 

794) 江頭憲治郎(2017), p.823  

795) 鴻常夫(1958), p.194 

796) 岩間郁乃(2012), p.8 

797 ) 일본은 기존의 2005년 상법(법률 제86호)을 일부 개정한 이후, 동법 부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법률 시행 후 2년이 경과한 시점에 공익사단법인 상사법무연구회에 정부와 

학계, 실무계의 저명한 인사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회사법연구회를 설치하여 동 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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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여부, 서면동의에 의한 집회결의 생략가능여부, 사채권자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법원의 인가를 생략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의한 사채의 원금 및 이자 면제는 일본 회사법 

제706조제1항제1호의 “화해”로써 가능하다는 해석이 유력하지만, 사채의 

원금 감액시 “화해”의 요건인 상호양보가 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

는 의견도 있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사채권자집회의 특별결의에 의하

여 사채의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는 것이 상당하고, 그러한 사채권자집회의 권한은 사채

발행계약에 명시적으로 정해진 경우만 인정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

다.798  

라. 상법상 사채권자집회제도 

(1) 사채권자집회제도의 결의요건  

(가)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사항  

상법상 사채권자집회의 권한은 ①상법에 규정된 사항과 ②사채권자

의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으로 정하고 있다(상법 제490조).  

①상법에 규정된 사항은 다시 특별결의사항과 보통결의사항으로 나

누어진다. 특별결의사항은 상법 제484조 제4항에서 정하고 있는 해당 사

채 전부에 대한 지급유예, 채무의 불이행으로 발생한 책임의 면제 또는 

화해 등의 사항 이외에도 자본금의 감소 또는 합병에 대한 이의(제439조 

제3항, 제530조 제2항),  사채권자집회의 대표자의 선임(제500조 제1항), 

결의집행자의 선임(제501조 단서), 대표자, 집행자의 해임 등(제504조), 

사채권자집회의 연기 또는 속행(제501조 제1항, 제372조), 발행회사의 불

 

로 하여금 2016년 1월부터 2017년 3월까지 14차례에 회사법에 있어서 기업통치

(corporate governance)에 관한 과제에 대한 논점을 정리하고, 상법의 추가개정안을 건의

하도록 하였다.  

798) 会社法研究会(2017), p.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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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변제등의 취소소의 소 제기(제511조)의 경우이다.799  보통결의사항

으로는 사채관리회사의 사임에 대한 동의(제481조 전단), 사채관리회사의 

해임청구(제482조), 사채관리회사의 사무승계자 선임에 대한 동의(제483

조 제1항), 발행회사의 대표자의 출석요구(제494조)이다.  

②사채권자의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별다

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지만, 사채원리금 일부의 지급유예, 이율의 

인하, 사채원리금의 일부의 면제 등이 예시된다.800  

한편, 표준사채관리계약상으로 기한이익상실, 기한이익상실의 취소, 

기한이익상실의 선언에 갈음하는 구제방법(예를 들면, 사채에 대한 보증 

또는 담보의 요구)에 대한 동의, 사채의 발행조건을 사채권자에게 불이

익하게 변경하는 경우(표준사채관리계약 제1-2조 제14호)나 사채권자의 

이해에 중대한 관계가 있는 사항(예를 들면, 발행회사의 계약위반에 대

한 책임의 면제 등)의 경우(표준사채관리계약 제4-1조 제3항)에 사채권자

집회의 특별결의에 의하도록 하고 있고 있다. 

사채권자는 그가 가지는 해당 종류의 사채금액의 합계액(상환받은 

액 제외), 즉 가지고 있는 미상환사채의 금액에 따라 의결권을 가진다. 

무기명식 사채를 가진 자는 사채권자집회일로부터 1주간전에 사채권을 

공탁한 경우에 한하여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상법 제492조).  

(나) 결의요건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요건은 특별결의요건과 보통결의요건이 있다. 

보통결의는 출석한 사채권자의 과반수로 결정한다(상법 제495조 제2항).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요건은 원칙적으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준용하여 

 

799) 주석상법(2014)(윤영신 집필), p.164 

800 ) 김건식·노혁준·천경훈(2018), p.685은 사채원리금 일부의 지급유예, 이율의 인하 등을 

들고 있고, 송옥렬(2017), p.1170은 사채원리금의 일부의 면제 및 이자율의 인하를 예로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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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사채총액의 3분의 1이상으로 결의한다(상

법 제495조 제1항, 상법 제434조). 결의요건 중 사채총액의 3분의 1의 요

건에서 사채총액은 상환된 사채를 제외한 의결권이 있는 사채총액의 3분

의 1이상의 찬성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801  표준사채관

리계약서상으로도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는 관계법령 및 사채관리계약에 

다른 규정이 없는 이상 출석한 사채권자의 의결권의 3분의 2이상과 ‘본

사채의 미상환잔액’의 3분의 1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표준사채관리계약서, 제5-3조 제7항).  

(다) 특별이해관계인의 의결권 

사채권자의 의결권 행사에 관하여는 주주총회의 의결권 행사에 대한 

규정이 대부분 준용되는데, 그 중에서 제386조 제3항에 따른 특별이해관

계인의 의결권 행사제한조항 및 제369조 제2항에 따른 자기사채의 의결

권 제한조항도 준용된다(상법 제510조 제1항). 특별이해관계인의 의미에 

대하여는 학설의 대립이 있지만, 특정주주가 주주의 지위를 떠나서 갖는 

개인적 이해관계로 보는 견해가 통설 및 판례의 태도이다.802  

사채권자의 경우에도 특별이해관계인의 의미를 개인적 이해관계로 

해석하게 되면, 다수사채권자가 회사의 계열사나 임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의결권이 제한되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그 결의의 내용이 발행

회사에게 부당하게 이익을 주는 내용이거나, 사채권자간에 불공평한 결

과를 가져오는 내용의 결의인 경우로써 상법 제497조 제1항 제3호의“결

의가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채권자집회의 불인

 

801 ) 이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결의요건 산정시 발행주식 총수에 산입하지 않는 상법 제

371조의 해석과도 부합하며, 채권자 결의의 요건을 정하고 있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채무자회생법등과도 일관성이 있다.  

802 )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40000 판결;권기범(2017), pp.709-710;김건식·노혁준·

천경훈(2018), pp.295-296;송옥렬(2018), pp.927-928;이철송(2019), pp.536-537;임재연(2019b), 

pp.117-118;대계II(2019), pp.14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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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유가 될 수 있을 것이다.803 

한편, 사채권자의 의결권행사와 관련하여 자회사가 가진 모회사의 

주식의 의결권이 없음을 규정한 상법 제369조 제3항은 준용하고 있지 않

아 자회사가 가진 모회사 발행 사채의 의결권은 인정되는 것처럼 보이지

만, 이 경우 발행회사의 지배하에 있는 자회사를 통하여 자기사채에 의

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자기사채에 대한 의결권행사의 금지의 연장선상에

서 해석상 금지되어야 하며, 나아가 이러한 점은 입법을 통하여 명확하

게 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유력하다.804  동 견해는 사채권자집회를 통하여 

사채의 권리변경을 하는 경우 발행회사와 사채권자의 이익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상황이므로 법원의 인가절차를 통하여서만 발행회사의 자회사

를 통한 의결권행사를 통제하는 것으로 부족하고, 절차적인 문제로 발행

회사의 의결권 자체를 제한하여야 한다고 한다.  

(2) 검토사항 

(가) 사채권자집회에 의한 원금감축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를 통하여 사채의 원리금을 감축할 수 있는지 

여부가 상법상 명기되어 있지 아니한데, 사채권자집회의 권한이 원리금 

감축에 미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별다른 논의가 없다.805  

상법 제490조에서 사채권자집회는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및 

사채권자의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결의를 할 수 있다고 일반적

인 원칙을 정하고 있고, 사채관리회사의 권한에 관한 조항인 상법 제484

 

803) 주석상법(2014)(윤영신 집필), p.178  

804) 박준(2017), p.82; 박준·한민(2019), p.373  

805 ) 송옥렬(2017), p.1170에서 사채권자의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으로 사채원리금 일부의 

면제를 예시에 포함하고 있지만, 김건식·노혁준·천경훈(2018), p.686, 박준·한민(2018), 

p.355, 권기범(2017), p.1105, 이철송(2019), p.1053, 주석상법(2014)(윤영신 집필), p.165, 대

계III(김두환 집필), p.84에서는 사채권자의 집회의 권한을 논하면서 사채의 원금 감축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언급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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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제4항 제1호에서 “해당 사채 전부에 대한 지급의 유예, 그 채무의 불

이행으로 발생한 책임의 면제 또는 화해”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사항으

로 정하고 있으므로 일본 회사법상 “화해”의 문리해석에 대한 찬반 논의

와 유사한 논의를 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일본 회사법과 달리 상법 제

490조의 “사채권자의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대한 결의는 특별결의를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상법 제496조 제1항, 제434조), 굳이 사채원리금

의 감축이 “화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논의를 하지 않더라도 사채원리

금의 감축을 사채권자의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으로 보아 특별결의를 통

하여 결의할 수 있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806  또한, 현재 표준사채관리

계약도 같은 취지로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의한 원리금 감축을 허용하

고 있다(표준사채관리계약 제4-1조 제3항).  

이와 같이, 상법의 해석상 원금의 감축을 사채권자의 이해관계사항

으로 보아 사채원리금의 감축 결의를 할 수 있다고 해석할 여지도 있지

만, 다음과 같은 이유로 현행법의 해석상 사채권자집회에서 원금감축을 

결의할 권한이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807   

첫째, 조문의 체계상, 원금의 감축에 비하여 사채권자의 권리침해가 

 

806 ) 일본의 경우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약정결의사항에 대하여 보통결의요건을 적용

하고 있기 때문에 원금의 감축을 사채권자의 이해관계사항으로 해석하는 경우 특별결

의사항인 지급의 유예나 책임의 면제보다 사채권자의 이익침해가 큰 사안에 감경된 

결의요건을 적용하는 모순이 발생한다. 

807 ) 김장훈·김지평·홍정호(2016), pp.12-14에서도 사채권자집회에서 만기연장이나 이율의 

인하와 같은 권리의 본질적인 부분 이외의 사항에 대한 변경과는 달리 출자전환이나 

차환발행 등은 원금 자체에 대한 상환청구권을 상실시키거나 권리의 내용을 근본적으

로 변경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이를 사채권자집회를 통한 다수결로 정할 수 없고, 사채

권자 전원이 그 권리변경에 동의하는 경우만 가능하다는 반론이 가능할 수 있다고 한

다. 그 근거로 회사의 합병, 분할 등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반대

주주 주식매수청구권과 같은 반대자에 대한 보호장치가 있고, 회생절차의 경우 청산가

치 보장의 원칙, 공정·형평의 원칙, 평등의 원칙 등 재산권의 본질적 침해를 방지하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등과 비교할 때,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를 통해 아무런 보호

장치 없이 반대 사채권자들에게 원금상환청구권 상실을 강요하는 것이 무리한 해석으

로 보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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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으로 경미한 지급유예나 채무불이행에 따른 책임면제는 명시적으

로 사채권자집회의 특별결의를 요하도록 하면서(상법 제484조 제4항), 원

금감축은 사채권자집회의 권한에 대한 일반조문에 근거하다는 것은 논리

적으로 부합하지 않는다.  

둘째, 입법 연혁을 보면 2011년 상법개정 이전 상법 제490조는 상법

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사채권자의 이해에 중대한 관

계가 있는 사항으로서 법원의 허가를 얻은 사항만을 결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사채권자집회결의는 다수결 결의로 소수자의 이익을 침해

할 수 있으므로 법정결의사항 이외에 사채권자의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에 대하여는 법원의 허가를 얻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법원의 허가절차

를 밟아야 함으로써 사채관리를 실기할 수 있다는 우려 및 다수자에 의

한 소수자의 이익침해는 법원의 인가절차에 의하여 방지될 수 있다는 점

을 고려하여 2011년 개정상법에서는 허가요건이 삭제되었다. 또한, 2011

년 개정 전 상법에서는 사채권자의 이해에 ‘중대한’ 관계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결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나, 2011년 상법개정시에는 ‘중대한’

이라는 표현을 삭제하여 사채권자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면 중대성을 가

지지 않아도 결의할 수 있게 되었다.808     

셋째,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채무조정에 상환기일 연장, 원리금 감면, 

채권의 출자전환을 명시하고 있는 것과의 균형상으로도 상법상 원금감축

을 사채권자집회의 권한으로 명시하지 않고, 사채권자집회의 일반적인 

권한을 정한 제490조에 따라 원금감축을 인정하는 것은 근거가 미약하다.  

또한, 여태까지 사채권자집회를 통한 채무조정은 만기연장, 이율인하 및 

출자전환의 형태로 이루어져 왔고, 사채의 원금감축을 결의한 예는 없다.   

이상에 비추어 볼 때, 당사자간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 상법의 

 

808) 주석상법(2014)(윤영신 집필), pp.164-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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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만으로는 사채권자집회의 권한에 원금감축의 결의를 할 권한까지 포

함되었다고 해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사채조건에 사채

권자집회의 권한으로 다수결 결의에 의한 원본감축이 가능하다고 명시되

어 있는 경우에, 그러한 사채조건이 상법에 반하여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이다. 미국의 1939년 신탁증서법 제316조(b)항과 같

이 다수결에 의한 지급조건 변경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거나, 독일의 2009

년 사채법 제5조 제1항이나 스위스 연방채무법 제1173조와 같이 명시적

으로 법률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사채권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사채계약

상 정할 수 없도록 하는 경우에는, 사채권자집회의 권한은 법률에서 명

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한정될 것이다. 하지만, 상법 체계상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사항은 사채관리회사의 법정 처분권한을 제한하는 

구조로 규정되어 있을 뿐(상법 제484조 제4항), 사채권자집회의 다수결권

한을 제한하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사채관리회사의 

사채에 대한 처분권한의 제한과 별개의 문제로 당사자간의 계약을 구성

하는 사채조건상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의하여 원본감축이 가능하다고 

정한 경우에는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계약의 유효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입법론으로는 사채권자집회의 권한에 원본감축이 포함됨을 명시

하여 해석상 논란을 제거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나) 초다수결 결의요건의 필요성   

상법상 사채권자집회의 특별결의요건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요건을 

준용하여 출석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미상환잔액의 3분의 1이상으로 

정하여(상법 제495조 제1항, 제434조), 미상환 사채잔액의 과반수에 미치

지도 않는 결의요건을 허용하고 있다. 이는 사채권자가 사채권행사에 소

극적인 결과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하여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자체가 성

립되지 않을 우려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사채권자의 권리를 일부 포기

시키거나 감축하는 결의요건과 관련하여 사채권자 특정의 어려움 및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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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에 대한 무관심을 근거로 미상환 사채잔액의 과반수 이하로 사채권자

집회의 결의를 성립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사채권자의 권리를 과도하

게 제한하는 입법으로 보인다.  

비교법적으로 볼 때, 사채의 지급조건을 변경하기 위한 사채권자집

회의 최소 결의요건은 일본을 제외하고는 채권액의 과반수 참석에 참석 

채권의 75%의 찬성이다. 영국의 경우 실정법상 정함은 없지만 신탁증서

상 과반수이상의 참석으로 의결정족수가 충족된 사채권자집회에서 참석 

사채금액의 75%이상의 찬성을 얻을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809  독일 

2009년 사채법도 과반수 이상이 참석한 사채권자집회에서 75%이상의 찬

성을 가결요건으로 하고 있다. 스위스의 경우 미상환사채의 3분의 2이상

을 가결요건으로 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Chapter 11, EU구조조정지침 및 

채무자회생법 등 제도화된 채무재생제도에 채권자집회에서의 가결요건도 

의결권 총액의 3분의 2 이상으로 하고 있다.810   

따라서, 상법상 사채권자집회의 특별결의요건을 가중하여 사채권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구체적인 가결요건으로

는 ①영국과 독일의 예에 따라 채권액의 과반수 참석에 75%찬성으로 하

는 방안, ②금융기관채권에 대한 채무조정과 동시에 사채권자집회의 결

의가 발생하는 경우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결의요

건과 균형되게 미상환금액의 4분의 3으로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건대, 금융기관은 다수의 공중으로 구성된 사채권자보다는 

의견의 취합과 결집이 용이하므로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요건과 구조조정

촉진법상 금융기관협의회의 결의요건을 동일하게 할 논리적은 필연성은 

 

809) Buchheit and Gulati(2011), pp.317-318  

810) 미국 Chapter 11 – 무담보 채권액의 3분의 2 및 채권자수의 2분의 1; 영국합의개편 – 

결의금액의 75% 및 의결권자수 과반수; EU구조조정지침 – 최소 채권액의 50% 최대 

75%(추가로 두수요건 추가가능); 한국 채무자회생법 – 회생채권자조 의결권 총액의 3

분의 2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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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고 본다. 따라서, 상법상 최소 가결요건은 미상환사채의 과반수 참석 

및 참석 사채권자의 75% 이상의 찬성으로 정하되, 사채조건으로 가중된 

가결요건을 정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상법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

로 생각된다.  

(다) 계약상 결의요건가중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요건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므로,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요건을 사채계약상 감경하거나 강화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요건에 대하여 통설은 결의요건의 감경은 현행

법상 허용되지 않지만, 정관의 정함에 의하여 특별결의요건을 가중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본다. 다만, 특별결의요건을 어느 정도까지 가중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는 견해가 대립한다. 소수설은 무한정 가중을 허용하면 

극소수의 주식을 가진 소수주주에게 거부권을 주게 되는 결과가 되고 이

는 주식회사의 유한책임이라는 회사법적 전제에 어긋나므로 정관의 규정

으로 1995년 상법개정 이전의 수준으로 과반수출석에 3분의 2 이상의 찬

성으로 특별결의요건을 가중하는 것만이 허용된다고 한다. 811  다수설은 

원칙적으로 주주전원의 동의까지로 가중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812  

위와 같은 해석을 준용하여 사채조건상 명시하여 사채권자집회의 결

의요건을 가중할 수 있는지 검토한다.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대하여는 

국내에서 별도의 논의가 없지만, 아래와 같은 찬반 논의가 가능할 것으

로 생각된다.  

우선, 상법상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요건은 원칙적으로 주주총회의 특

별결의요건을 준용하고 있으므로, 주주총회 결의요건에 대한 해석을 준

 

811) 이철송(2019), pp, 568-569  

812) 김건식·노혁준·천경훈(2018), p.312; 송옥렬(2017), p.946; 권기범(2017), p.750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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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여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요건의 가중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는 입

장이 가능할 것이다. 이는 근본적으로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요건을 임의

규정으로 보는 견해라고 할 수 있다.813  이 견해에 따르면, 사채원리금 감

축에 대한 요건 등 사채권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결의요

건을 가중하도록 사채조건상 명기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고, 나아가 사채

계약에 의하여 원리금감축을 위하여 개별 사채권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

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한편, 상법상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요건은 원칙적

으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요건을 준용하고 있지만, 사채권자집회는 주주

총회와 다른 특성이 있으므로, 결의요건의 가중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

장도 가능할 것이다. 즉,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요건은 채무조정에서 채권

자간의 형평을 보장하기 위한 강행규정으로 보는 것이다. 채무조정 과정

에서 사채권자의 권리를 감축하는 결의를 하는 경우에 결의요건을 가중

하는 것은 사채권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는 결과가 되지만, 계약상 특정 

회차의 사채의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요건만을 가중하여 특정 회차의 사채

권자에게 거부권을 부여한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다른 회

차의 사채권자와 형평에 어긋나는 폐해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는 주장도 

가능할 것이다.  

생각건대, 현행법의 해석으로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요건을 사채조

건을 통하여 강화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논리적 일관성이 있고, 사적 

자치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본다. 상법상 결의요건은 최소 결의요건을 

정한 것으로 보게 될 경우 상법상 결의요건보다 가중된 계약상 결의요건

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813) 회사법의 단체성과 강행법규로서의 성질에 대하여는 송옥렬(2018), p.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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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특수관계인의 의결권 

앞서 본 바와 같이 사채권자집회에서 영국과 독일의 경우 발행회사

와 그 계열사의 의결권을 사전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도 

1939년 신탁증서법상 발행회사의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제한하고 있

다.814  한편, 한국, 일본, 스위스의 경우 계열사의 의결권은 사후적으로 그 

결의가 불공정한 경우에 한하여 법원에 의하여 통제를 받는 구조로 되어 

있다. 사채권자집회에서 권리변경의 결의를 하는 상황은 대부분 사채권

자와 발행회사간의 이해가 대립되는 채무조정상황에서 발행회사는 최대

한 많이 양보를 받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을 것이므로, 사채권자집

회에서는 발행회사 및 그와 공동지배관계에 있는 특수관계인815이 보유하

고 있는 사채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제4절 출자전환에 의한 지급조건변경  

 

814) 1939년 신탁증서법 제316조(a)항의 마지막 단락에 따라, 수탁자가 제316조와 제315조

(d)항에 따른 사채권자의 지시나 다수결 결의요건의 충족여부를 검토함에 있어서 내부

자의 투표권은 배제하도록 하고 있다. 회사의 내부자는 발행인, 또는 발행인에 의하여 

직간접적으로 지배를 받기를 받거나, 발행인을 직간접적으로 지배하거나, 발행인과 공

동으로 제3자에게 직간접적으로 지배를 받는 자를 의미한다. 이와 같이 다수결 결의에 

있어서 내부자들의 의결권을 배제한 입법적 배경으로는 회사와 특수관계가 있는 내부

자가 회사의 사채를 취득하여 다수결 결의를 통하여 회사에게 유리한 채무조정을 하

는 등의 권리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Trust Indentures and Indenture Trustees 

Committee(2017), p.388). 또한, Coffee and Klein(1991), pp.1251- 1253 및 pp.1256-1258에서는 

발행인의 의결권제한을 발행인이 소유하고 있는 사채에 한정하지 않고, 발행인이 소유

하거나 통제하고 있는 사채(owned or controlled)까지 확장함으로써 탈퇴동의에 따라 발

행인에게 투표지시를 한 사채권자의 의결권은 제한되어야 한다는 주장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사채계약상 의결권제한 조항을 확장하거나 소유권의 해석을 확장함으로써 가

능하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러한 해석이나 계약변경이 실무상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

라는 점을 인정하면서, 남용적인 탈퇴동의를 규제하기 위한 대안으로 공개매수(tender 

offer)규정의 변경을 제안하였다.  

815 )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7조 

제1항제5호 가목에 따른 특수관계인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자본시

장법 제87조등에서 의결권제한에 대한 기준을 설정할 때에서도 공정거래법상 특수관

계인의 개념을 차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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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설 

출자전환은 회사의 재무적 위기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자주 사용되는 

채무재조정기법 중의 하나로, 한국에서도 아시아 금융위기 때 현대건설 

등 대기업들이 출자전환을 이용한 채무조정으로 경영위기를 극복한 사례

가 있다.816  사채를 출자전환하는 경우에는 사채권자집회에서 출자전환의 

결의를 하고, 별도의 신주발행절차를 거쳐서 출자전환이 이루어지고 있

다.817  출자전환에는 별도의 신주발행이 필요하므로 사채권자집회의 결의

만으로는 출자전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출자전환을 위한 사채권

자집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사채에 의한 현물출자 또는 상계로 구성되

는 신주발행절차가 가능할 것이다. 또는 앞서 본 일본의 예와 같이818  교

환공개매수를 통한 출자전환도 이론상 가능할 것이다. 다만, 실무상으로

는 사채권자집회에서 출자전환 결의를 하고 있다.819  사채권자집회의 출

자전환 결의는 회생절차에서의 출자전환결의와 달리,820  사채권자의 권리

를 즉시 변경하는 효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발행회사가 사채권자를 대상으로 출자전환을 하는 경우, 기존 주주

의 지분권이 희석되기 때문에 신주발행가격과 사채의 가치평가에 따라 

사채권자와 기존 주주간의 이익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출

자전환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는 채무재조정의 대상이 된 만기

 

816) 최종학·최아름(2012), pp.362-363   

817) 김장훈·김지평·홍정호(2016), pp.8-9  

818) 자세한 논의는 제3장 제2절 3. 다.  

819) 조규홍(2014), pp.183-184; 김장훈·김지평·홍정호(2016), pp.12-13 

820) 회생사건실무(상)(2019), p.828은 회생절차에서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그 법적 성

질에 관하여는 대물변제설, 현물출자설, 회생절차상의 특수한 채무원인 소멸설이 있으

나, 회생절차상 특수한 채무원인 소멸설이 유력하다고 한다; 이동진(2018), p.120는 회생

절차상 출자전환은 회생계획안이 인가되면 상법 등에서 정하는 절차와 요건을 거치지 

아니하고 단체법 및 거래법적 효력이 생기므로(채무자회생법 제246조, 제252조), 도산

절차 외에서 이루어지는 출자전환과 달리 특별한 법적 구성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한다(회생절차상의 특별한 채무소멸원인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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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도래 사채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의 문제이다.821   

아래에서는 외국의 출자전환제도상 사채의 가치평가에 대한 논의 등

을 검토한 후, 한국의 출자전환제도를 검토하고 분석한다.  

2. 외국에서의 논의 

가. 독일의 경우  

독일 2009년 사채법은 사채권자집회의 특별결의에 의한 출자전환을 

허용하고 있다. 822  출자전환은 일반적으로 신주발행에 대한 현물출자로 

구성된다.823 출자전환과 관련하여 논의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출자전환의 유형  

독일 2009년 사채법상 출자전환은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의하여 전

체 사채권자에게 효력이 미치는 자동출자전환(automatischer Debt-Equity-

Swap)과 사채권자에게 주식취득권을 부여하는 취득형모델(Erwerbsrechte-

Modell)로 구성 가능하다.  

자동출자전환의 경우 출자전환에 반대한 사채권자도 자동적으로 발

행회사의 주주가 되므로, 독일 연방헌법상 소극적 결사의 자유824에 위배

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우려는 독일 도산법상 도산채권을 채권자의 의

사에 반하여 채무자의 지분권이나 사원권으로 전환할 수 없다는 규정825

 

821 ) 출자전환과 관련한 국내의 논의는 출자전환의 법적 성격, 출자전환에 따른 채무면

제익이 발생하는 경우의 과세 문제, 출자전환 대상채권의 소멸여부 및 보증채무에 미

치는 효력 및 관련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0. 9.16. 선고 2008다96218 등)에 대한 분석

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회생사건실무(상)(2019), pp.827-844, 김용덕(2007), 민정석(2011), 

박승두(2013), 배영석(2010), 배영석·김병일(2017), 이동진(2018), 신필종(2002), 임치용

(2005), 진상범(2008) 참조  

822) §5 Abs. 5 Satz 1 Nr. 5 Var. 1 SchVG,  

823) Thole in aopt/Sebit(2017), §5 SchVG Rn. 54  

824) Art. 9 Abs. 1 GG(Grundgesetz)   

825) §§225a Abs. 2 Satz 2, 230 Abs. 2 InsO(Insolvenzord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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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비추어 더욱 강화되었다.826  이러한 견해에 대하여는 사채의 집단성에 

비추어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의하여 출자전환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소극적 결사의 자유의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비판도 있다.827  

실무에서는 취득형모델이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취득형 모델의 

경우, 사채권자는 자동적으로 신주를 취득하지 않는다. 사채권자가 신주

의 취득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발행회사가 결제대리인에게 배정한 신

주와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사채를 교환하는 대신, 결제대리인으로 

하여금 사채권자가 배정받은 신주를 매각하게 하여 신주의 매각대가를 

받을 수 있다.828  취득형모델하에서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은 회사의 이

익을 위하여 배제될 수 있다. 829  하지만 사채권자가 신주를 교부받지 않

고 현금결제를 위하여 결제대리인에게 신주를 매도하도록 하는 경우 기

존주주가 해당 신주를 인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830  

사채권자집회의 출자전환결의는 별도의 신주발행결의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회사는 사채권자집회와 동시에 혹은 이에 근접하여 신주발행절

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기존 주주가 회사를 위하여 신주발행 결의에 동

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주주의 의무와 관련하여 아직 명확하게 해명

되어 있지 않다.831 

(2) 출자대상인 사채의 가치평가  

독일 주식법상 신주발행시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 법원에 현물출자대

상의 실제 가치를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증권거래법상 인정

된 증권시장에서 유통되는 유가증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현물출자일 

 

826) Thole in aopt/Sebit(2017), §5 SchVG Rn. 57  

827) Thole in aopt/Sebit(2017), §5 SchVG Rn. 59  

828) Thole in aopt/Sebit(2017), §5 SchVG Rn. 56  

829) §186 Abs. 3 und/oder Abs. 5 AktG(Aktiengesetz); Thole in aopt/Sebit(2017), §5 SchVG Rn. 62    

830) Thole in aopt/Sebit(2017), §5 SchVG Rn. 60  

831) Vogel in Preuße(2011), §5 SchVG Rn.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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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3개월간의 평균시장가격을 제공할 수 있다.832  

채무재조정 국면에서 출자전환대상인 사채의 가치를 액면가액으로 

평가할지 또는 실질가치로 평가할지에 대하여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   

액면가액평가설은 회사의 채무재조정상황에서 출자전환이 이루어지

는 경우에는 사채의 가치를 액면가격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한다.833  동 

견해의 근거는 채무재조정의 국면에서 이루어지는 출자전환은 발행회사

의 변제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일반적인 자산을 출자하는 것이 아

니라 부채를 줄이기 위한 채무의 교환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출자전환에 

따라 사채권자의 지위가 주주의 지위로 변경되면 도산절차에서 우선순위

가 낮아지게 되어 출자전환에 응하지 않은 다른 채권자에 비하여 불리한 

위치에 처하게 되므로 액면평가를 하는 것이 공평하다고 본다.  

실질가치평가설은 채무재조정국면에서는 사채의 신용등급의 하락 등

의 이유로 일반적으로 사채의 시장가격이 액면가액에 하회하여 거래되기 

때문에, 사채를 액면가액으로 평가하면 자본충실의 원칙에 어긋나게 된

다고 한다.834  다만, 사채의 실질가치를 평가함에 있어서 청산가치로 평가

할지, 계속기업가치로 평가할지에 대하여는 정립된 견해가 없다.835 

(3) 공모규제의 적용여부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로 출자전환을 하는 경우, 독일 증권거래법

(Wertpapierhandelsgesetz, WpPG)상 공모발행규제가 적용되어 투자설명서의 

신고, 공시의무836가 발생하는지에 대하여도 견해의 대립이 있다.  

공모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견해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를 통하

 

832) §§183 Abs. 3, 33 Abs. 2 bis 5, 34, 35 AktG; §§183a, 33a Abs. 1 Nr. 1 AktG  

833) Cahn/Simon/Theiselmann(2010), S. 10-12  

834) Vogel in Preuße(2011), §5 SchVG Rn. 35  

835) Thole in aopt/Sebit(2017), §5 SchVG Rn. 66  

836) §3 Wp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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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집단적으로 출자전환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개별적인 투자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든다.837  이에 대하여 공모규제

가 필요하다는 견해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가 이루어진 이후, 개별 사채

권자의 의사결정에 의하여 주식의 취득여부가 결정되는 취득형모델하에

서는 투자권유와 개별적인 투자결정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든다.838  

나. 스위스의 경우 

스위스 연방채무법상 사채권자공동체의 다수결 결의에 의한 원금의 

일부나 전부의 감축은 허용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출자전환은 허용되

고 있다.839  출자전환의 결의는 사채권자가 다수결에 의하여 권리를 일방

적으로 포기하는 지급시기의 연장이나 이자금액의 감축에 대한 결의와 

달리 발행회사의 행위(예를 들면 신주발행행위)가 필요하므로, 발행회사

의 동의가 필요하다. 840  출자전환결의에 따른 주식발행은 연방채무법상 

주식편의 주식발행절차에 따르게 된다.841  

스위스에서 출자전환은 현물출자가 아니라 상계에 의하여 행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842  상계방식하에서는 사채의 액면금액으로 신주발행금

에 대한 납입을 하도록 한다. 이와 같은 상계방식이 허용되는 이유는 일

반적인 현물출자의 경우 출자되는 자산이 신주 발행회사의 자산항목에 

기재되므로 현물의 가치가 중요하지만, 상계에 의한 납입의 경우 액면액

만큼 회사의 부채가 감소하므로 사채의 액면금액으로 상계하여도 회사에 

 

837) Bliesener/Schneider in Langenbucher/Bliesener/Spindler(2016), §5 SchVG Rn. 26 

838) Thole in aopt/Sebit(2017), §5 SchVG Rn. 74  

839 ) 스위스 연방채무법 제1170조 제1항 제9호; Steinmann in aonsell/Vogt/Watter [2002], OR 

Art. 1170. N. 7 

840) Steinmann in aonsell/Vogt/Watter(2002), OR Art. 1170. N. 3  

841 ) 스위스에는 별도의 주식법이 존재하지 않고 연방채무법 제26장에서 주식발행에 대

하여 정하고 있다. 行岡睦彦(2018), p.339   

842 ) Schenker, U.(2011), Sanierungsmassnachmen bei Obligationenanleihen, in T. Sprecher(asrg.), 

Sanierung and Insolvenz von Unternehmen (Europa Insitut Zürich Band 112), S. 224-225;行岡睦彦

(2018), p.339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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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사업재생국면에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기존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할 수 있으므로, 843  기존주주의 권

리침해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본다. 다만,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

하기 위하여는 중대한 사유(wichtiger Grund)가 있어야 한다.844  한편, 채권

의 시장가격이 액면가액을 크게 하회하고 있을 경우에는 액면금액에 의

한 상계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소수설도 있다.845 

다. 일본의 경우 

일본에서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사항에 출자전환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특별한 논의가 없고, 출자전환은 신주발행의 경우 제3자배정 

여부와 현물출자의 관점에서 검토된다. 일본에서도 기한의 이익이 도래

하지 않은 사채를 현물출자하는 경우 액면평가설과 실질평가설이 대립하

고 있다. 이사가 회사의 기한의 이익을 포기함으로써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액면가액으로 평가 가능하지만, 기존주주에게 손해가 생길 경우에

는 이사의 임무해태가 문제될 수 있다는 점에 앞서 교환공개매수에 대한 

부분에서 본 바와 같다.846  

3. 한국법상 출자전환의 검토  

가. 출자전환의 법적 구성  

한국에서 출자전환은 회사의 채무재조정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

되는 방법이다. 출자전환은 신주에 대한 현물출자 또는 상계로 구성된다. 

 

843) 스위스 연방채무법 제704조 제1항 제6호   

844) 스위스 연방채무법 제652조b 제2항  

845) Forstmoser, P. und Vogt, a. (2003), “Libereierung durch Verrechnung mit einer nicht werthaltigen 

Forderung: eine zulässige Form der Sanierung einer überschuldeten Gesellschaft?”, ZSR S. 534;行

岡睦彦(2018), p.339에서 재인용  

846) 자세한 논의는 제3자 제2절 3. 다. (라)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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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검사인의 검사를 거쳐야 하지만, 예외적으

로 만기가 도래한 금전채권을 출자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검사인의 

조사나 감정인의 감정이 요구되지 아니한다(상법 제422조 제2항 제3호). 

채무재조정 국면에서 출자전환의 대상이 되는 채권은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이므로 원칙적으로 액면가로 평가할 수 없지만, 회사가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회사와 채권자가 상계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허용함으

로써(상법 제421조 제2항) 액면가로 신주납입을 허용하는 것이 실무로 

정착되어 가는 듯이 보인다.847  

그러나, 액면가 미만의 실질가치를 가진 만기미도래의 사채에 대하

여 회사가 액면가로 상계계약을 체결하거나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

이 상법상 이사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이 아닌지 여부에 대하여는 별도의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이하에서는 최근에 출자전환방식으로 채무재조정

이 이루어진 대우조선해양의 사례를 검토하고 출자전환과 결합된 채무재

조정에서 고려할 사항을 검토한다.  

나. 대우조선해양 사례  

2017년 및 2018년에 걸친 대우조선해양의 회사채 채권자들을 대상으

로 한 출자전환은 자율협약에 따른 금융기관의 출자전환조건과 같은 조

건으로 이루어졌지만, 그 출자전환절차는 상법 및 자본시장법의 제3자 

배정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1) 구조조정의 배경 

대우조선해양은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인 1999년 대우그룹 해체와 함

께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에 들어갔다. 산업은행은 2000년 출자전환을 

통해 대우조선해양의 대주주가 되어 계속 대우조선해양을 관리해 왔

 

847) 대계III(2019)(김성용 집필분), pp.207-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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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848  대우조선이 2015년 조선업 영업의 회복 지연에 따른 수주부진, 선

주사의 경영 악화에 따른 영업손실을 냄에 따라 대주주인 산업은행, 주

채권자인 수출입은행 및 농협이 경영관리단을 파견하고 회계법인을 통하

여 실사를 한 결과, 경영정상화 지원방안으로 최대주주인 산업은행의 신

규출자와 최대채권은행인 수출입은행의 신규대출을 통하여 4조2천억원의 

유동성을 지급하기로 하였다.849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2015년과 2016

년에 걸쳐 일련의 제3자 배정을 통한 유상증자, 기존 채권의 출자전환 

및 전환사채의 취득방식으로 대우해양조선에 신규자금을 지원하였다. 850 

그 이후에도 대우조선해양의 경영상황이 개선되지 않자, 2017년 3월 금융

 

848) 조선일보, “13兆 '돈 먹는 하마' 대우조선… 20년 구조조정 끝나나”, 2019. 2.1.자 기사, 

available at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2/01/2019020100246.html 

849 ) 한국산업은행, “産銀, 대우조선해양㈜ 경영정상화 방안 수립”, 2015. 10. 29.자 보도자

료, available at http://www.shippingdaily.co.kr/newsfile/2015/10/30/SDD00105271.pdf 

850 ) 산업은행은 2015년 12월 24일자로 제3자 유상증자 배정을 통하여 75,769,311주를 

5,050원에 취득하여 산업은행의 지분율은 기존의 31.46%에서 49.74%로 증가하였다(한

국산업은행, 임원ㆍ주요주주 특정증권등 소유상황보고서, 2015년 12월 2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공시내용). 2016년 한국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2조8천억원 상당의 추

가자금지원을 하였다. 구체적인 내역을 보면 대우조선해양은 2016년 11월 25일 임시주

주총회를 개최하여 제3자배정의 한도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90으

로 증액하고, 주주이외의 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전환사채발행액면총액을 9000억원에

서 2조원까지 발행할 수 있도록 상향조정하는 내용으로 정관변경을 함과 동시에, 최대

주주의 주식 중 2015년 12월 24일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을 제외하고, 이

전에 소유한 모든 주식을 소각한 후 남은 주식 10주를 1주로 병합(실질적 감자비율 

17.95:1)하고, 그 외 주주의 주식은 10주를 1주로 병합하는 결의를 하였다(대우조선해양, 

주주총회소집공고, 2016년 11월 10일,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공시내용). 이에 따라 산

업은행의 지분은 49.74%에서 35.55%로 감소하였다(대우조선해양, 최대주주등소유주식

변동서, 2016년12월26일,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공시내용). 대우조선해양은 2016년 12

월 29일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유상증자 제3자배정을 통하여 산업은행에게 추가로 액

면가 5000원의 44,257,142 신주를 주당 40,350원에 발행(발행총액: 1,785,775,679,700원)하

여(대우조선해양, 투자설명서, 2016. 12. 28.,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공시내용), 산업은행

의 지분은 다시 35.55%에서 79%로 증가하였다(한국산업은행,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

보고서(일반), 2017. 1. 2.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공시 내용). 이때 신주발행금액 1조 8천

억 상당에 대한 납입은 기존 한국산업은행의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

다(대우조선해양, 증권발행실적보고서, 2016. 12. 30자 금감원전자공시시스템 공시내용). 

한편, 수출입은행은 2016년 12월 29일 권면총액 1조의 전환사채(전환가액: 40,350원)를 

취득하여 1조의 추가 자금지원을 하였고,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27.43%의 대량

보유보고를 하였다(한국수출입은행,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약식), 2017. 1. 5., 금감

원 전자공시시스템 공시내용).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2/01/2019020100246.html
http://www.shippingdaily.co.kr/newsfile/2015/10/30/SDD0010527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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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과 채권단은 결국 대우조선해양에 대하여 자율협약을 통한 워크아웃

을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2017년내에 만기 도래하는 회사채 9400억원등에 

대한 원금상환 유예를 조건으로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뿐만 아니라 KB

국민은행, 신한은행 등 시중은행들도 동참하는 워크아웃을 실시하기로 

하였다.851  

(2) 회사채 채무조정안 

2017년 3월 워크아웃계획이 발표됨에 따라, 조정대상으로 예정된 대

우조선해양의 회사채 가격이 급락하였다. 2017년 3월 15일 한국거래소 자

료에 따르면 2017년 3월 21일 만기 도래하는 대우조선해양 제6-1회 회사

채(액면금액 1만원)는 이날 장중 7301원까지 떨어졌는데, 이는 전 거래일 

평균 거래가격(9292.25원)보다 21.42% 하락한 금액으로, 가격과 반대로 

움직이는 수익률은 장중 연 370.91%로 전 거래일 평균보다 290.15%포인

트 급등하였다. 당시 만기까지 8개월여 남은 대우조선해양 제5-2회 회사

채의 평균 수익률은 연 63.99%로 전날보다 23.45%포인트 오르는 등 장

내에서 거래되는 대부분의 대우조선해양 회사채의 가격이 크게 하락하였

다.852  이와 같이 대우조선해양 회사채 가격이 급락한 것은 채권단에선 신

규 자금지원의 전제 조건으로 기존 채무에 대한 광범위한 채무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른 것으로, 만기연장이나 출자전환에 따른 대규모 

손실을 우려한 투자자들이 일부 원금 손실을 감수하고 손절매에 나섰기 

때문이다.853  

 

851 ) 매일경제 기사, “대우조선해양 결국 워크아웃 추진, 2017. 3. 15.자 기사, available at 

https://www.mk.co.kr/news/business/view/2017/03/175296/, accessed on May 25, 2019; 법무법인 

율촌, 업무소식, https://www.yulchon.com/ko/resources/deals-and-cases-view/4484/page.do 

852 ) 회사채의 수익률은 시장가격으로 회사채에 투자한 후, 만기시 원리금이 전액 상환

될 것을 전제로 산정한다.  

853 ) 한국경제, “대우조선 회사채 '투매'…가격 하루새 21% 급락”, 2017. 3. 15.자 기사, at  

http://newslabit.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7031519671, accessed on May 27, 

2019 

http://stock.hankyung.com/apps/analysis.current?itemcode=A042660
http://stock.hankyung.com/apps/analysis.current?itemcode=A042660
http://stock.hankyung.com/apps/analysis.current?itemcode=A042660
http://stock.hankyung.com/apps/analysis.current?itemcode=A042660
http://stock.hankyung.com/apps/analysis.current?itemcode=A042660
http://stock.hankyung.com/apps/analysis.current?itemcode=A042660
https://www.mk.co.kr/news/business/view/2017/03/175296/
https://www.yulchon.com/ko/resources/deals-and-cases-view/4484/page.do
http://newslabit.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7031519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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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은 2017년 3월 24일 공고를 통하여 2017년 4월 18일 및 

2017년 4월 19일 양일에 거쳐 사채권자집회를 소집하면서, 그 의안으로 

회사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채무조정 및 출자전환의 의안을 상정하였

다. 채무조정대상이 된 사채의 내역은 대우조선해양이 2012년에서 2015

년에 걸쳐 발행한 총6회차(제4-2회, 제5-2회, 제6-1회, 제6-2회, 제7회)의 

사채(합계액 1조 5백억 상당)로 각 사채의 이율은 연 최저 3.276%에서 

3.79%에 걸쳐 있었고, 만기도래일은 2017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로 

집중되어 있었다. 대우조선해양이 제안한 채무조정내역은 모든 사채의 

이율을 년 1%로 하향하고, 원금을 2020년 7월 21일부터 2023년 4월 21

일까지 연2회씩 총 12회에 걸쳐 분할상환하고, 이자는 같은 기간동안 년 

4회(매년 1월 21일, 4월 21일, 7월 21일, 11월 21일) 지급하는 조건이었다. 

사채의 이율은 2017년 4월 21일로부터 연 1%로 변경되며, 2017년 4월 20

일까지 발생한 이자 중 미지급된 이자는 변경 전의 이율로 계산하여 

2017년 7월 21일에 지급하되, 해당 금액에 대한 실제 지급일까지의 연체

이자는 면제하는 조건이었다.854 

또한, 동 사채들에 대하여는 모두 사채관리계약상 정해진 재무비율

유지의무 위반으로 기한이익상실의 원인사유가 발생한 상황이었으므

로, 855  사채권자집회의 의안 중에는 기존에 발생한 기한이익상실을 취소

하고 기한이익상실의 취소 통지권한을 사채관리회사에게 위임하며, 이미 

발행하였거나 발생하는 기한이익상실에 대한 원인사유를 불발생으로 간

주하고, 기한이익상실에 대한 원인사유 불발생간주의 통지권한을 사채관

리회사에게 위임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출자전환조건은 각 사채권자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일 현재 자신이 

 

854) 대우조선해양, 사채권자집회소집, 2017. 3. 24.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공시내용, 각 공

모사채별로 같은 날 별도의 공시를 하였음.  

855) 대우조선해양, 분기보고서, 2017. 5.15.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공시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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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한 본 사채 권면액의 50% 이상(이하 “출자전환 대상사채”)을 출자하

기로 하고, 출자전환 대상사채 원금을 신주 인수대금과 상계하는 방식으

로 대우조선해양이 발행하는 기명식 보통주식(이하 “신주”)을 인수하는 

것이었다. 출자전환을 위한 신주의 발행가격은 주당 금 40,350원으로 하

며, 출자전환 대상사채에 대하여는 신주 청약일의 첫째 날부터 이자(연

체이자 포함)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되, 출자전환 대상사채에 관하여 

기발생한 미지급이자는 신주가 입고되는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각 사

채권자가 출자전환에 참여하기 위하여 사용한 증권회사 청약계좌로 입금

하는 방식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내용 중에 포함되

어 있었다. 위 사채권자집회의 의안은 2017년 4월 17일 및 4월 18일 양

일간에 거친 사채권자집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되었고,856  창원지방법원 통

영지원은 2017년 4월 21일자로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를 인가하였다.857  

이와 같은 사채권에 대한 채무조정 결의 이후에, 한국산업은행 및 

워크아웃에 참여하는 채권단의 출자전환 및 사채권자들에 의한 출자전환

에 의하여 대우조선해양은 2017년 6월 29일, 8월 12일, 12월 22일 및 2018

년 3월 15일 네 차례에 걸쳐 기명식 보통주식에 대하여 채권단 및 사채

권자에 대한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를 통하여 자본금을 확충하였다. 

주금납입은 인수인의 주금납입채무와 회사에 대한 채권자의 대출채권을 

상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신주의 발행가격은 액면가액 5,000원의 

기명식 보통주식에 대하여 40,350원으로 책정되었고, 총 4회에 걸친 신주

발행수량은 41,628,792주였다. 858  한편, 한국 수출입은행은 2016년 전환사

 

856 ) 관련 사채관리계약상 결의요건은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는 관계법령 및 “본 계약”에 

따른 다른 규정이 없는 이상 출석한 사채권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본 사채의 

미상환잔액”의 3분의 1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었다.   

857 ) 대우조선해양의 웹사이트인 www.dsme.co.kr의 투자정보 중 하위항목인 사채권자 게

시판 및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상 대우해양조선의 2017. 3. 24. 및 2012. 7. 20. 공시  

858) 대우조선해양, 2018년 제3분기 보고서, 2018. 11. 14.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공시내용 

http://www.ds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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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인수 이후에 2017년에 두차례에 걸쳐 전환사채를 인수하였고, 3건의 전

환사채 모두 전환가액 40,350원으로 하는 만기 30년의 영구채로 발행되

어 자본금으로 산입되도록 하였다.859  

(3) 출자전환의 절차 

2017년 4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 이후 대우조선해양은 수 차례에 걸

쳐 채권은행과 사채권자에 대한 신주발행공모절차를 통하여 제3자 배정

을 실시하였는데, 사채권자의 경우 2017년 7월 31일 투자설명서를 통하

여 무보증사채(대우조선해양(주) 제4-2회 3,000억원, 제5-2회 2,000억원, 

제6-1회 4,400억원, 제6-2회 600억원 및 제7회 3,500억원) 사채권자 및 기

업어음증권(2013년 4월 1일 및 2013년 4월 2일 발행한 기업어음증권 소

지자 194,577,753,600원) 소지자를 대상으로 청약을 진행하였다. 무보증사

채 사채권자의 출자전환주식수의 경우, 2017년 4월 17일 및 18일 양일간

의 사채권자집회를 통해 사채 권면액의 50%이상 출자전환하기로 결의하

였으나 출자전환비율을 50%로 정할 경우 초과 청약분 발생시 신주배정

이 불가함을 감안하여860 , 회사채투자자의 출자전환비율을 이론상 최대치

인 100%로 하여 배정주식수를 산정하였다. 동 유상증자는 대우조선해양

의 정관에 따른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제3자배정 유상증자로서 출자전환

대상자를 대상으로 청약을 진행하되, 출자전환대상채권과 신주인수대금

을 상계하는 방식으로 대우조선해양이 발행하는 기명식 보통주식을 인수

 

859 ) 한국수출입은행은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것이 내규상 금지되어 있어 영구채 인수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더벨, 수출입은행, 대우조선 영구채 해법 '고심', 2019. 3. 8.   

860 ) 대우조선해양의 사채권자집회에서 사채권자의 출자전환비율을 50%이상으로 정하고 

있어, 사채권자의 의사에 따라 보유한 사채 전액을 출자전환하는 것이 가능한 구조였

기 때문에 100% 전환비율을 상정하여 배정주식수를 산정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장

훈·김지평·홍정호(2016), pp.8-9에 따르면, 웅진에너지의 경우 “사채원금의 10%를 현금으

로 상환하고 나머지는 발행회사의 신주 또는 전환사채를 전환 내지 상환”아는 조건이

었고, STX의 경우 “사채권자들은 사채총액의 58%를 출자하여 발행회사가 발행하는 기

명식 보통주식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사채권자집회에서 출자전환의 결의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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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내용이었다. 861  2017년 7월 31일자 투자설명서에 의한 제3자출자전

환건은 최초배정내역에 대하여 100% 청약이 이루어져, 100% 배정되었

다.862 

대우조선해양의 출자전환의 순서는 우선 사채권자집회에서는 전체 

사채에 대하여 만기를 2023년까지 연장하고, 이자율을 일률적으로 1% 

하향조정하는 결의를 하고(하향 조정된 이자의 효력발생시기는 2017년 4

월 21일부터였다), 별도로 출자전환을 위한 신주발행절차를 거친 것이다. 

사채권자집회의 의안에 출자전환의 결의가 포함되어 있었지만, 결의 자

체로 전체채권자를 구속하는 효력을 발생시킨 것이 아니고 사후적으로 

제3자배정 신주발행절차에 참여한 사채권자에 대하여서만 출자전환의 효

력이 발생하는 구조였다.  

(4) 신주발행가격 및 출자전환가격 

일반적으로 신주의 발행가액은 「증권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이하 “발행공시규정”) 제5-18조 제1항에 따라,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

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산정 후 10% 이

내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발행가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사채권자

집회 결의일인 2017년 4월 17일과 18일 당시 대우조선해양의 보통주는 

2016년 7월 15일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로 인한 매매거래정지 및 개선기

간 상태로 발행공시규정에 의한 기준주가 산정이 불가한 상태였다. 이에 

따라, 2016년 12월 29일 유상증자 결정시 출자전환 가액과 동일한 주당 

40,350원으로 신주발행가격을 정하였다. 또한, 사채권자집회일 이전인 

2017년 3월 23일 채권단이 "대우조선해양 구조조정 추진 방안"에 따라, 

한국산업은행은 무담보채권의 100%, 기타 금융기관(하나은행, 우리은행, 

 

861) 대우조선해양, 2017. 7. 31. 투자설명서,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공시내용  

862) 대우조선해양, 2017. 8. 2. 증권발행실적보고서,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공시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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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이 무담보채권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신주 인수대금과 상

계하는 방식으로 출자전환을 진행하였고, 당시 신주의 발행가격은 40,350

원인 점을 감안하여 2017년 4월 사채권자집회에서도 신주발행가격을 주

당 40,350원으로 정한 것이다.863 

대우조선해양 보통주에 대한 매매거래정지가 개시된 2016년 7월 15

일부터 매매거래가 재개된 2017년 10월 30일까지 사이에 이루어진 일련

의 출자전환에서 대우조선해양의 보통주는 주당 40,350원으로 평가되었

으나, 실제 주식의 가치가 정확히 반영된 가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대

우조선해양의 보통주는 거래가 재개된 2017년 10월 30일에 22,400원에 

거래를 시작해 3,400원(13.4%) 떨어진 19,400원로 거래를 종료하였고, 864 

그 이후 주가가 어느 정도 회복되기는 하였으나 2019년 12월까지도 계속 

30,000원대 내외에서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출자전환시 주식의 평가가치

가 실제가치보다 고평가 발행되어, 사채권자들이 신주발행가격과 시가의 

차이만큼 원금을 감액하여 준 것과 같은 경제적인 효과로 인하여 사채권

자로부터 주주로의 부의 이전(transfer of wealth)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

다.865   

다른 한편으로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의하여 만기가 연장되어 사채

의 실질가치가 하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계계약에 의하여 사채의 액

 

863 ) 대우조선해양, 2017. 12. 31. 투자설명서,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공시내용에 따르면, 

신주발행가격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3항에 따라 결정되

었다. 동조 제3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준주가를 산정하는 

경우 주권상장법인이 증권시장에서 시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종목의 주식을 발행하

고자 하는 경우에는 권리내용이 유사한 다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의 시가(동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및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를 산정한다.” 

864) 조선비즈, “대우조선해양, 거래 재개 첫날 '반토막'”, 2017.10.30. 기사  

865 ) 대계III(2019)(김성용 집필분), pp.199-203에서는 신주를 기존 발행주식의 공정가치보

다 낮은 발행가액으로 제3자 배정 방식에 의하여 발행하여 기존 주주로부터 신주 인

수인에게로 부의 이전이 발생하는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신주를 공정가치보다 높은 

발행가격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반대로 신주인수인으로부터 기존 주주에게 부의 이

전이 발생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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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금액으로 출자전환하도록 한 것은 사채의 가치를 과대평가하여 주주로

부터 사채권자로의 부의 이전 효과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866  다만,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과대평가된 신주의 발행금액과 과대평가된 사채의 

평가금액이 상쇄되는 효과는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대우조선해양의 채무조정의 내용은 전체 사채에 대한 만기연장 및 

이자율감축의 채무조정과 사후적인 출자전환이 결합된 형태로, 출자전환

을 하기에 앞서 사채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여 사채의 가치를 떨어지게 

함으로써 출자전환을 유도하는 요소가 존재하였다고 볼 수 있다.867  

다. 검토  

(1) 사채권자집회 결의의 효력  

출자전환은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만으로 완료되는 것이 아니고 회사

에 의한 별도의 신주발행 및 납입절차가 있어야 하므로 사채권자집회의 

출자전환결의의 의미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선 사채권자집회에서 모든 사채권자를 구속하는 출자전환의 결의

를 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실무상 출자전환을 결의한 사채권자집회

에 대하여 법원이 인가거부를 하지 않고 있지만,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만

으로 출자전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채권금융기관들의 출자

전환이 전제되는 자율협약이나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워크아웃 절차 진

행과정에서 비협약채권자들에게도 고통분담 차원에서 출자전환을 수용하

라는 요구가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채권자집회를 통한 출자전환 결의

 

866 )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의하여 만기가 연장되어 사채의 실질가치가 하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계계약에 의하여 사채의 액면금액으로 출자전환하도록 한 것은 사채의 가

치를 과대평가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으나, 액면으로 출자전환하는 것을 전제로 한 

출자전환결의는 출자전환하는 사채에 대해서는 만기연장을 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묵

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선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는 사채권자집회의 결

의의 내용을 정치하게 만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867 ) 블룸버그 데이터에 의하면, 2017년 4월 17일 및 18일 사채권자집회를 전후로 관련 

사채들의 장외시장 거래가격은 모두 50%이상 하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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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할 효용은 크다.868  사채권자집회에서의 출자전환결의가 출자전환 행

위에 대하여 가지는 법적 효력의 의미는 명확하지 않다.  

사채권자집회의 출자전환 결의의 효력은 발행회사가 사채권자에게 

향후 발행할 신주를 취득할 권리를 부여하고, 사채권자의 회사에 대한 

사채원리금채권과 회사의 사채권자에 대한 신주인수대금 채권을 상계하

는 것에 대한 동의를 하는 집단적 사채계약 변경으로 보는 견해가 있

다.869  그렇게 보더라도, 향후 발행회사와 사채권자가 일정한 행위(신주발

행 및 상계에 의한 신주인수)를 할 권리·의무를 발생하는 것 이외에 사

채권자집회의 결의가 사채의 권리내용자체를 변경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는 의문이 있다. 가령, 사채권자가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사

채권자는 원래의 사채조건에 따라 지급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인지, 혹은 

신주청약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사채권자집회 결의에 기초하여 회사에 신

주발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다. 870  생각건대, 사채권자집

 

868 ) 김장훈·김지평·홍정호(2016), pp.12-13; 다만 현행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금융채권

자에는 사채권자도 포함되므로, 향후 발생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채무조정에서도 

사채권자가 여전히 비협약채권자로 취급될 지는 명확하지 않다.   

869) 김장훈·김지평·홍정호(2016), p.15  

870 ) 회생사건실무(상)(2019), pp.839-843에 따르면 회생절차내에서 출자전환계획에 대한 

인가일로부터 실제로 출자전환이 발생하기 전까지의 채권을 출자전환예정채권으로 보

고 그 법적 성질에 대하여 분석하고 있다.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입장은 출자전환

예정채권을 지분권으로 보고 조분류, 의결권 부여 등을 결정하고 있다고 한다(서울지

방법원 2003. 2.7.자 98파 10322 결정; 같은 법원 2002.11.19.자 98파10324 결정). 이와 

같이 지분권으로 보는 견해의 논거는 회생계획인가시에 이미 출자전환을 받을 수 있

는 권리로 권리변경이 일어나 주식으로 전환되는 것이 확정되어 있고, 출자전환예정채

권은 회생계획에서 정한 시점에서 신주를 교부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을 뿐 더 이상 금

전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 회계상으로도 출자전환을 합의하였으나 출자전환이 즉

시 이행되지 않은 경우 조정대상 채무를 원칙적으로 출자전환채무의 과목으로 하여 

자본조정을 대체하고 부채로 취급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든다. 반대로 이를 채권으로 

보는 견해의 논거는 채무자회생법 제265조 제1항에 의하여 회생계획에서 회생채권을 

출자전환하기로 한 경우 회생채권은 회생계획에서 정하는 시점에서 소멸하므로 출자

전환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여전히 채권으로 보아야 하고, 신주발행시점 이전에 채권

이 소멸하는 것으로 보게 되면 당해 권리자는 일정 기간 동안 아무런 권리도 갖지 않

는 상태가 되므로, 신주발행시점을 채권이 주식으로 전환되는 시점으로 본다고 한다. 

한편, 대법원 2017.4.7.자 2015마1384, 1385(병합)선고 사건에서는 이 논점을 명시적으로 

다루지는 않았지만 출자전환예정채권자를 회생채권자조에 포함시켜 의결권을 부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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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결의로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지 않은 자에 대한 취급을 사채권자집

회의 결의내용에 명시하지 않은 경우,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지 않은 사채

권자는 원래 사채조건에 따른 지급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논리

적으로 타당할 것이다. 한편, 출자전환에 따른 신주인수를 하지 않은 사

채권자의 사채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으로 사채권자집회의 결의

내용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탈퇴동의와 같은 강압적인 요소로 인하여 결

의의 공정성이 문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강압적인 요소

를 배제하기 위하여는 출자전환결의시에 먼저 전체 사채에 대한 조건변

경을 하고, 그 중 일정 부분의 사채에 대한 출자전환을 하도록 구성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871  

이와 같이 사채권자집회의 출자전환결의는 사채의 권리내용을 변경

시키지 않는 이상 그 자체로 법률적 의미를 가지지 않지만, 출자전환에 

응하지 않는 사채권자의 권리에 대한 사항이나 출자전환시 사채의 평가

기준(액면평가 또는 실질평가)에 대하여 정하는등 출자전환의 법률관계

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872 

(2) 신주발행가격의 결정 

시가가 형성되어 있는 보통주에 대한 출자전환이 이루어지는 경우 

 

원심판결을 유지한 바 있다. 위의 논의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회생절차내에서 출자전

환하는 경우에 관한 것이고, 회생절차/도산절차 밖에서 채무재조정을 하는 경우에 위

의 논의를 그대로 원용할 수는 없을 것이다. 

871) 대우조선해양의 출자전환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구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872) 김장훈·김지평·홍정호(2016), pp. 15-16에 따르면 2013년 STX의 출자전환 사채권자

집회결의에서 사채권자들은 사채총액의 58%를 출자하여 발행회사가 발행하는 기명식 

보통주식을 인수하기로 하되, STX가 신주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를 하는 경우 사채총

액의 58%에 해당하는 부분의 이자는 더 이상 발생하는 않는 것으로 정하였다.; 조규홍

(2014), pp.182-183에서는 관련 STX의 사채권자집회 결의에 대하여 출자전환과 관련된 

내용은 추후 개별 사채권자의 청약 절차 등이 필요한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일

부 미이행 상태에서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로 이행 등) 향후 많은 논란이 있을 것으

로 보인다고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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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의 발행가격은 발행공시규정상 유상증자 당시의 거래가격을 기준으

로 하게 된다(발행공시규정, 제5-18조). 다만, 회사의 재무적 위기로 인하

여 인한 출자전환을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이미 회사에 자본잠

식이 발생하거나 채무조정을 하여야 하는 경우, 어떠한 주식평가기준을 

적용하여야 할 지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873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으로는 금융채권자의 출자전환에 대하여 부실

징후기업은 액면미달 발행을 위하여 법원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상법 제

417조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만으로 액면미달 발행하도록 허

용하고 있으며(동법 제33조 제2항), 발행공시규정상 경영정상화계획이나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금융기관이 출자전환하는 경우에는 유상증자 

당시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삼지 않을 수 있다(발행공시규정, 제5-18조 

제4항 제2호, 제4호). 그러나, 사채권자가 금융기관과 함께 출자전환할 

때에는 액면미달발행이나 신주발행가격 산정에 대한 발행공시규정상 예

외가 적용되지 않아 발행회사와 사채권자간에 적절한 출자전환가격을 정

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다. 채무조정의 국면에서 사채권자에게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하여 출자전환을 하는 경우 금융기관의 경우와 일관

되게 할인율을 시가의 10% 이내로 하여야 하는 제한에 대한 예외를 허

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3) 사채의 출자전환가격 

만기가 도래한 사채의 경우 회사가 액면액을 상환할 의무를 부담하

므로 액면평가설이나 실질평가설간에 차이가 없다. 하지만, 만기가 도래

하지 않은 사채를 현물출자하는 구조를 취하는 경우, 액면평가설과 실질

평가설에 따라 신주납입대금의 산정이 달라질 것이다. 만기가 도래하지 

 

873 )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에 대한 세무학적인 차원에서의 논의는 배

영석·김병일(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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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사채를 현물출자하는 경우 만기미도래 채권의 가치는 당시의 시장

이자율과 사채의 액면이자율의 차이에 따라 액면금액보다 높을 수도 있

고 낮을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는 이행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의 가치

는 액면금액에 미달한다.874 

현행 상법상 신주의 인수인에 의한 일방적인 상계를 금지하는 취지

는(상법 제421조 제2항), 구 상법상 금지되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회사에 

의한 상계와 상계합의를 허용하기 위한 것이고, 875  현재 법원등기실무도 

상계계약에 기초하여 액면금액을 납입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등기예규 

제1456호).  

하지만,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사채에 대하여 액면으로 상계하기로 

하는 것이 이사의 의무상 허용되는지는 여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876 

이와 관련하여, 출자전환시점에 만기가 도래하지 않는 사채를 평가할 때 

액면으로 평가할지 또는 실질가치로 평가할지에 대하여는 견해의 대립이 

있을 수 있다. 자본이 완전히 잠식된 도산상태로 사채의 원리금지급채무

에 대한 기한이익상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액면평가설로 하는 것이 타당

할 것이다. 다만, 채무재조정의 필요성은 있지만, 주식의 가치가 남아있

는 경우 출자전환시 사채의 평가에 대하여는, 독일이나 스위스의 논의에

서 보는 바와 같이 채무조정의 필요성을 중시하는 관점에서는 액면평가

설을 취할 것이고, 자본충실의 원칙을 우선시하는 관점에서는 실질평가

설을 취할 것이다. 생각건대, 채무조정국면에서 사채의 가치를 어떻게 평

가할지는 자본충실의 원칙과 이사의 회사에 대한 선관의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생각된다. 즉, 이사가 채무조정의 긴박성을 고

려하여 회사의 사채권자를 설득하기 위한 협상의 도구로서 전문가의 의

 

874) 대계III(김성용 집필분), p.200  

875) 대계III(2019)(김성용 집필분), p.208; 금융법센터(2008)(송옥렬 집필분), pp.180-182  

876) 대계III(2019)(김성용 집필분), p.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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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 등을 참조하여 경영판단원칙에 따라 현물출자시 사채의 가치를 제안

하고 사채권자와 협상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채무재조

정을 위한 출자전환시 신주 및 사채의 평가는 규정에서 정한 기계적인 

산정방식이 아니라 당시 주식과 사채의 가치평가에 대하여 사채권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여 출자전환의 경제적 합리성을 이루도록 하여야 할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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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사채의 지급조건변경과 사채권자의 실질적 보호  

제1절 총설 

발행회사와 사채권자가 사채의 지급조건 변경을 위한 개별적인 합의

를 하거나, 사채권자집회 또는 채무재조정제도를 통한 다수결 결의를 통

하여 사채의 지급조건의 변경을 하는 것은, 그러한 채무재조정이 도산절

차를 통한 채권의 회수보다 발행회사와 사채권자에게 유리하다는 인식에

서 출발한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조속한 도산절차의 개시를 통하여 

이사와 주주의 과도한 위험부담행위를 차단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입법례에 따라서는 도산상황에서 이사에게 도산절차 개시신청

의무를 부과하기도 한다.  

회사가 재무적 어려움에 처한 경우 적극적으로 채무재조정을 하여야 

하는지, 도산절차를 개시하여야 하는지는 회사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하지만, 도산절차를 개시하는 시점보다 앞선 시점에서 

적극적인 채무재조정을 하여 도산을 피하는 것이 주주와 채권자에게 모

두 이익이 되는 결과가 된다는 데에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채무재조정은 회사의 계속기업(going concern)으로서의 가치(VGC)가 

회사가 청산(liquidate)하는 경우의 청산가치(VL)보다 클 경우(VGC > VL)를 

전제로 한다. 이론적으로 공식적인 도산절차의 개시시점은 계속기업의 

가치나 청산가치 중 큰 금액인(V) [V=max(VGC, VL)]가 회사의 모든 부채

(liability)의 합계(L)보다 적은 시점인(V< L)일 때이다.   따라서, 회사의 부

채가 회사의 자산의 청산가치를 초과한다고 하여 반드시 청산절차가 개

시된다고 볼 수 없다. 즉, 회사의 계속기업의 가치가 회사의 부채보다 큰 

경우에는 회사의 부채가 회사의 청산가치보다 크더라도 회사를 계속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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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유지하고 도산절차를 개시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인 결정이 된다.877 

도산절차가 개시되어야 하는 시점(V< L)은 객관적으로 확인가능한 것이

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기업가치(V) 및 채무금액(L)을 대차대조표(balance 

sheet)기준으로 평가하는지, 현금흐름(cash flow)으로 평가하는지에 따라 

평과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회사 내부자인 이사 및 경영진이 가지고 있

는 회사에 대한 정보가 채권자에게 공개되지 않는 정보의 비대칭성

(information asymmetry)의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도산절차개시시점을 

명확히 판단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878  또한, 공식적으로 도산절차가 개시

되면, 부정적인 시그널효과로 인하여 회사의 계속기업가치(VGC)가 급격

하게 하락할 수 있으므로, 너무 일찍 도산절차를 신청하는 것도 비용이 

발생한다. 따라서, 회사의 주주와 채권자 기타 이해관계자들(stakeholder)

들로서는 시기상조의 도산절차 개시로 인한 비용(즉, 계속기업가치의 급

격한 하락)이 발생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법원 외에서 자발적으로 채

무재조정(workout)을 함으로써 회사의 계속기업가치를 최대화하고자 하는 

유인이 있다.879  한편으로, 채무재조정을 하여 채무금액(L)을 낮추게 되면 

회사의 도산절차를 피할 수 있게 된다.   

채무재조정을 하는 상황은 경영악화나 자본잠식 등으로 주식의 가치

가 하락하였으나, 아직 주식의 가치가 완전하게 영에 이르지 않은 상황

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채권자들의 채무를 감축하는 채무재조정을 

하는 경우 채권자들의 양보로 인하여 주식가치가 상승하는 부의 이전

(transfer of wealth)이 발생한다. 이와 같이 채권자와 주주, 혹은 채권자간

에 이익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사가 누구의 이익을 우선적으

로 고려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 정립이 필요하다.880  그러나, 사채권자

 

877) Eidenmüller(2006), pp.241-242 

878) Eidenmüller(2006), p.242 

879) Eidenmüller(2006), pp.243-244 

880) Paterson(2016), pp.506-513은 사모투자회사가 대주주인 회사의 채무재조정관행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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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이사의 의무의 여부 및 그 기준이 명확하게 확립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우선 도산절차나 채무재조정절차에서 법원이 사채권자보호를 위

하여 적용하는 실질적 기준을 먼저 검토하기로 한다. 법원의 감독하에 

이루어지는 채무조정절차에서 적용되는 청산가치보장의 원칙 및 공정·형

평의 원칙 등은 도산절차 외에서 이루어지는 사적 채무조정 및 사채권자

집회의 결의의 적정성을 판단하는데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할 수 있을 것

이다. 또한, 상법상 사채권자집회결의의 인가요건의 구체적인 기준은 이

사가 사채권자집회를 통한 채무조정을 진행하는데 사전적인 지침이 될 

것이다.  

아래에서는, 먼저 채무재조정 제도상의 국내외 법원의 채권자보호기

준 및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대한 외국 법원이나 행정관청의 심사기준

을 검토한 후 상법상 사채권자집회의 인가기준을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채무조정국면에서 사채권자 보호를 위한 이사의 의무와 책임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도산에 근접한 상황에서 이사의 도산절차의 개시 신청의무

에 대하여는 선행연구가 있다. 881  본 논문에서는 도산절차의 개시 이전 

채무재조정국면에서 이사에게 어떠한 의무와 책임이 있는지를 중심으로 

검토한다.  

제2절 법원에 의한 실질적 심사기준  

1. 총설 

 

하면서 기존 경영진을 출자전환에 참여하도록 하는 경우 경영진은 기존 주주가 아니

라 기존 담보채권자인 새로운 주주에게 과도하게 충성할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한다. 

이 과정에서 사채권자와 같은 후순위채권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사태를 지적하고 채무

재조정과정에서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사에게 공평의 원칙을 준수할 의무를 부

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881) 김건식(2011), 한민(2015a), 문병순(2017)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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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재조정국면에서 다수결 결의에 의하여 사채권자의 권리를 감축

변경하는 절차는 도산절차내에서 법원의 감독하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 

회사법, 사채법 또는 계약상 근거에 따라 도산절차 외에서 사적 채무조

정의 일환으로 이루질 수도 있다. 사적 채무조정의 경우 법제에 따라 법

원의 인가없이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만으로 권리변경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한국, 일본, 스위스의 경우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는 법원

의 인가를 받아야만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여 법원에 의한 후견기능을 기

대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합의개편계획을 법원이 승인함으로써 법원에 

의한 사전적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독일의 경우 사채권자집회의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 법원에 사후적 감독기능을 부여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도산절차 내외에서 사채권자집회(경우에 따라서는 채

권자집회)의 결의사항에 대한 내용적 심사기준을 검토함으로써, 상법상 

추상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법원인가의 구체적 기준 및 채무조정국면에서 

사채권자 보호의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채무재조정제도상의 심사기준 

가. 미국 연방파산법 Chapter 11 절차 

미국 연방파산법은 Chapter 11 절차에서 회생계획에 의하여 손상되는 

권리의 조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회생계획이 부당하게 차별적이지 않고, 

공정하며 형평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회생계획을 법원이 인가할 수 있도

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강제인가권한을 소위 cram down권한이라고 부

른다.882 Chapter 11 인가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실체적 기준은 채권자의 최

선이익(청산가치보장)의 원칙(best interest test) 및 절대 우선의 원칙

 

882) Olivares-Caminal et al(2017), p.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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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olute priority rule)이다.883  

(1) 최선이익(청산가치보장)의 원칙  

최선이익의 원칙(best interest test)은 손상된 조의 개별채권자 및 주주

의 이익을 보장하는 원칙으로 동법 제1129조(a)항(7)에 명시되어 있다. 동 

조항은 개별조가 아니라 개별 채권자의 권리보호에 대한 원칙이다.884  최

선이익의 원칙은, 회생계획에 찬성하지 않는 손상 조(impaired class)의 권

리자는 채무자가 미국 연방파산법 제7장에 따라 청산을 할 경우 받거나 

보유할 수 있는 재산가치보다 적지 않은 가치의 분배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회생절차의 신청

인인 회사는 전문가의 증언 기타 자료를 통하여 “제7장에 따른 가정적 

청산가치”(hypothetical Chapter 7 liquidation)에 대한 증거를 제출한다. 가정

적 청산가치는 회생계획의 효력발생일을 기준으로 채무자의 자산을 모두 

매각하는 경우의 가치(hypothetical fire-sale conditions)로 계산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885  매각의 기준시점, 각종 재무정보의 예측에 따라 채무자의 

청산가치가 크게 변동될 수 있다.886  법원은 청산가치의 계산이 적절하게 

되었는지에 대하여 판단할 재량을 가지고 있다.887 

(2) 절대우선원칙  

법원이 Chapter 11 절차에서 강제인가(cram down)를 하기 위하여는, 

 

883) Baird, 김관기 역(2016), p.331 

884) Bank of America Nat’l Trust and Sav Ass’n v 203 N LaSalle Street P’ship, 526 US 434, 441 n 

13(1999) 

885) In re Lason, Inc, 300 BR 227, 232-233에서 법원은 청산가치의 계산은 fire-sale(일괄 판매) 

또는 계속 기업을 조건으로 하여 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886) In re Affiliated Foods, Inc. 249 BR 770, 788에서 법원은 청산가치의 계산은 정확한 과학

(exact science)이 아니라, 많은 예측(speculation)이 개입된다고 설시하였다.   

887) Olivares-Caminal et al(2017), p.169; In re Southern Pacific Transp Co v. Voluntary Purchasing 

Groups, Inc, 252 BR at 390-391에서 항소법원은 신빙성이 없는 할인율을 사용하여 도출한 

청산가치를 받아들인 도산법원에 사건의 재심리를 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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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계획이 반대하는 조의 권리자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차별적이지 않고

(discriminate unfairly), 공정하고 형평성이 있어야 한다(fair and equitable).888 

부당차별금지원칙은 유사한 권리를 가진 손상 조(impaired class)간에 동등

한 취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공정·형평의 원칙은 일반적으로 

이해되는 절대우선원칙(absolute priority rule)으로 손상된(impaired) 순위조

가 합의하지 않는 이상, 후순위 조는 어떠한 배분도 받을 수 없다는 원

칙이다.  

(가) 부당차별금지원칙 

미국 연방파산법 제1129조(b)항(1)은 손상된 권리의 조에 대한 부당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를 달리 말하면 정당한 차별은 허용된다

는 의미이다. 연방파산법상 부당한 차별의 의미는 정의되어 있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회생계획에 반대하는 조(dissenting class)는 다른 유사한 조와 

동등한 가치의 분배를 받아야 한다는 원칙으로 이해되고 있다. Armstrong 

World Industries판결889에서 법원은 같은 순위에 있는 조가 반드시 동일한 

금액의 분배를 받아야만 부당한 차별이 없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

다. Aztec판결890에서는 차별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있고, 관련 조에 대한 

차별이 없이는 회생계획을 성공시키기 어려우며, 그러한 차별이 신의성

실(good faith)에 의한 것이고, 혜택을 받은 다른 조와의 비교를 통해 합리

적인 경우 차별을 인정하였다. 한편, Dow Corning판결891에서는 차별을 받

는 조가 다른 조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회수율을 적용받거나 위험이 큰 

분배를 받게 될 경우 부당한 차별이 있다고 보았다. 이와 같이 부당한 

차별에 대한 획일적인 판단기준은 없지만, 일반적으로는 유사한 권리 조

 

888) Olivares-Caminal et al(2017), pp.171-176 

889) In re Armstrong World Industries., Inc, 348 BR 111, 122(D Del 2006) 

890) In re Aztec Company, 107 BR 585(Bankr MD Tenn 1989) 

891) In re Dow Corning, 244 BR 705(Bankr ED Mich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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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에 다른 취급을 하는 것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이 있는지 여부 및 그러

한 차별이 성공적인 회생을 위하여 필요한지 여부의 판단으로 귀결된

다.892 

(나) 공정·형평 원칙 

미국 연방파산법 제1129조(b)항(1)에 따라 손상된 권리의 조가 회생

계획에 반대하는 경우에, 회생계획에 따라 손상된 조에 대한 처리가 공

정·형평(fair and equitable)의 원칙에 부합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Douglas 

대법관이 Case판결 893에서 공정하고 형평하다는 의미는 형평법원에 의한 

재생절차에서 적용되는 절대우선원칙에 부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정의

한 이래, 공정·형평 원칙은 절대우선의 원칙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

고 있다.894  다만, 만일 손상된 조가 절대우선의 원칙에 반하는 회생계획

에 찬성한 경우에는 절대우선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다른 후순위 조

의 채권자나 권리자들도 분배를 받을 수 있다.895 

미국 연방파산법 제1129조(b)항(2)은 강제인가시에 담보채권자조, 무

담보채권자조, 지분권자 조에 대하여 각각 공정하고 형평한 분배의 원칙, 

즉 절대우선의 원칙을 정하고 있는데, 그 핵심내용은 회생계획에 찬성하

지 않은 조보다 후순위인 조는 후순위의 청구나 지위에 근거하여 재산의 

분배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여기서 재산의 의미는 명확히 정의되어 

있지 아니하지만, 유형, 무형의 권리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

다.896  따라서, 모든 조가 동의하지 않는 이상, 절대우선의 원칙상 지분권

자가 회사의 재산에 대한 어떠한 분배도 받을 수 없다.  

예외적으로 지분권자가 새롭게 출자를 한 경우에는, 기존의 후순위 

 

892) Olivares-Caminal et al(2017), pp.171-172 

893) Case v. Los Angeles Lumber Prods Co, 308 US 106, 107(1939) 

894) Olivares-Caminal et al(2017), p.172 

895) Skeel(2001), p.233 

896) aR Rep No 95-595, at 413(1977), reprinted in 1978 USCCAN 5963, 6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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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에 따른 청구권이 아니므로, 회생절차에서 예외적으로 분배를 받을 

수 있다는 신규출자예외(new value exception)가 판례상 인정되고 있다. 신

규출자예외는 연방파산법에 명문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1939년 Case 

판결 897에서 미국 연방 대법원 판례상 최초로 인정되었다. 동 판결에서 

법원은 기존의 주주들이 새로이 출자를 하고, 이에 따라 회생계획에 참

여하여 분배를 받는 것은 허용된다고 인정하였지만, 신규출자예외가 적

용되어야 하는 구체적인 기준에 대한 판시는 없었다. 미국 연방 대법원

은 1999년 Bank of America National Trust and Savings판결898에서 신규출자예

외에 대하여 자세히 설시하면서, 발행회사의 기존주주가 독점적으로 추

가출자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는 것 자체가 절대우선원칙에 위

반하는 경우라고 하면서, 기존주주가 신규출자를 통하여 회사에 대한 지

분권을 유지하는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였다.899  즉, 독점성(exclusivity)자체

를 절대우선원칙에 반하는 재산의 분배로 보았다.900  위 판결이후, 하급심 

판례에서는 기존 주주들에 의한 신규투자 및 회생된 기업에 대한 지분권 

인정의 전제로서 그러한 투자기회가 제3자에게도 주어졌는지 여부, 즉 

시장 테스트(market test)의 기준을 적용하여 절대우선원칙의 예외를 인정

한 예가 있다.901  한편, 기존 주주에 의한 신규 투자 및 출자지분 인정은 

선순위권리자에 의한 허용되지 않는 증여(gifting)에 해당한다고 하여 기

존주주에 의한 신규출자를 인정한지 아니한 경우도 있다.902 

나. 영국의 합의개편계획 

(1) 법원의 심사기준 

 

897) Case v. Los Angeles Lumbers Products Co 308 US 106, 117(1939)  

898) Bank of America National Trust and Savings Associates v. 203 North LaSalle Street Partnership, 

526 US 465(1999) 

899) Skeel(2001), p.234 

900) Olivares-Caminal et al(2017), p.174 

901) In re Union Fin Serves Grp, Inc, 303 BR 390, 423-26(Bankr ED Mo 2003) 

902) In re Armstrong World Indus, Inc., 432 F3d 507(3d Cir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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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개편계획(scheme of arrangement)에서 각 조가 승인한 계획에 대하

여 법원은 최종 인가(sanction)를 위한 심사를 한다. 법원은 합의개편계획

을 승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세가지 요건이 충족되었는지를 공정성 

심사기일(fairness hearing)을 열어 심사하고, 합의개편안을 승인한다.903  공

정성의 세 가지 요건은 (i) 2006년 회사법 및 기타 관련 규정상 절차적 

요건을 모두 준수하였을 것; (ii) 채권자들의 다른 이해관계가 각 조별로 

구분되어 있어 같은 조 내에서 다수채권자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소

수채권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압박하지 않을 것; (iii) 합의안의 내용이 각 

채권자들이 자신의 조의 이익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찬성할 만한 것이

다. 904  법원의 인가를 얻은 합의개편계획은, 반대하는 채권자 및 주주를 

구속하는 강제력을 가지고, 법원의 인가에 의하여 소수반대자의 권리를 

변경하는 효력을 가진다.905 

일단, 합의개편계획에 대해 법원이 인가하면, 그 계획은 당해 계획에 

대하여 찬성을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계획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모든 이해관계자들을 구속한다.906  합의개편계획에서는 조분류 및 회사자

산의 평가에 따라 채권자간의 부의 이전(transfer of wealth)이 발생할 수 

있고, 합의개편계획이 회사 관리절차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반대하는 채

권자에 대한 강제인가(cram down)의 효과가 있다.907  다만, 여기서의 강제

인가의 의미는 반대채권자를 구속하는 의미에서의 강제성을 의미하는 것

이고, 미국의 Chapter 11 제도에서 볼 수 있는 손상 조(impaired class)에 대

한 강제인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2) 회사의 가치평가와 조 분류  

 

903) Olivares-Caminal et al(2017), p.259 

904) Re National Bank Ltd [1966] 1 WLR 819 

905) Companies Act 2006, s 899 

906) Olivares-Caminal et al(2017), p.261 

907) Payne(2018), p.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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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개편계획에 대하여 의결권을 가지는 채권자는 합의개편계획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채권자에 한정된다. 따라서, 합의개편계획에 의하여 

권리의 변경이 없는 채권자 조는 합의개편계획에서 별도의 조로 투표할 

수 없지만, 합의개편계획의 허가기일에 참석하여 이의를 진술할 수 있다. 

법원은 이의를 진술한 채권자 조가 회사에 경제적 이해관계(economic 

interest)가 있는 경우, 이의진술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법원의 재량에 따

라 합의개편계획의 인가를 거부할 수 있다.908  

Bluebrook판결 909은 합의개편계획에 의하여 권리변경이 발생하지 않

음에도 불구하고 합의개편계획의 승인기일에서 이의를 진술할 수 있는 

채권자의 기준 및 합의개편계획에 따른 채무조정에서 회사의 가치평가기

준을 정립한 판례이다.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채무자 회사인 Bluebrook의 채권자는 3억1천3백만 파운드의 채권을 보

유한 선순위 담보채권자와 1억1천9백만 파운드의 채권을 보유한 후순위

채권자로 구성되어 있었다. 채무자 회사는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여 새로

운 회사에 기존 회사의 사업과 사업용자산을 양도하면서 선순위 담보채

권자들에게 새로운 회사의 주식을 제공하여, 선순위담보채권자가 출자전

환을 통하여 채권의 일부 만족을 얻도록 하는 내용의 합의개편계획을 제

안하였고, 동 합의개편안은 선순위담보채권자 조의 투표에 의하여 가결

되었다. 합의개편계획에 따르면 후순위채권자는 사실상 껍데기에 불과한 

기존 회사에 대한 채권을 그대로 보유하였기 때문에 명목상 권리변경이 

없으므로 합의개편계획에서 별도의 조로 구성되지 아니하였고, 의결권도 

부여되지 않았다.  

후순위채권자들은 법원의 합의개편계획의 인가기일에서 위와 같은 합

의개편계획이 부당하다고 진술하고자 하였으나, 법원은 양도대상 자산의 

 

908) Payne(2018), p.44  

909) In the matter of Blue brook Ltd and others [2009] EWaC 2114(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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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가 선순위담보채권자의 채권액을 훨씬 하회하였으므로, 후순위채권

자는 자산양도와 무관하게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없고, 회사에 대한 경

제적 이익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판단하였다.  

동 사건에서 법원은 회사의 자산을 청산가치 대신 계속기업가치로 

평가하는 것을 인정하였으나, 구체적인 회사의 가치평가방법에 관하여는 

담보채권자 및 회사가 채용한 시장가치평가법(회사를 현 상황에서 제3자

에게 매각할 경우 받을 수 있는 가격으로 평가함)을 받아들이고, 후순위

채권자가 주장한 미래의 현금흐름을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회사의 내재가

치를 계산하는 몬테카를로 방법에 따른 회사가치의 평가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몬테카를로 계산법에 의한 경우 회사의 가치는 시장가치평가에 

의한 가치보다 훨씬 높게 평가되어 후순위채권자의 채권가치까지 포함되

는 금액이 도출되지만, 시장가치평가법에 따른 회사의 가치는 담보채권

자의 채권액에 미치지 못하였기 때문에 후순위채권자들은 회사의 자산을 

새로운 회사에 양도하는 합의개편계획안에 대한 경제적 이해관계가 없게 

된다. 법원은 시장가치평가법을 받아들여 별도로 후순위 채권자 조의 투

표에 의한 찬성을 얻지 않은 합의개편계획안을 허가하였다. 다만, 법원은 

의결권이 없는 후순위채권자라고 하더라도 법원이 합의개편계획을 인가

하는 것이 후순위채권자들에게 불공정한 경우에는 법원의 합의개편계획

의 인가기일에 참석하여 이의를 진술할 수 있다고 하였다.910 

Bluebrook사건은 합의개편계획에서 회사의 자산가치 평가에 대한 선

순위채권자와 후순위채권자의 이해관계의 대립을 잘 보여준다. 즉, 회사

의 가치가 높이 평가될수록 회사의 후순위채권자도 회사의 채무조정에 

경제적 이해관계(economic interest)를 가지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회

사의 후순위채권자에게는 회사의 자산가치를 높이 평가하는 것이 유리하

 

910) Slaughter & May(2009), pp.3-4 



 

 

296 

다. 한편, 회사의 자산이 이전되는 새로운 회사에 대한 지분을 대가로 채

무를 감면하는 출자전환에 참여하는 선순위담보채권자의 경우에는 회사

의 자산가치가 낮게 평가될수록 채무재조정 후에 자산의 평가가치의 상

승폭이 클 것이므로, 결국 새로운 회사의 지분가치의 상승에 따른 이익

이 커지게 된다. 따라서, 새로운 회사의 지분을 취득하는 선순위담보채권

자는 회사의 자산을 낮게 평가하고자 하는 유인이 있다. 911  회사의 재무

사정의 곤란으로 합의개편계획이 진행되는 상황에서의 회사의 가치평가

를 청산가치로 할 것인지, 계속기업의 가치로 할 것인지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없다. Bluebrook판결 이전의 영국의 판례들은 회사에 대한 합의개

편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의 회사의 가정적인 가치를 청산가치로 

보고 판단하였으나, 동 판결은 회사의 계속기업가치의 사용을 인정하였

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912  

다. EU구조조정지침의 경우 

유럽연합은 유럽연합내의 국가에서 통일된 채무재조정 기준을 제정

하여 사전적으로 예방적인 기업의 채무조정을 장려하기 위하여 2019년 6

월 EU구조조정지침(Restructuring Directive)913을 제정하였다.914  EU구조지침

상 채무조정에 적용되는 구조조정계획의 인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감독당국의 확인요건 

구조조정계획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당사자들의 반대가 있거나, 구

 

911) Payne(2018), p.139 

912) Re Tea Corporation [1904] 1 Ch 12; Re Telewest Communication Plc.[2004] EWaC 2741(Ch); 

[2004] B.C.C. 342; Re MyTravel Group Plc. [2004] EWaC 2741(Ch) 

913) DIRECTIVE(EU) 2019/1023 OF Ta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aE COUNCIL 

of 20 June 2019 on preventive restructuring frameworks, on discharge of debt and disqualifications, 

and on measures to increase the efficiency of procedures concerning restructuring, insolvency and 

discharge of debt, and amending Directive(EU) 2017/1132(Directive on restructuring and insolvency) 

914) EU구조조정지침의 배경에 대하여는 제3장 제3절 2. 가. (3) (가)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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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조정계획에 신규금융(new financing)계획 또는 25%이상의 임직원감면계

획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법당국 또는 행정당국에 의한 확인

(confirmation)을 받아야만 구조조정계획이 효력을 발생한다. 

각 국은 사법당국이나 행정당국이 구조조정계획을 확인하기 위한 조

건을 명확히 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조건은 (i) 구조조정계획이 각 채권

자조의 결의에 따라 채택될 것; (ii) 충분한 공통점이 있는 같은 조 내의 

채권자들이 권리에 상응하게 공평하게 취급될 것; (iii) 구조조정계획이 영

향을 받는 모든 당사자(affected parties)에게 통지될 것; (iv) 최선이익요건

에 따라 반대하는 채권자들이 파산절차 또는 구조조정계획의 대체안에서 

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을 것(the best of interest-of-creditors); (v) 신규금

융이 필요한 경우 신규금융으로 인하여 기존의 채권자들의 권리가 부당

하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does not unfairly prejudice the interests of creditors)

을 요건으로 한다. 다만, 최선이익요건(the best of interest-of-creditors) 915은 

청산가치보장을 의미하며, 동 요건의 구조조정계획에 반대하는 채권자가 

있는 경우에 심사한다.916  

사법당국 또는 행정당국은 구조조정계획이 도산을 방지하거나 기업

의 지속을 계속할 합리적인 전망(reasonable prospect)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구조조정계획의 인가를 거부할 수 있다.917  

(2) 강제인가 요건 

특정 채권자 조에 의하여 채택되지 않은 구조조정계획이 일정한 조

건을 갖춘 경우에는 채무자의 동의나 신청에 따라 사법당국 또는 행정당

국에 의하여 인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강제인가(cross-class cram-

down)를 위하여는 권리에 영향을 받는 채권자 조의 과반수 또는 적어도 

 

915) DIRECTIVE(EU) 2019/1023, art. 2. 1.(6)  

916) DIRECTIVE(EU) 2019/1023, art. 10.2.(d), art. 14.1(a)  

917) DIRECTIVE(EU) 2019/1023, art. 1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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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조에 의한 구조조정계획의 승인이 있어야 하며, 반대하는 채권자

조가 같은 순위 또는 후순위의 채권자조보다 최소한 동등하거나 더 유리

하게 취급되어야 한다. 또한 각국은 반대하는 채권자조가 같은 순위 또

는 후순위의 채권자조보다 동등하거나 더 유리하게 취급하여야 하는 원

칙 대신 후순위 조는 선순위 조가 채권의 전부만족을 얻지 못하는 이상 

분배를 받을 수 없다는 절대우선의 원칙(absolute priority)을 도입할 수도 

있다.918   

3. 사채권자집회 결의의 심사기준  

가. 독일의 경우 

독일 2009년 사채법의 전신인 1899년 사채법에 의하면 사채권자집회

는 사채권자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전체 사채권자를 구속하는 결의를 

할 권한이 있었다.919  1899년 사채법은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를 다투는 소

송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서,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하자가 있

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사채권자집회 결의의 무효를 주장할 있다고 해석

되었다.920  그러나, 독일 2009년 사채법은 새로 사채권자집회의 취소소송

에 대한 조항을 두고, 사채권자집회에서 반대한 사채권자는 결의일로부

터 1개월 이내에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

다고 규정하였다. 921  이와 같은 취소소송조항은 사채권자집회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 사유 및 기한을 제한함으로써 1899년 사채법에 비하여 사

채권자의 권리를 제한한 것으로 이해된다.922  이하에서는 2009년 사채법

상 사채권자집회 결의의 취소소송에 대하여 개관한 후, 2009년 사채법상 

 

918) DIRECTIVE(EU) 2019/1023, where(55),(56),(57) 

919) §1 Abs. 1 SchVG 1899  

920) Kiem in aopt/Seibt(2017), §20 SchVG Rn. 8  

921) §20 SchVG 

922) Kiem in aopt/Seibt(2017), §20 SchVG Rn.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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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권자집회 결의의 무효사유 및 사채권자집회 결의의 취소사유에 대한 

법원의 심사기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사채권자집회 결의의 취소소송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반대하였거나, 부당하게 사채권자집회에서의 

의결권이 거부된 사채권자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대하여 법률위반 또

는 사채조건의 위반을 이유로 다툴 수 있다.923  법률위반에는 2009년 사

채법 이외에도 공법이나 사법상의 법률 규범의 위반도 포함된다.924  사채

조건위반은 주로 사채조건상 사채권자집회의 소집절차나 의결권 산정기

준을 위반한 경우 등이 문제된다.925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는 합리적인 사

채권자가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여길 만한 정보가 부정확 

또는 불완전하였거나, 그러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은 경우에만 다툴 수 

있다.926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를 다투기 위하여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일 후 

1개월 내에 전속관할을 가진 프랑크푸르트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야 한다. 취소소송에는 독일 주식법(Aktiengesetz) 제246조 제3항이 준용

되어,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 원칙적으로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의 집행

은 정지되지만, 관할법원은 발행회사의 신청이 있는 경우 독일 주식법 

제246a조에 따라 집행정지의 해제를 할 권한이 있다.927 

취소소송의 제기기간을 결의일 후 1개월로 제한한 것은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기 위한 목적이었지만, 취소소송 제기에 따른 집행정지의 

효력으로 인하여 독일 2009년 사채법 시행 이후 직업적인 원고에 의한 

 

923) §20 Abs. 1 Satz 1 SchVG  

924) Kiem in aopt/Seibt(2017), §20 SchVG Rn. 49 

925) Kiem in aopt/Seibt(2017), §20 SchVG Rn. 50-52, 57 

926) §20 Abs. 1 Satz 2 SchVG 

927) §20 Abs. 3 SchV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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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소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928  또한 기본적으로 사채법의 목적은 사채

권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데도 불구하고, 단체법인 주식법

상의 주주총회 결의의 취소소송제도를 준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929  즉, 사채권자와 회사와의 관계는 주주와의 법률관계

와 달리 원칙적으로 개별적인 계약관계이고, 930  결의취소소송 역시 사채

권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주식법상 주주총회의 취소소송

제도와 같이 단체법상 결의제도 자체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는 

것이다.931  독일 2009년 사채법은 독일법을 준거법으로 한 사채발행을 증

가시키는 데 기여하였지만, 취소소송에 따른 집행정지의 효력으로 인하

여, 영국법 또는 뉴욕법에 비하여 독일 2009년 사채법의 국제적 경쟁력

은 여전히 뒤떨어지고 있다고 지적된다.932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사채권

자집회의 결의를 다투는 자가 재산상 손해를 본 경우 금전으로 보상하고,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대한 효력정지제도를 폐지하자는 주장이 제기된

다.933  또한, 다수결의 남용을 막기 위하여 사채권자집회의 무효사유를 한

정적으로 열거하여 일정기간 내에 사채권자집회 결의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개선책이 제시되고 있다.934  

(2) 사채권자집회 결의의 무효사유  

독일 2009년 사채법상으로도 사채권자집회 결의에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채권자집회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 다수설이다.935 

사채권자집회 결의의 무효사유로는 소집권한이 없는 자가 사채권자집회

 

928) Kiem in aopt/Seibt(2017), §20 SchVG Rn. 11 

929) Kiem in aopt/Seibt(2017), §20 SchVG Rn. 13  

930) Kiem in aopt/Seibt(2017), §20 SchVG Rn. 123  

931) Kiem in aopt/Seibt(2017), §20 SchVG Rn. 14 

932) Kiem in aopt/Seibt(2017), §20 SchVG Rn. 17  

933) Kiem in aopt/Seibt(2017), §20 SchVG Rn. 20  

934) Kiem in aopt/Seibt(2017), §20 SchVG Rn. 21, Rn 22  

935) Kiem in aopt/Seibt(2017), §20 SchVG Rn.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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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소집하여 결의가 이루어진 경우,936  사채권자집회의 소집통지에 2009

년 사채법 제12조에서 요구되는 필수적인 정보(집회의 시간, 장소 등)가 

누락되어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참석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경우, 937 

사채권자집회의 권한을 넘어선 결의가 이루어진 경우,938  2009년 사채법 

제5조 제2항에서 보장하고 있는 사채권자 평등취급의 원칙을 위반한 결

의가 성립된 경우 등을 들 수 있다.939  사채권자집회 결의의 무효를 주장

할 수 있는 시기와 방법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다는 것이 다수설이다.940 

다만, 사채권자집회 결의의 무효사유도 취소소송의 경우와 같이 사채권

자집회의 결의일 후 1개월내에 제기하는 것으로 한정하여야 한다는 주장

도 있다.941  

(3) 사채권자집회 결의의 심사기준 

사채권자집회 결의의 취소소송은 법률 위반 또는 사채조건의 위반을 

이유로 제기될 수 있다. 2009년 사채법상 원칙인 추가지급금지의 원칙 및 

평등취급의 원칙위반은 무효사유가 되지만, 취소소송을 통하여 제기할 

수도 있다.942  사채권자에 대한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한 정보제공이 취소

사유가 되기 위하여는 그러한 정보의 제공 또는 미제공이 객관적으로 사

채권자집회의 결의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943  취소소

송에서 법원의 심사기준과 관련하여 가장 논의가 많이 되는 것은 법원이 

사채권자집회 결의의 내용을 어느 정도까지 실질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

 

936) Kiem in aopt/Seibt(2017), §20 SchVG Rn. 31 

937) Kiem in aopt/Seibt(2017), §20 SchVG Rn. 32 

938) Kiem in aopt/Seibt(2017), §20 SchVG Rn. 35 

939) Kiem in aopt/Seibt(2017), §20 SchVG Rn. 38 

940) Kiem in aopt/Seibt(2017), §20 SchVG Rn. 40-41 

941) Bliesener/Schneider in Langenbucher/Bliesener/Spindler, §20 SchVG Rn. 12  

942) Kiem in aopt/Seibt(2017), §20 SchVG Rn. 64, 68  

943) Kiem in aopt/Seibt(2017), §20 SchVG Rn.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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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에 대한 것이다.  

(가) 추가지급금지원칙 

추가지급금지원칙은 사채권자의 결의에 의하여 사채권자에게 새로운 

지급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금지된다는 것이다. 944  이는 사채의 금융투자 

상품으로서의 기본적 성질에 따른 제한으로 사채권자는 타인자본의 공여

자로 원금손실의 위험 이외에 추가적인 출자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여기서 금지되는 것은 사채권자 결의에 의한 일방적 지급

의무의 부과이고, 발행회사의 지분으로 전환되는 출자전환에 따른 사채

출자의무는 법률에서 허용된 다수결에 의한 사채계약의 내용 변경으로, 

추가지급금지원칙의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945 

(나) 평등취급의 원칙 

평등취급의 원칙에 따라 다수결 결의의 내용은 동일사채를 보유하고 

있는 모든 동일한 사채권자에게 공동으로 구속되는 내용이어야 하며, 전

체 사채권자를 공평하게 취급하지 않는 결의내용은 불이익을 받는 사채

권자가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이상 무효이다. 946  평등취급의 원칙은 

동일 회차로 발행된 사채권자 사이에 평등한 처우를 하여야 한다는 것으

로, 다른 회차의 사채권자와의 평등을 의미하지 않는다. 947  다만, 차별을 

받는 사채권자가 명시적으로 동의하는 경우에 동일 회차의 사채권자간의 

차별적인 취급이 허용된다. 다만, 그러한 경우 동일사채의 대체성에 문제

가 발생하므로, 다른 취급을 받는 사채는 별도의 채권번호를 부여하여 

분할되어야 할 것이다. 948  한편, 평등취급의 원칙은 개별적인 사채권자와 

 

944) §5 Abs. 1 Satz 3 SchVG  

945) Thole in aopt/Seibt(2017), §5 SchVG Rn. 30 

946) §5 Abs. 2 SchVG  

947) Thole in aopt/Seibt(2017), §5 SchVG Rn. 34  

948) Thole in aopt/Seibt(2017), §5 SchVG Rn.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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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회사간의 양자합의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즉, 특정채권자와 발

행회사간의 양자합의의 결과로 사채조건을 변경하는 사채권자집회의 결

의를 하는 경우,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내용이 전체 사채권자에게 평등하

게 적용되는 이상 그러한 양자합의의 존재가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를 무

효로 하지 않는다.949 

(다) 실질적 심사의 범위  

실질적 심사의 범위에 대하여는 사채권자집회 결의의 적합성, 합목

적성 및 필요성을 심사하여야 한다는 견해(원칙적 심사설)와 사채권자집

회 결의의 내용은 다수사채권자에 의한 권리남용이 없는 이상 심사할 권

한이 없다는 견해(예외적 심사설)가 대립된다.  

(A) 원칙적 심사설 

사채권자집회 결의에 대한 실질적 심사를 찬성하는 견해로 현재 독

일의 다수설이다.950  2009년 사채법이 취소소송에서 주식법상 취소소송

의 절차를 준용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주식법

상 기준을 준용하여 사채권자간에서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상호간에 신

인관계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다수사채권자는 소수사채권자에게 신인

의무를 부담하며,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내용도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적정하고 필요한 범위에 한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951  동 견해에 따라 

취소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 경우는 신용파생거래를 통하여 사채에 대

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전가한 空채권자가 신용파생거래에서 이득을 얻

기 위하여 전체 사채권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

 

949) Thole in aopt/Seibt(2017), §5 SchVG Rn. 36  

950) Kiem in aopt/Seibt(2017), §20 SchVG Rn. 71  

951) Baums(2009), pp.5-6; Vogel (2010), S.219; Vogel(2013), S.39; Kiem in aopt/Seibt(2017), §20 

SchVG Rn.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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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다수사채권자와 발행회사간에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경우, 사채권자

집회의 결의가 회사의 재무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도를 넘

어 과도한 경우 등은 사채권자집회결의의 취소사유가 될 수 있다.952    

(B) 예외적 심사설 

예외적 심사설은 원칙적으로 법원은 사채권자집회 결의의 내용적 적

정성을 검토할 권한이 없다고 한다. 이 견해는 주주는 회사의 구성원이

므로 조직법이 적용되지만, 사채권자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하

는 관계이므로 조직법상의 논리가 적용될 수 없다고 한다.953  2009년 사

채법 도입당시 1899년 사채법 제1조 제1항의 “사채권자의 공동이익을 위

하여”라는 문구가 삭제된 점에 비추어, 입법자의 의도는 법원이 사채권

자집회의 결의에 대한 내용적 심사를 하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954  또한 

사채권자집회의 결의가 문제되는 경우는 주로 회사의 위기상황에서 이해

관계자들간에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이상, 전체 사채권자의 이익이라는 추상적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구조조

정이 실패할 위험성이 크다는 점을 지적한다. 955  다만, 예외적으로 다수

사채권자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 사채권자집회 결의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며, 권리남용의 기준은 독일 민법 제138조의 

기준을 참조한다.956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의 예로서는 다수사채권자

가 발행회사와 별도의 관계(예를 들면 별도의 대출관계)에서 이익을 얻

기 위하여 사채권자 전체에게 불리한 권리포기를 하는 경우를 들 수 있

 

952) Vogel(2013), pp.50-51 

953) Bliesener/Schneider in Langenbucher/Bliesener/Spindler, §20 SchVG Rn. 22 ff; Schneider(2013), 

S.5-7; Simon(2010), S.161-162; Kiem in aopt/Seibt(2017), §20 SchVG Rn. 75 

954) Schneider(2013), S.5; Kiem in aopt/Seibt(2017), §20 SchVG Rn. 78 

955) Kiem in aopt/Seibt(2017), §20 SchVG Rn. 81-82  

956) Kiem in aopt/Seibt(2017), §20 SchVG Rn. 8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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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957  다만, 단순히 발행회사와 특별한 관계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로 권

리남용이 추정되지는 않는다.958  

나. 스위스의 경우 

스위스 연방채무법은 다수결 결의에 의하여 사채의 권리내용을 변경

하는 경우 소수사채권자의 이익이 보호되지 않을 우려가 있으므로, 사채

권자공동체의 결의에 대한 인가제도를 통하여 다수결의 남용을 방지하고

자 하고 있다. 다만, 화의관청의 심사에서 어느 정도 도산법적인 원칙을 

도입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959  

(1) 법원심사의 내용 

스위스 연방채무법 제1170조에 따라 사채의 권리감축을 결의하는 사

채권자공동체의 결의는 화의관청이 결의를 인가한 경우에만 결의에 반대

한 사채권자를 구속하는 효력이 발생한다.960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공동체

의 결의 후 1개월 이내에 화의관청에 동 결의의 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해석상 발행회사가 화의관청에 인가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채권자

가 인가신청을 할 수도 있다고 본다.961  화의관청은 인가전에 사채권자들

에게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주기 위하여 변론기일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

다.962  

스위스 연방채무법 제1177조에 따라 화의관청은 사채권자공동체의 

결의가 인가거절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채권자공동체의 결의

에 대한 인가를 거절할 수 있으며, 다른 사유를 이유로 인가를 거절하지 

 

957) Kiem in aopt/Seibt(2017), §20 SchVG Rn. 87 

958) Kiem in aopt/Seibt(2017), §20 SchVG Rn. 89 

959) 行岡睦彦(2018), pp.380-381 

960) 스위스 연방채무법 제1176조 제1항 

961) Jean-Baptiste Zufferey in Tercier·Amstutz·Trigo Trindade(2017), Art. 1176-1179 N 5 

962) 스위스 연방채무법 제1176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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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한다.963  동조에 열거되어 있는 인가거절사유는 (i) 결의의 소집 및 실

시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 경우; (ii) 결의내용이 발행회사의 위기를 회피

하기 위하여 필요하지 않은 경우, (iii) 사채권자의 공동이익이 충분히 보

호되지 않은 경우, 또는 (iv) 결의가 부당한 방법에 의하여 성립된 경우

이다. (i) 결의의 소집 및 실시에 관한 규정 위반은 절차적인 사항에 대한 

것으로, 결의소집이나 의결수 산정 등 절차적인 요건에 대한 것이다. (ii) 

결의내용이 발행회사의 위기를 회피하기 위하여 필요하지 않은 경우의 

예로는 회사의 위기를 피하기 위하여 이자지급의 연기나 이율의 감축으

로 충분한 데도 불구하고 이자면제를 한 경우 등을 든다.964  

(iii) 사채권자의 공동이익에 과한 요건은 스위스 연방채무법 제1164

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사채권자공동체의 목적조항에 대응되는 것이다. 

사채권자의 “공동이익”의 기준은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사채권자가 동의

할 만한 사항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일반적으로 결의에 따른 권리

변경이 도산절차에서의 청산가치보다 높은 경우 공동이익기준이 충족된 

것으로 본다.965  이 부분에 대한 연혁적인 해석의 발전은 아래에서 다시 

살펴본다. (iv) 결의가 부당한 방법에 의하여 성립된 경우는 의결권 매수

를 통하여 결의가 이루어진 경우 등이 예시되고 있다. 다만, 인가거절사

유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부당한 방법과 결의의 성립간에 인과관계가 인

정되어야 한다.966  

스위스 연방채무법 제1170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사채권자공동체 

집회의 소집공고가 나면, 동 결의의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발행회사에 

대한 사채권자의 권리행사가 중단된다. 967  사채권자는 화의관청의 인가 

 

963) Jean-Baptiste Zufferey in Tercier·Amstutz·Trigo Trindade(2017), Art. 1176-1179 N 9 

964) Jean-Baptiste Zufferey in Tercier·Amstutz·Trigo Trindade(2017), Art. 1176-1179 N 12 

965) Jean-Baptiste Zufferey in Tercier·Amstutz·Trigo Trindade(2017), Art. 1176-1179 N 13 

966) Jean-Baptiste Zufferey in Tercier·Amstutz·Trigo Trindade(2017), Art. 1176-1179 N 14 

967) 스위스 연방채무법 제11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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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불인가 결정에 대하여 결정의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연방법원

에 항소할 수 있다.968  화의관청의 인가에 대한 항소가 이루어지는 경우 

사채권자공동체 결의의 효력발생이 정지되므로 사채권자에 의한 권리행

사를 계속 정지시키는 효력이 있다.969  한편, 스위스 연방채무법 제1179조

에 따라 결의가 부당한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채권자는 그

와 같은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화의관청에 결의의 취소를 구

할 수 있다.970 

(2) 법원심사의 실질적 심사기준  

스위스 연방채무법 제1177조 제3호는 법원에 의한 사채권자집회의 

인가거절사유로서 당해 결의가 사채권자의 공동이익을 충분히 보호하지 

않는 경우를 들고 있다. 여기서 사채권자의 공동이익요건은 다수사채권

자가 특별이익을 추구하면 소수사채권자가 손해를 우려를 감안하여, 사

채권자공동체의 권한범위에 일정한 제약을 가하여 다수사채권자에 의한 

자의적인 결의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971  이하에서는 구체적으로 “사채

권자의 공동이익”을 심사함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하는 요소에 대하여 검

토하기로 한다.  

(가) 주관적 요소의 고려여부 

화의관청이 사채권자공동체의 결의가 사채권자의 공동이익에 부합하

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다수사채권자의 주관적 의도까지 심사하여야 

하는지의 문제이다. 1918년 명령하에서는 주관설이 유력하였으나, 현행 

 

968 ) 스위스 연방채무법 제1178조; 결의에 반대한 사채권자는 인가결정에, 결의에 찬성한 

사채권자는 불인가결정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969) Jean-Baptiste Zufferey in Tercier·Amstutz·Trigo Trindade(2017), Art. 1176-1179 N 15  

970) 스위스 연방채무법 제1179조  

971) 行岡睦彦(2018), p.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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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연방채무법하에서는 객관설이 통설 및 판례로 정착되어 있다.972  

주관설은 다수사채권자가 사채권자의 공동이익 이외에 특별이익을 

추구할 의도가 있었다면 결의의 객관적 효과와 관계없이 결의에 대한 인

가를 거절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주관설에 의하면 결의의 실제 효과는 

문제가 되지 않고, 결의의 의도가 문제가 된다. 따라서, 다수사채권자가 

성실하게(bona fide) 결의를 한 경우라면 공동이익에 반하는 결과가 되더

라도 결의의 구속력이 있다고 본다.973 

객관설은 결의내용을 객관적으로 검토하여 합리적인 사채권자라면 

당해 결의를 수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다수사채권자

의 주관적 의도를 고려하지 않는다. 객관설은 합리적인 사채권자가 판단

하기에 사채권자의 공동이익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974 

다수사채권자의 주관적 의도를 입증하기가 곤란하고, 1918년 명령에서는 

“공동이익의 확보를 위하여” 결의되었는지 여부를 심사한 반면, 현행 스

위스 연방채무법상으로는 “결의가 공동이익을 충분히 보호하지 않는 경

우”라고 규정하여 심사요건의 문구가 결과위주로 변경된 것이 객관설의 

주된 근거 중 하나이다. 객관설에 따라 공동이익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사채권자공동체 결의의 예는 채권자평등원칙에 어긋난 결의, 발행회사의 

채무재조정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적절하지 않은 조치(예를 들면 도

산신청을 하기 직전에 사채권자의 이자액을 감면하여 사채권자가 도산절

차에서 신청할 수 있는 채권액을 감소시키는데 그치고 사채권자에게 아

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975  

 

972) René Bösch/Benjamin Leisinger in aonsell(2014), Art. 1164-1169 N 3; 行岡睦彦(2018), p.354; 

1918년 명령에 대한 논의는 제1장 제3절 2. 나. (1)  

973) Beck(1918) pp.54, 89, 136-137; 行岡睦彦(2018), p.355  

974) Schoch et al(2017), p.203 

975) aüppi(1953), pp.106-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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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결의의 합목적성 및 적정성 

법원이 결의내용을 심사함에 있어서 결의내용의 정당성을 넘어서 결

의내용의 경제적 합목적성 여부 즉 부적정성(Unangemessenheit)까지 심사

하여야 하는지의 문제로, 부정설과 긍정설(다수설)이 대립한다.976  

부정설은 사채권자집회의 결의가 다수채권자의 특별이익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사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정당성이 있는 이상, 화의관

청이 그러한 권리감축의 결의가 경제적인 합리성이 있는지 여부를 심사

할 권한은 없다고 본다. 즉, 사채권자의 다수결에 의한 판단을 화의관청

이 대신할 수 없다는 것으로 소수설의 입장이다.977   

다수설인 긍정설은 다른 이익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합리적인 채권

자가 같은 상황에서 결의내용을 수용할 것인가의 관점에서 결의내용의 

합목적적성 및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는 견해이다. 동 견해의 근거는 

법원의 인가결정에 대한 불복절차에서 연방법원은 스위스 연방채무법 제

1178조 978에 의하여 불복의 대상이 된 인가결정의 불복신청사유로 “부적

정성” 여부를 심사하는 점을 근거로 든다. 따라서, 최초 심사단계에서도 

화의관청이 사채권자공동체의 결의의 합목적적성 및 적정성을 검토하여

야 한다고 본다.979  단지, 심사의 대상이 되는 합목적성 및 적정성의 범위

를 좁게 해석하여 사채권자공동체의 결의에 의한 권리감축이 발행회사가 

청산하는 경우에 비하여 사채권자의 상태를 악화시키지 않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보고 있다.980  

(다) 다른 권리자와의 형평성  

 

976) 行岡睦彦(2018), pp.358-359  

977) Rohr(1990), p.289  

978) 스위스 연방채무법, Art. 1178. c.  

979) aüppi(1953), pp.105-106  

980) 行岡睦彦(2018), p.362에서 ObG/Za vom 10, März 2010, ZR 110(2011) Nr. 93등의 판결을 

인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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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의관청이 사채권자 이외의 권리자(예를 들면 주주나 다른 채권자 

등)가 손해를 부담하는지 여부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문제이다. 

동 문제에 대하여는 불요설과 필요설이 대립하고 있으나 아직 어떠한 입

장이 다수의 입장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불요설은 스위스 연방채무법상 다른 권리자의 부담 정도를 고려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다수결에 의한 의사결정에 의하여 사채

권자가 권리감축에 동의한 이상, 다른 권리자가 같은 정도의 부담이나 

희생을 하지 않더라도 사채권자공동체의 결의는 효력을 발생하여야 한다

는 것이다. 사채권자의 자치적 의사결정을 강조하는 1928년 스위스 연방

채무법 개정 초안 작성 당시 전문가위원회의 입장으로 연방채무법을 해

석함에 있어서 도산법적인 고려요소를 배제하는 입장이다.981   

필요설은 주식회사가 채무재조정을 함에 있어서 주주나 다른 채권자

는 전혀 손해를 부담하지 않고, 사채권자에게만 권리감축을 요구하는 것

은 사채권자의 공동이익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견해이다. 사채권자에게 

권리의 감축이나 희생을 요구하기 위하여는 주주나 다른 채권자도 그에 

상응하는 부담을 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982  다만, 상거래채권자를 금융채

권자에 비하여 유리하게 취급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본다. 983  다만 여러 

종류의 사채가 발행된 경우나, 다른 중요한 채무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다른 권리자의 양보 없이, 사채권자공동체만이 특별히 회사의 재생을 위

하여 양보를 하는 것은 사채권자 공동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본다.984 

 

981 ) 行岡睦彦(2018), pp.363-364에서 Ziegler, A.(1950), Berner Kommentar Obligationenrecht: 

Anleihensobligationen, Art. 1156: Art. 1157-1186 und Schlussbestimmungen nach dem Bundesgestz 

vom 1. April 1949 über die Gläubigergemeinschaft bei Anleihensobligationen(Stämpfli) Art. 1177, 

N. 29-31을 인용하고 있다.   

982) aüppi(1953), p.107  

983 ) 行岡睦彦(2018), p.365에서Schenker, Sanierungsmassnahmen bei Obligationenanleihen, in T. 

Sprecher(arsg.) (2011), Sanierung und Insolvenz von Unternehmen(Europa Insitut Zürich Band 112) 

S.229을 인용하고 있다.   

984) aüppi(1953), pp.106-109; Rohr(1990), p.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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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0년대 스위스 연방법원 판례 985는 철도회사의 채무재조정을 위한 출

자전환과 관련한 판결에서 주주가 상당한 희생을 하였으므로, 1918년 명

령상 사채권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판례가 일반적으로 사채권자공동체 결의의 인가요건

으로 주주나 다른 채권자의 상당한 희생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지는 명확

하지 않다.986  

다. 일본의 경우 

(1) 법원 인가제도의 연혁 

연혁적으로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대한 법원의 인가제도는 1926년 

일본 상법개정 요강의 단계에서는 고려되지 않았고, 오히려 담보부사채

신탁법과 같이 결의무효소송의 규정을 두는 것이 검토되었다. 그러나, 

1931년 일본 상법개정안의 단계에서는 현행법과 같이 결의인가제도가 제

안되었다. 987  결의무효소송을 두는 경우 누구를 피고로 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발단으로 연구가 행해진 결과,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의 효력

발생단계에서 인가주의를 취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었다. 입법안으

로 강제화의 및 화의의 인가에 관한 파산법 및 화의법의 규정을 따르고, 

법원의 인가사유에 관하여는 스위스 연방채무법을 참고하였다. 이에 따

라 총사채권자의 불이익에 속하는 부당한 결의의 효력 발생을 억지함과 

동시에, 결의의 절차위반으로 인한 사후 분쟁을 방지하도록 하였다.988   

인가제도하에서 법원의 후견적 작용이 기대되었다. “사채의 공중성”

에 비추어, 사채권자의 권리내용에 직접 중대한 영향을 비치는 사항에 

대하여 다수결제도를 채용함에 따라 생길 수 있는 폐단이 있지만, 법원

 

985) BGE 89 a 344 

986) 行岡睦彦(2018), p.366  

987) 鴻常夫(1958), p.188 

988) 鴻常夫(1958), p.191, p.194 각주9; 行岡睦彦(2018), p.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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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불인가요건 중 하나인 “결의가 사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

를 근거로 모든 사정을 실질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결의가 사채권자의 이

익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989  

하지만, 실제로 법원이 적극적으로 후견적 기능을 할 전문성이 있는

지, 법원이 실제로 그러한 역할을 할 동기가 있는지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의문이 제기되기도 하였다.990  사채의 권리변경에 대한 실질

적 정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는 법원은 현재의 기업가치, 도산절차에 이

를 경우 사채권자의 권리의 가치, 사채권자의 권리변경으로 도산절차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미 다수

결에 의하여 성립된 사채권자집회 결의의 내용에 대하여 법원이 의사결

정의 절차적 정당성 이외에 결의내용의 실질적 정당성을 판단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는지 여부, 또한 주주총회의 결의에 대하여는 사후적, 개별적 

심사를 하도록 하는 한편,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대하여는 모두 법원의 

사전인가를 받도록 할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지도 의문이다. 또한, 사채

권자집회 결의를 통한 권리변경은 일반적으로 도산절차 외에서 신속하게 

회사의 재생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인데 법원으로 하여금 권리변경에 대

한 실질적인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하고, 법원이 실질적 판단을 위하여 

많은 노력과 시간을 들여야 한다면 도산 외 절차에서의 회사재생의 장점

이 없어지게 된다.  

(2) 법원의 인가기준 

일본 회사법 제733조에서 정하는 법정의 불인가사유가 인정되는 경

우에만 법원은 사채권자집회 결의의 인가를 거절할 수 있다. 법원의 심

사항목은 사채권자집회결의의 절차적인 면에 한정되지 않고 실체적인 면

 

989) 鴻常夫(1958), p.188; 行岡睦彦(2018), p.29 

990) 藤田友敬(1995), pp.239-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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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미친다. 절차에 관계되는 불인가사유로는 (i) 사채권자집회의 소집

절차 및 결의방법이 법령, 사채모집요강 등에 위반한 경우 및 (ii) 결의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성립된 경우를 들 수 있다. 결의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성립된 경우에 관하여는 의결권의 행사에 관한 금전매수행위가 

행해지거나, 사기 또는 강박의 결과로서 결의가 성립된 경우 등이 해당

된다.991 

실체적인 면에 관계된 불인가사유로는, (iii) 결의가 현저하게 불공정

한 경우 및 (iv) 결의가 사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가 규정되어 

있다.992  (iii) 결의가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는, 채무의 일부 면제시 소수

사채권자에게 현저하게 불공평한 면제비율을 결정하는 경우와 같이, 특

별한 이유없이 사채권자간에 불공평한 결과를 가져오는 결의를 한 경우

가 이에 해당된다. 이와 관련하여, 앞서 살펴본 2011년 사업재생연구기구

의 회사법 개정시안 993에서는 채권자평등원칙을 사채권자집회의 요건으

로 명시하고 있다. 즉, 사업재생의 국면에서 사채를 포함한 여러 종류의 

채권에 대하여 모두 권리변경을 하여야 하는 경우 채권자간의 평등이 문

제가 되기 때문에, 권리변경의 합리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별도로 권리변

경의 대상이 되는 전체 채권자간의 평등에 관하여 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사업재생연구기구 참가자들간에는 은행채권자에 대한 권리변

경과 사채권자에 대한 권리변경의 실질적인 평등을 판단하기가 용이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예를 들면, 사채권자의 일부 또는 다

수를 구성하는 헤지펀드의 경우 은행채권자에 비하여 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권리변경에 관심을 가질 수도 있고, 사채권자의 구성도 

일반 소액 개인투자자부터 사채에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헤지펀드까지 다

 

991) 会社法コンメンタール(2010), p.239 [丸山秀平] 

992) 일본 회사법 제733조, 3호 및 4호   

993) 자세한 논의는 제3장 제3절 2. 가. (4) (다)  



 

 

314 

양하기 때문에 사채에 대한 권리변경안의 경우 여러 가지 선택안을 제시

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실무상 채권자간의 실질적인 평등의 

판단기준에 대하여는 향후 추가 연구과제로 인식되고 있다.994 

(iv) 사채권자집회의 결의가 사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로 

구체적으로 예시되는 것은 발행회사에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공여하는 

결의를 한 경우, 사채의 일부면제, 만기의 연장 및 이율의 인하가 회사의 

재생에 필요한 한도 이상으로 행해진 경우 등에 열거되고 있다. 청산가

치를 하회하는 금액으로 사채의 포기하는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995  

2013년 사업재생관련절차연구회는 앞에서 살펴본 ADR절차의 시행

과 연계된 사채권자집회의 운영에 대하여 사업재생의 국면에서 원금감면

을 내용으로 하는 사채권자집회 결의의 법원 인가에 관한 예견가능성에 

대한 검토결과를 발표하였다. 996  동 검토결과에 따르면, 일본 회사법 제

733조 제1호 및 제2호는 절차상의 하자를 다루고 있으므로 법원 인가의 

예견가능성이 문제가 되지 않고, 제3호(결의가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

의 경우도 사업재생계획안에서 일부 사채권자에게만 원금감면을 요구하

는 경우를 생각하기 어려우므로 법원 인가의 예견가능성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결국 제4호(결의가 사채권자의 일반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관건이 된다.  

사업재생관련절차연구회는 다음의 세 가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일

 

994) 井出ゆり(2012), pp.204-205 

995) 行岡睦彦(2018), pp.21-22 

996 ) 2007년 사업재생 ADR제도가 창설된 이후, 2012년말까지 동제도의 이용신청은 43건

에 이르는 등 ADR제도가 정착되어 갔지만, 사채권에 대한 채무조정에 대한 기준과 절

차가 없다는 점이 과제로 실무가들 사이에서 지적됨에 따라, 경제산업성 경제산업정책

국은 2012년 사업재생관련절차연구회를 설치하여 사업재생ADR제도에 대하여 현상과

제를 파악하고, 개선책을 검토하였다(尾坂北斗·坂口朋彦(2013), 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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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사법 제744조 제4호의 불인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997 ) 

(i) 사채의 원금감면을 내용으로 포함하는 채무자 회사의 사업재생계획이 

수행가능성이 있을 것; (ii) 사채의 원금감면을 내용으로 포함하는 채무자 

회사의 사업재생계획을 수행한 결과, 원금감면의 대상이 된 사채권자의 

채권액 회수의 전망이 파산절차에 의한 채권액의 회수전망보다 높을 것

(청산가치보장); (iii) 사채의 원금감면의 내용이 다른 종류의 사채권자 및 

사업재생 ADR제도의 대상채권자와 비교하여, 실질적으로 형평할 것.  

이 세가지 조건 중 (i)과 (ii)의 조건은 사업재생ADR제도를 이용하는 

경우 결과적으로 만족되는 일반적인 조건이므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나, (iii)의 조건에 관하여는 원금감면의 대상이 되는 사채가 여러 종

류로, 그 종류별로 권리내용이 다른 경우, 각 권리내용의 차이를 반영한 

형태로 원금감면비율을 정하더라도 다른 종류의 사채권자간에 실질적인 

형평에는 문제가 없다고 의견이 일치되었다. 

또한, 산업경쟁력강화법은 사채권자집회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사

업재생 ADR절차의 이용과 병행하여 사채권자집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사채권자집회 결의의 실질적 판단기준을 제시하여 향후 법원의 인가를 

얻음에 있어서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고자 하였다. 즉, ADR절차에 의하여 

사업재생을 도모하려는 기업은 ADR사업자에 대하여 사채권자집회의 결

의에 의한 사채금액의 감액이 당해 사업자의 사업재생에 필수적인 것으

로 경제산업성령, 내각부령에서 정한 기준 998에 적합하다는 확인을 구할 

수 있다. 999   ADR사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사채권자집회에서 사채원금감

 

997) 尾坂北斗·坂口朋彦(2013), p.5 

998 ) 동 기준은 (i) 해당 감액의 목적이 발행회사의 사업의 재생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필

요하고, (ii) 해당 감액이 해당 사채의 사채권자에게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

다(즉, 감액후의 상환금액이 확인시점의 청산가치를 하회하지 않도록 예상된다는 점이 

명문으로 예시되어 있다)는 두 가지 조건으로 구성되어 있다.  

999) 일본 산업경쟁력강화법 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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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결의를 한 후 법원의 인가를 구하는 경우, 법원은 ADR사업자에 의하

여 당해 감액이 당해 사업자의 사업재생에 필수불가결한 것이 확인되었

다는 점을 고려하여 당해 사채권자집회의 결의가 일본 회사법 제733조 

제4호(결의가 사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를 판단할 수 있다. 또한, 법원은 사채권자집회 결의의 인가여부를 판단

할 때 ADR사업자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도록 할 수 있다.1000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본에서는 사채권자집회를 통한 사채의 

권리변경은 회사의 채무재조정국면에서 이루어짐을 인식하고, 사채권자

집회에 대한 법원의 인가기준을 설정함에 있어서 도산법상 원리인 청산

가치보장의 원칙과 채권자간의 공정·형평의 원칙을 적용하고자 하는 시

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3) 회사법연구회의 보고서 

2017년 회사법연구회 보고서1001에서 법원의 인가제도의 타당성에 대

하여도 검토하였다. 1002  인가제도를 지지하는 입장은 사채는 통상 일반공

중에 대하여 발행되고,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는 지급의 유예 및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등 사채권자에게 양보를 강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경

우가 많기 때문에, 법원의 후견적 기능이 기대된다고 한다. 따라서, 법원

의 인가에 의하여 사채권자집회 결의의 효력이 발생하여야 한다고 하였

다. 인가제도가 필요 없다고 하는 입장은 주주의 경우와 달리, 사채권자

의 경우에는, 법원이 항상 결의내용에 대하여 후견적 역할을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였다. 결과적으로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대한 법

원 인가제도의 필요여부에 대하여는 ① 주주총회의 결의와 같이 취소소

 

1000) 일본 산업경쟁력강화법 제55조 

1001) 회사법연구회보고서의 배경에 대하여는 제3장 제3절 3. 다. (2) (라) (C) 

1002) 아래의 내용은 会社法研究会(2017), p.33의 내용을 요약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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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과 같은 방법에 의하여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를 사후적으로 다툴 수 있

는 규율을 취하게 되면 법적 안정성을 해하게 된다는 의견, ② 법원의 

사전인가를 요구하는 경우와 취소소송 등을 통하여 사후적으로 다툴 수 

있게 하는 경우의 우열에 대하여 현 시점에서는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의

견, ③ 아직 법원 인가제도를 폐지하기는 시기상조라는 의견 등이 제시

되었다. 연구회는 본건에 대한 검토는 다음 기회로 넘기는 것이 상당하

다고 결론 내렸다.  

한편, 2017년 회사법연구회보고서상 사채권자집회 결의의 법원 인가

제도와 관련하여 사채권자 전원이 결의에 찬성한 경우에는, 법원의 인가

가 필요 없도록 하자는 의견이 있었지만, 사채권자 전원이 결의에 찬성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사채권자집회의 소집절차 등에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에, 그 결의가 당연히 무효가 되고 누구든지 그 결의의 무효를 주장

할 수 있게 되므로, 법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고, 사채권자 전원이 찬성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취소소송 등의 제도

를 신설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연구회는 본건에 대하여도 다음 

기회에 검토하기로 하였다.  

4. 한국제도의 검토 

사채권자집회를 통한 채무조정의 대안으로 고려될 수 있는 채무자회

생법상의 사전계획안제출제도에서 법원의 인가기준을 살펴본 후, 상법상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대한 법원의 인가기준을 검토한다.  

가. 사전계획안제출제도 

채무자회생법 제223조 제1항에 따라 회생절차개시전에 제출되는 회

생계획안, 즉 “사전계획안”이 제출되어 진행되는 회생절차를 실무에서는 

흔히 P-Plan회생절차라고 부른다. 미국 연방파산법 회생절차 중 채권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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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에 협상을 거쳐 신청하는 Chapter 11상의 Pre-packaged Plan과 유사하

다고 하여 한국형 프리패키지 제도라고도 불린다. 1003  사전계획안제출의 

심사에도 일반적인 회생계획안의 심사에 적용되는 채무자회생법 제243조

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요건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한, 회생배제요건

을 정하는 채무자회생법 제231조에 의하여 회생법원은 (i) 회생계획안이 

법률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ii) 회생계획안이 공정하지 아니하거나 형평

에 맞지 아니한 경우 또는 (iii) 회생계획안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회생계획안을 관계인집회의 심리 또는 결의에 부치지 아니할 수 있다. 

법원이 심리 및 결의에 부치고 변경허가를 한 회생계획안에 대하여 뒤늦

게 불인가 결정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므로 법원은 회생계획 인가요

건의 추가적인 심사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생계획안이 가결되기 

전까지 회생계획안이 인가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미리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1004  

채무자회생법 제243조에서 정하고 있는 회생계획인가요건은 동법 제

231조에서 정하는 회생계획안 배제가능요건 이외에 회생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적합하고, 회생계획에 대한 결의를 성실·공정한 방법으로 하였을 

것 등과 같은 절차적인 요건(동법 제24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및 

회생계획에 의한 변제방법이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 각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하게 변제하는 내용일 것이라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추가하고 있다(동법 제243조 제1항 제4호). 다만, 청산가

치보장의 원칙은 채권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인가요건에서 제외할 수 있

다. 회생계획의 인가 여부 결정에 이르기까지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는 경우에도 그 위반의 정도, 채무자의 현황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회생계획을 인가하지 아니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1003) 회생사건실무(상)(2019), pp.648-652 

1004) 회생사건실무(상)(2019), p.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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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법원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할 수 있다(동법 제243조 제2항). 아

래에서는 절차적인 사유 이외의 법원의 실질적인 인가기준에 대하여 살

펴보기로 한다.  

(1) 공정·형평의 원칙 

채무자회생법 제243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정·형평성이란 구체적으

로는 회생계획에 동법 제217조 제1항이 정하는 권리의 순위를 고려하여 

이종의 권리자들 사이에는 계획의 조건에 공정·형평한 차등을 두어야 

하고, 동법 제218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동종의 권리자들 사이에서는 조

건을 평등하게 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 동종권리자간의 평등의 원칙 

채무자회생법 제218조에서 말하는 동종권리자간의 평등은 형식적 의

미의 평등이 아니라 공정·형평의 관념에 반하지 않는 실질적인 평등을 

가리키는 것이다. 1005  가령, 같은 일반 회생채권자라 하더라도 대여채권, 

회사채, 어음채권, 매출채권 등 그 성질에 따라 다른 내용의 규정을 할 

수 있지만, 그 차등의 정도가 평등원칙의 기본이념에 벗어날 정도로 크

면 안된다는 것이다.1006 

다만. 제218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의하여 불이익을 받는 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소액채권 등 법률상 인정된 채권을 우대하는 경우, 또

는 채무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대하여 다른 회생채권과 다르게 정하

거나 차등을 두는 경우에는 평등의 원칙에 대한 예외가 허용된다.  

(나) 이종권리자간의 공정·형평한 차등 

 

1005 ) 노영보(2018), p.531; 대법원 1999. 11.24. 자 99그66 결정, 1998.8.28. 자98그11 결정; 

대법원 2001. 1.5. 자 99그35 결정; 2004. 12.10. 자 2002그121 결정; 2016.5.25. 자 2014마 

1427결정   

1006) 회생사건실무(상)(2019), p.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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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회생법 제217조에 따라 이종권리자간의 순위를 고려하여 공정

하고 형평에 맞는 차등을 둘 수 있다.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차등”의 개

념에 관하여는 절대우선설과 상대우선설의 대립이 있다. 1007  절대우선설

은 미국 연방파산법이 채택하고 있는 원칙으로, 회생계획에 부동의하는 

조가 있는 경우 선순위 권리자가 완전하게 만족을 받지 못하는 한 후순

위권리자에게 만족을 주는 것을 금지한다.1008  이에 비하여 상대우선설은 

선순위의 권리자에게 주는 만족이 후순위의 권리자에게 주는 만족보다 

상대적으로 크면 공정·형평의 원칙이 지켜진다고 해석한다. 서울회생법

원의 실무는 상대적우선설의 입장에 서서 각 조별로 권리변경 및 변제조

건에 적절한 차등이 유지되고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1009  

절대우선설과 상대우선설이 가장 차이를 보이는 부분은 기존 주주의 

지위에 대한 영향이다.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경우, 절대우선설

에 따르면, 회생채권자 등에 대한 권리감면을 하는 경우 100% 자본감소

를 통하여 주주의 지위를 소멸시켜야 하는 반면, 상대우선설에 따르면 

주주의 권리변경비율이 회생채권 등에 대한 권리변경 비율보다 불리하기

만 하면 주주의 권리를 일부 남겨놓아도 공정·형평의 원칙에 부합하다

고 본다.1010  공정·형평한 차등의 구체적 의미에 대하여, 회사정리법 당

시의 판례이기는 하지만, 대법원은 “정리채권자의 권리를 감축하면서 주

주의 권리를 감축하지 않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주식과 채권

은 그 성질이 상이하여 단순히 정리채권의 감축 비율과 주식 수의 감소 

비율만을 비교하여 일률적으로 우열을 판단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

다. 1011  현재 서울회생법원에서 회생채권자 등과 기존 주주의 권리 감축

 

1007) 회생사건실무(상)(2019), p.666  

1008) 자세한 논의는 제4장 제2절 2. 가. (2)  

1009) 회생사건실무(상)(2019), p.667  

1010) 회생사건실무(상)(2019), p.667 

1011) 대법원 2004. 12. 10.선고 2002그121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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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도를 비교할 때 주로 이용하는 방법은 상대적 지분비율법이다. 상

대적 지분비율법은 감자, 신주발행 또는 주식재병합 등 변경 후 기존 주

주의 지분율과 가장 낮은 현가변제율(채권자들에게 변제할 채권액의 현

재가치/채권자들의 총 채권액)을 비교하여, 변경 후 기존 주주의 지분율

이 현가변제율보다 낮게 정해지면 일응 공정·형평의 원칙이 지켜졌다고 

보는 “상대적 지분율법”을 사용하고 있다.1012  상대적 지분율법은 비교적 

간단한 계산을 통하여 쉽게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회

생계획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상대적 지분율법

을 적용하는 데는 비판이 있다. 1013  서울회생법원은 회생채권자에 대한 

명목변제율이 100%이지만 현가변제율이 100%에 미치지 못하는 사안에

서, 구 주주에 대한 실질적인 지분율 감소조치 없이 회생계획을 인가하

거나, 회생채권자에 대한 변제율을 높일 수 있는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

도록 한 다음 회생계획을 인가한 사례가 있다.1014  

(2) 청산가치보장의 원칙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이란, 회생계획에 의한 변제방법이 채무자의 사

업을 청산할 때 각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하게 변제

하는 내용이어야 한다는 것이다(채무자회생법 제243조 제1항 제4호). 재

 

1012) 회생사건실무(상)(2019), pp.668-669  

1013 ) 이진웅(2013), pp.304-306은 상대적 지분비율법을 경직되게 적용할 경우 대부분의 

회생회사의 지배지분은 채권자들에게 넘어가게 마련이므로, 기업의 지배지분에 민감한 

중소기업의 경우 주주의 지분율을 기계적으로 감축할 필요는 없다는 취지이다. 생각건

대, 회생절차에서 기존 경영자 관리인제도를 통하여 사업의 계속성을 보장하는 것과 

별개로 기존 주주의 지분비율까지도 보호하여야 하는 것이 채권자 권리보호의 측면에

서 타당한지는 의문이 든다; 한편, 회생사건실무(상)(2019), pp.669-670은 회생계획안에서 

현금유보비율 및 채권자에 대한 현금변제비율을 고려하여 채권자와 기존 주주간의 공

평·형평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다.   

1014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회합 161 임광토건㈜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회합195 

동양시멘트㈜ 사건 - 동 사건에서 신주발행이 예정되어 있지 않는 경우 상대적 지분비

율법을 적용하기 곤란하고, 채권과 주식이라는 근본적인 차이 때문에 회생채권의 감축 

비율과 주식 수의 감소비율을 단순 비교할 수 없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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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권의 본질적 내용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권리자

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가지는 청산가치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을 

근거로 한다. 청산가치는 해당기업이 파산적 청산을 통하여 해체, 소멸되

는 경우에 기업을 구성하는 개별 재산을 분리하여 처분할 때를 가정한 

처분금액을 말한다.1015  회생계획에 의한 채권자별 변제예정금액을 현재가

치로 환산한 금액이 채권자별 청산가치배분액과 최소한 동일하거나 이를 

초과하여야만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을 것인데, 연도별 변

제예정금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하는데 사용되는 할인율에 따라 청산가치

가 달라질 수 있다. 실무상으로는 시장이자율, 즉 채무자의 주거래 은행

이 담보대출 또는 무담보대출별로 평균적인 위험을 가진 채무자에게 적

용하는 이자율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고 한다.1016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은 모든 채권자에 대한 변제액의 총액만이 아니

라 각 채권자에 대한 변제액에 관하여 충족되어야 하며, 그 판단시점은 

인가결정시를 기준으로 한다.1017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은 채권자 스스로 자신의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

보권에 관한 변제방법이 청산가치에 미달하는 내용으로 정하여진 회생계

획에 동의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채무자회생법 제243조 제1항 

제4호 단서). 또한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 채무자회생법 제

정 이전 회사정리법하에서도 대법원은 부실경영에 책임이 있는 특수관계

인의 채권 및 구상권 등을 일체 면제하는 내용의 정리계획안의 적법성을 

인정하여 왔다. 1018  특수관계인의 채권의 열후화(subordination)는 채무자회

생법 제218조 제2항에 의하여 형평의 원칙상 인정되며, 청산가치보장의 

 

1015) 대법원 2005. 11. 14. 자 2004 그31 결정   

1016) 노영보(2018), p.536  

1017) 회생사건실무(하)(2019), p.71  

1018) 2004. 6. 18. 자 2001그132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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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1019   

(3) 회생계획의 수행가능성 

회생계획은 수행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회생계획안이 당초부터 수행

가능한 것이 아니라면 회생계획안을 심리나 결의에 부쳐서는 안 되며, 

수정명령으로도 그 흠결을 제거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배제결정을 하여

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231조). 수행가능성의 의미에 관하여는 여러 견

해가 있지만, 실무에서는 채무자가 회생계획에 정해진 채무변제계획을 

모두 이행하고, 다시 회생절차에 들어오지 않을 수 있는 건전한 재정상

태를 구비하게 되는 것으로 본다. 건전한 재정상태의 구비여부를 판단함

에 있어서 채무자가 회사인 경우에는 정상기업으로서의 건전한 재무상태

와 적정한 자본구성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검토하여

야 한다.1020   

(4) 법원의 강제인가 – 권리보호조항 

채무자회생법 제244조에 의하여 법원은 회생계획안이 일부 조에서 

법정 다수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부결되었다고 하더라도, 법원이 회생계

획안을 변경하여 부결된 조에 속하는 권리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조항

을 정하고 회생계획을 인가할 수 있다. 이른바 한국식 강제인가(cram 

down)로 법원이 권리보호조항을 적용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1개의 조에

서 가결이 되어야 한다. 한편, 모든 조에서 법정다수의 동의를 얻었지만 

특정 채권자에 대한 회생계획안의 내용이 공정·형평에 반하여 그 상태로

는 불인가하여야 하는 경우, 대법원 판례는 다른 이해관계인들의 관계 

및 정리계획의 수행가능성을 참작하여 공정·형평의 원칙에 맞는 권리보

 

1019 ) 회생사건실무(하)(2019), pp.72-74; 다만, 부실경영에 책임이 없는 특수관계인의 채권 

및 구상권에 대하여는 청산가치를 보장하여야 한다고 본다.  

1020) 회생사건실무(하)(2019), pp.5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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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조항을 정하여 인가할 수 있다고 한다.1021  

채무자회생법 제244조 제1항의 권리보호조항은 채무자가 계속기업으

로 존속함을 전제로 한 회생계획안에 회생채권자조가 부동의한 경우에도 

최소한 청산을 전제로 하였을 때 회생채권자조가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

상당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는 한편, 권리보호조항의 요건이 충족

된 경우에는 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회생채권자조의 부동의에도 

불구하고 회생계획안을 인가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권리보호조항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부동의한 조의 권리자에게 최소

한 회생채무자를 청산하였을 경우 분배받을 수 있는 가치 이상을 분배하

여야 한다. 기업의 청산가치는 해당기업을 구성하는 개별 재산을 분리하

여 처분할 때를 가정한 처분금액을 의미한다. 회생채권자의 경우 계속기

업가치가 아니라 청산가치로 채무자자산을 재평가하고, 선순위 채권자에

게 할당한 이후의 자산으로 할당을 받게 되므로 권리보호조항에 의한 조

치가 회생계획보다 불리하게 될 수도 있다. 1022  따라서, 부결된 회생계획

안 자체가 이미 부동의한 조의 권리자에게 해당 기업의 청산가치 이상을 

분배하기로 정하여 채무자회생법 제244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부동의한 권리자를 위하여 그 회생계

획안의 조항을 그대로 권리보호조항으로 정하고 인가를 하는 것도 허용

된다.1023  

나. 사채권자집회에 대한 법원의 인가제도 

(1) 법원 인가제도  

상법상 사채권자집회의 결의가 효력을 발생하기 위하여는 사채권자

 

1021) 회생사건실무(하)(2019), pp.82-83; 대법원 2000. 1. 5. 자 99그35 결정   

1022) 노영보(2018), pp.538-539   

1023) 대법원 2007. 10. 11.자 2007마919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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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의 결의에 대하여 법원의 인가를 받아야 하다(상법 제498조). 1024  사

채권자집회결의에 대하여 법원의 인가를 얻도록 한 것은 소수사채권자 

보호의 관점에서 결의의 하자를 법원의 인가절차에 흡수시켜 소수사채권

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다. 1025  다만, 사채권자집회 결의에 대한 법원

인가 절차가 결의의 시간과 비용을 증가시키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

다.1026  하지만,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의한 채무조정을 도산절차 내에서

의 채무조정의 대안으로서의 기능도 가지고 있는 도산절차 외의 채무조

정절차로 보는 관점에서 볼 때에는, 법원의 인가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와 법원의 적극적인 후견기능을 통하여 도산절차 외에서의 사적 채

무조정의 공정성을 담보하고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1027 

상법상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는 법원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효력이 발

생하나, 사채권자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법원의 인가가 필요 없다.1028  

 

1024 ) 담보부사채신탁법상 담보부사채에 관한 사채권자집회 결의에 대하여는 법원의 인

가가 필요없고 집회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담보부사채신탁법 또는 신탁계약을 위

반한 경우에는 법원에 결의무효를 청구할 수 있다(동법 제50조). 

1025) 주석상법(2014)(윤영신 집필분), p.177; 대계 III(김두환 집필분), pp.88-89  

1026) 대계III(김두환 집필분), p.89; 김장훈·김지평·홍정호(2016), pp.19-21에서는 사채권자집

회의 결의에 법원인가를 별도로 얻도록 하는 것은 의안이 가결된 후에 다수 당사자의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정리하기 어렵게 만드는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도, 상법이 사채권

자집회의 결의사항에 제한을 두지 않으므로 결의의 내용에 따라 사채권자들이 부당한 

손해를 입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최후의 통제장치로 법원의 인가절차를 둘 

필요성은 있다고 한다.  

1027 ) 김장훈·김지평·홍정호(2016), pp.19-21은 채무자회생법상 회생계획인가결정 등에 대

한 즉시항고 관련조항과는 달리 사채권자집회 인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집행정

지의 효력(비송사건절차법 제113조 제2항, 제78조, 제85조 제2항)을 부여하고 있는 것

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다. 가령 기한이익상실 취소의 결의를 한 사채권자집회 결의

에 대한 법원의 인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이루어져 집행정지가 되면 사채권자집

회 결의에 의한 기한이익상실 취소의 효력이 정지되어, 발행회사의 기한이익상실상태

가 계속되어 일부 사채권자들이 먼저 회사에 대하여 집행을 할 수 있는 불합리한 상

황이 발생할 수 있다. 사채권자집회의 결의가 도산절차에 의한 채무조정의 대안으로 

기능하기 위하여는, 동 저자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의 인가결정

에 대하여도 회생계획인가결정과 유사하게 집행정지가 되지 않도록 비송사건절차법을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1028 ) 상법 제498조; 일본의 경우, 사채권자 전원에 의한 동의가 있는 경우라도 특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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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원의 인가기준 

법원의 사채권자집회 결의의 불인가사유는 절차적인 하자로 (i) 사채

권자집회소집의 절차 또는 그 결의방법이 법령이나 사채모집의 계획서의 

기재에 위반한 때(상법 제497조 제1항 제1호)1029  또는 (ii) 결의가 부당한 

방법에 의하여 성립하게 된 때(상법 제497조 제1항 제2호) 1030가 있으며, 

이러한 절차상 하자의 경우에는 법원은 결의의 내용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결의를 인가할 수 있다(상법 제497조 제2항). 한편, 상법상 실

체적인 면에 관계된 불인가사유로는, (iii) 결의가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

(상법 제497조 제1항 제3호) 또는 (iv)결의가 사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반

하는 경우(상법 제497조 제1항 제2호)가 규정되어 있다. 이하에서는 (ii) 

내지 (iv) 인가요건의 구체적 기준을 살펴본다.  

(가) 부당한 방법에 의한 결의 

결의가 부당한 방법에 의하여 성립된 경우에 예로는 의결권의 행사

가 증수뢰의 영향을 받은 경우를 들 수 있다고 해석된다.1031  상법상 사

채권자집회에서 의결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 

이익을 수수, 요구, 약속한 자는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므로(상법 제631

조 제1항 제1호), 이러한 증수뢰죄에 해당하는 의결권행사에 의하여 사

채권자집회의 결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법원에 의한 인가가 거절될 가능

 

예외를 두고 있지 않아 법원의 인가를 받아야 사채권자집회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

고 있다. 이는 법원의 후견적 기능을 강조하여 사채권자 전원의 동의가 있더라도 사채

권자집회의 결의에 절차적인 하자 등이 있는 경우 법원이 후견적 기능을 하여야 하고, 

나아가 사후적인 취소소송과 같은 구제수단이 없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会社法研究会
(2017), p.33). 

1029 ) 주석상법(2014)(윤영신 집필분), p.178, 대계III(김두환 집필분), p.89은 적법한 소집의 

통지나 공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의결권행사, 정족수, 의결권의 계산이 관한 규정을 

위반한 때를 예시로 들고 있다.  

1030 ) 주석상법(2014)(윤영신 집필분), p.178, 대계III(김두환 집필분), p.89은 의결권의 행사

가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 또는 의결권의 행사에 관하여 금품 등 뇌물

의 수수가 있는 경우를 예시로 들고 있다.  

1031) 주석상법(2014)(윤영신 집필), p.178   



 

 

327 

성이 있다고 볼 것이다. 다만, 일부 사채권자에 대한 증수뢰행위와 사채

권자집회 결의의 성립간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증

수뢰죄를 처벌 여부와 사채권자집회 결의의 효력여부는 별도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1032  한국에서 의결권 행사와 관련된 이익

공여에 대한 논의는 주로 주주의 의결권행사와 관련하여 이루어져 왔다. 

주주권과 관련된 이익공여에 대한 판례에서 문제가 된 주주총회결의는 

정관을 위반하여 사전투표기간을 연장하고 사전투표기간에 전체 투표수

의 약 67%에 해당하는 주주들의 의결권행사와 관련하여 사회통념상 허

용되는 범위를 넘어서는 위법한 이익이 제공됨으로써 주주총회결의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다고 판시하였다.1033  주주의 의결권 행사와 관

련하여서는 명시적인 이익공여금지 규정이 있지만(상법 제467조의 2), 사

채권자집회에 대하여는 그러한 조항을 준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채권

자의 의결권 행사에 대하여 주주의 의결권행사와 완전히 동일한 판단기

준을 적용하기 보다는 구체적인 사정에 맞추어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

이다. 주주의 의결권행사는 회사의 지배구조와 경영에 중대한 사항에 대

하여 영향을 미치는 공익권의 행사인 반면,1034  사채권자의 의결권 행사는 

본질적으로 재산권의 일부를 구성하는 계약상 권리의 행사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주주의 의결권행사에 대한 판단기준을 사채권자의 의결

권 행사에 그대로 적용할 당위성은 없다고 생각된다. 또한, 위 판결의 반

대해석으로 사채권자에 대한 통지절차 등 절차상 위반이 없고, 사회통념

 

1032 ) 채무자회생법상 회생계획안의 인가요건 중 하나인 “결의를 성실, 공정한 방법으로 

하였을 것”(동법 제243조 제1항 제3호)의 해석상으로도 결의가 성실, 공정한 방법으로 

행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것과 회생계획안의 가결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는 것이 

명확하다면 회생계획을 불인가할 수 없다고 한다(회생사건실무(하)(2019), p.70). 

1033 ) 대법원 2014. 7. 11. 2013마 2397 결정, 동 판결에서 제공된 이익은 ① 이 사건 사전

투표에 참여하는 주주들에게 주주당 1회에 한하여 양도가능한 골프장 예약권과 ② 사

전투표에 참여하거나 주주총회에서 직접 의결권을 행사하는 주주들에게 20만원 상당

의 상품교환권이었다.  

1034) 김건식·노혁준·천경훈(2016), p.250; 송옥렬(2018), p.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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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투표에 참석하는 모든 사채권자에게 부여되는 

이익은 허용된다고 해석할 여지도 있어 보인다. 따라서, 사채권자의 투표

를 독려하기 위하여 사채권자집회에 참석하는 전체 사채권자에게 상품권

이나 교통료 상당의 소정의 보수를 지급하는등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

위의 이익제공은 허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다만, 그러

한 의결권 행사의 내용이 다수결의 남용에 해당할 정도로 소수사채권자

에게 부당한 경우에는 결의가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여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대한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나) 현저히 불공정한 결의 

“결의가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는 사채권자간에 불공평한 결과를 

가져오는 내용의 결의가 있는 경우 또는 일부의 사채권자에게만 유리한 

내용의 결의가 있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1035  이와 같은 기준은 도산법 절

차상 법원의 인가기준 중 “동종권리자간의 평등의 원칙”과 유사한 내용

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동 조항에 따라 다수사채권

자의 권리남용으로 소수사채권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를 통제하는 것

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수사채권자의 권리남용의 기준에 대하여

는 앞서 영국이나 미국의 경우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다수사채권자가 사

채권자 전체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성실하게 의결권을 행사하였는지를 기

준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1036  다만, 다수사채권자의 권리남용적인 

의결권 행사를 금지한다고 하더라도 사채권자간에 명시적 계약관계가 없

으므로 사채권자 상호간에 다른 사채권자의 이익도 고려하여야 할 신의

성실의무나 신인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1037  

 

1035) 주석상법(2014)(윤영신 집필분), p.178; 대계III(김두환 집필분), p.89  

1036) 영미의 다수결남용이론에 대한 논의는 제3장 제3절 2. 다. 및 라.  

1037)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7다736판결에서 대법원은 2007년에 기업개선작업 전담



 

 

329 

(다) 사채권자의 이익에 반하는 결의 

사채권자집회의 결의가 “사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반하는 때”는 사채

의 일부 면제, 이율의 인하 등 필요한 한도를 넘어 지나치게 권리감축을 

한 경우가 예시로 제시된다.1038  또한 청산가치를 밑도는 수준으로 사채원

리금채권을 감축하는 결의도 사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반하는 때에 해당

한다.1039  따라서,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의 내용적 기준으로 도산법상의 원

칙 중의 하나인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이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여러 종류의 다른 채권자와 동시에 채무조정이 이루어지는 상황

(예를 들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나 자율협약에 의한 채무조정과 사채권

자집회의 결의에 의한 채무조정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에 사채권자

와 주주 및 다른 종류의 채권자와의 공정하고 형평한 채무조정을 하여야 

할 내용적 기준도 동 조항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실제로 자율협약으로 진행된 대우조선해양조선에서의 채무조정안도 금융

채권자와 사채권자간에 같은 조건으로 진행되었다. 따라서, “사채권자 일

반의 이익”에 부합하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판

단은 도산법상 절차에서 적용되는 청산가치보장의 원칙, 공정·형평의 원

칙 및 채무조정계획의 수행가능성 등을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 법원에 의한 사채권자 실질적 보호의 공통기준 

도산절차 내이든(미국, 한국) 도산절차 외이든(한국, 일본, 영국, 스위

스, 독일, 유럽연합) 채무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채권자집회 또는 사채권

 

은행이 기업개선작업을 위한 약정서에 채권금융기관들의 이익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

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기로 약정한 경우 전담은행은 기업개선작업 관

련의무에 대하여 채권금융기관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1038) 주석상법(2014)(윤영신 집필분), p.178; 대계III(김두환 집필분), p.90  

1039) 박준·한민(2019), p.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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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집회의 결의에 대하여 법원의 심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고려되는 공통

적 요소는 상법상 사채권자집회의 인가를 결의하는 구체적인 판단기준으

로 참고가 될 것이다. 특히, 상법상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를 인가하는 조

건 중에 사채권자 집회의 결의가 현저히 불공정하거나 사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다는 요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아래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내용이 다수사채권자와 소수사채권자간에 실질

적으로 공평한 결의인지 여부 및 결의내용이 최소한 청산가치보장의 원

칙에 부합하고 실현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1) 동종채권자간의 평등의 원칙 

여러 종류의 채권자에 대한 일괄적인 채무조정을 상정하고 있는 한

국, 미국의 도산절차나 영국의 합의개편계획 또는 유럽연합의 구조조정

의 경우 동일 종류의 채권자가 조를 구성하여 각 조별로 채무조정안을 

결의할 때, 사채권자는 별도의 조로 결의할 수도 있지만, 다른 무담보 금

융채권과 같은 조로 구성하여 결의할 수도 있다. 따라서, 동일 종류의 채

권자간의 평등의 원칙은 형식적인 의미에서의 평등이라기 보다는 실질적

인 의미에서의 평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게 된다. 이러한 원칙을 사채

권자집회의 결의에 적용하는 경우, 동일 종류의 사채권자간의 공평한 채

무조정을 의미하게 될 것이다. 동일 종류의 사채권자간의 공평한 결의요

건은 사채권자간의 형식적 평등 이외에 다수사채권자에 의한 소수사채권

자의 권리침해를 금지하는 실질적 평등의 원칙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2) 이종채권자간의 공정·형평의 원칙 

여러 개의 조가 채무조정안에 투표하는 것을 상정하는 도산절차, 영

국의 합의개편계획, EU구조조정지침상 채무조정에 적용되는 원칙이다. 

또한, 도산절차나 EU구조조정지침상의 채무조정은 모두 반대하는 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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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경우라도 법원의 판단에 의하여 반대하는 조를 구속하는 강제인가

를 허용하고 있다. 강제인가를 허용하는 판단기준으로 절대우선원칙을 

채용할지 여부에 대하여는 나라마다 차이가 있다. 법원이 도산절차 외에

서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만을 심사대상으로 하는 경우, 법원이 사채권자

와 다른 권리자(주주나 다른 종류의 채권자)와의 공정·형평성을 판단기

준으로 하여야 할지 여부에 대하여는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사채

권자집회와 병행하여 다른 채무조정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는(예를 들면 

대우조선해양 채무조정의 경우, 일본의 ADR절차와 사채권자집회의 병행)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내용이 다른 채무조정절차에서의 결의내용과 비교하

여 사채권자에게 불리하지 않을 것이 사채권자집회의 결의가 사채권자 

공동이익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함에 있어서 판단요소가 되고 있다. 

다만, 별도의 채무조정절차가 없이 사채권자집회 통하여 사채권자에 

대하여서만 원리금 감축 등의 권리변경을 구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사채

권자집회의 결의내용의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주주 및 다른 종류의 

채권자가 어느 정도 채무조정의 부담을 지는지를 파악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사채권자집회의 사적 자치를 중

요시하는 입장에서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가 적정한 정보에 기초하여 이

루어진 경우, 사채권자가 다른 권리자(주주나 다른 종류의 채권자) 보다 

많은 손실을 보는 결의를 할 수 있다고 볼 것이고, 사채권자집회의 결의

를 도산절차와 유사한 절차로 볼 경우에는 다른 권리자와의 형평성을 고

려하여 사채권자로부터 주주나 다른 채권자에게 부의 이전이 발생하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는 사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반하는 결의로 보아 인

가를 거절할 수도 있을 것이다.  

생각건대, 사채권자집회만을 심사대상을 하는 경우 사채권자외에 주

주 및 다른 채권자간의 형평한 취급여부가 필수적인 심사요소라고 보는 

경우 신속한 채무조정 및 당사자의 사적 자치를 법원이 과도하게 통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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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비난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사채권자로부

터 주주나 다른 채권자에게로의 부의 이전이 과다한 경우 법원이 사채권

자집회의 결의가 사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반한다는 판단을 하는 것은 상

법의 해석상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사채권자집회의 결의과정에

서 회사가 이러한 정보를 사채권자에게 충분히 전달하여 사채권자가 합

리적인 판단과 결정을 하였는지 여부는 사채권자집회의 절차적 요건의 

충족여부와 관련하여 판단요소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만일, 그러한 정

보제공이 없었던 경우에는 사채권자집회의 절차적 요건이 미비한 것으로 

보아, 간접적으로 발행회사가 사채권자와 다른 채권자간의 형평성을 고

려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발행회사의 이사의 의무와 책임의 내

용 중에 사채권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다른 종류의 채권자 및 

주주와의 공정성을 실현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

된다.  

(3) 채무조정안의 경제적 합리성 

일반적으로 경제적 합리성을 판단할 때는 채무조정계획의 실현가능

성 여부를 전제로 청산가치보장 여부를 판단한다. 만일, 채무조정계획의 

실현가능성이 없는 경우 오히려 조기에 청산절차를 통하여 자산을 처분

하는 것이 채권자에게 유리할 수 있다. 실현가능성이 없는 채무조정안에 

동의한 후 발행회사가 파산절차를 신청하게 되면, 채권자는 채무조정에 

의하여 감액된 채권액을 기준으로 파산절차에 참여하는 불공정한 결과가 

발생한다. 따라서, 사채권자에게 최소한 청산가치를 보장하되, 발행회사

의 구체적인 재무사정에 따라 채무조정으로 인한 계속기업가치의 잉여가 

사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분배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발행회사와 사채권자간의 정보의 비대칭으로 사채권자의 입장에서 

채무조정안의 경제적 합리성 여부를 사채권자가 판단하기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법원은 발행회사가 사채권자에게 경제적 합리성 여부를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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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하기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제3절 이사의 의무와 책임 강화  

1. 총설  

상법상 이사가 신인의무 1040를 부담하는 대상은 회사이다. 이사의 회

사에 대한 의무의 내용이 곧 주주의 이익을 위하는 것을 의미하는지 여

부에 대하여는 견해가 일치되지 않는다.1041  나아가 상법상 이사의 회사에 

대한 신인의무에 주주의 이익 이외에 채권자의 이익을 고려할 의무가 포

함되는지에 대하여 논의가 있지만, 이사가 회사의 경영이 정상적인 통상

의 경우에 채권자의 이익도 고려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1042 

다만, 회사가 도산에 이른 경우에는 회사의 실질적인 잔여재산에 대한 

청구권자(이하 “잔여청구권자”)는 무담보 채권자이므로,1043  이사의 신인의

무의 대상은 채권자라고 보는 것이 논리적으로 합당할 수 있다. 다만, 상

법상 이사가 채권자의 이익을 고려할 근거가 있는지, 주주의 가치가 남

아있는 상황에서 어느 시점에 이사가 채권자의 이익을 고려하여야 할 의

 

1040 ) 신인의무(fiduciary duty)는 상법 제399조 제1항의 선관주의의무와 상법 제382조의3

의 충실의무를 포괄한 개념으로, 각 개념은 영미법상의 주의의무(duty of care)와 충성의

무(duty of loyalty)에 상응하는 개념으로 사용한다. 김건식·노혁준·천경훈(2018), pp.391-

392 

1041 ) 김건식·노혁준·천경훈(2018), pp.46-50에서 주주이익극대화원칙은 한계가 있으며 이

해관계자 이익을 배려하여 내린 결정은 경영판단원칙에 의하여 보호받을 가능성이 크

다고 하면서도, p.393에서는 회사이익은 원칙적으로 주주이익과 일치한다고 한다.; 송옥

렬(2017), p.1037에서 상법과 판례의 입장은 원칙적으로 이사의 의무를 주주 전체의 이

익과 연결시키고 있다고 한다.; 이철송(2019), p.746은 이사는 회사에 최선의 이익이 되

는 결과를 추구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회사에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함은 회사의 

이윤을 극대화함을 말한다고 한다.; 대계II(2019)(고창현 집필분), p.662는 이사가 회사에

게 충실의무를 부담한다는 말은 궁극적으로 그 배후에 있는 전체주주에게 의무를 부

담한다는 뜻이라고 한다. 한편, 권기범(2017),p.823은 이사의 선관의무의 적용대상은 원

칙적으로 회사(주주나 회사채권자는 제외된다)로부터 위임받은 업무의 처리에 한정된

다고 본다.  

1042) 송옥렬(2017),p.1036; 한민(2015a), p.40 

1043) Easterbrook and Fischel(1983), pp.274-275; Skeel(1992), p.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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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가 생기게 되는지에 대하여는 명확한 기준이 확립되어 있지 않다.  

미국과 영국에서도 이사의 회사에 대한 신인의무의 구체적 내용에 

대하여는 주주의 이익을 중심으로 보는 주주중심주의(shareholder primacy)

가 지배적인 학설이고, 영국 법원 및 미국 델라웨어주 법원의 입장이었

으나, 주주 이외에 종업원, 공급자, 다른 사회구성원 등 이해관계자의 이

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이해관계자 이론(stakeholder theory)도 유력하

게 주장되어 왔다.1044  주주중심주의는 회사의 이익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회사에 대한 잔여청구권자인 주주전체의 이익을 의미하므로 회사의 

 

1044) Keay(2008), pp.667-687은 주주중심주의와 이해관계자 이론을 비교하고 있는데 그 내

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주주중심주의의 이론적 기초는 1970년 Milton Friedman의 신자유주의 이론에서 연원을 

찾을 수 있다(“The Social Responsibility of Business if to Increase its Profits”, New York Times 

13 September 1970). 주주중심주의는 회사를 기본적으로 주주와의 계약의 연결고리(nexus 

of contract)로 보고, 회사가 도산상태에 있지 않는 이상 주주는 잔여청구권자(residual 

claimant)로서 회사의 주인이라고 본다. 이에 따라 이사의 대리인 비용을 줄이기 위한 

장치로서 이사가 주주에 대한 신인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비판으로 다

음과 같은 점이 지적된다. 주주간에도 구체적인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고(예를 들면 

우선주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는 보통주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와 경제적 이해관계를 

달리하며, 오히려 채권자와 유사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진다), 주주에 의하여 이사의 

행위를 감독하기에는 일반 주주의 지위와 권한이 미약하며, 이사의 행위에 의하여 영

향을 받는 자는 주주 이외에도 다른 이해관계자도 포함되는데 이사가 주주의 이익만

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은 효율성(efficiency)만을 중시하는 맹점과 함께 규범적 기초

가 약하다.   

한편, 이해관계자 이론은 경영윤리학자인 R. Edward Freeman이 1984년 출간한 조직행동

경제학 저서인 “Strategic Management: a stakeholder approach”에서 연원을 찾을 수 있다. 

이해관계자 이론은 회사가 효율성과 같은 단일 목적만을 추구하는 것을 거부하고 사

회의 참여자로서 최적의 가치(optimal value)를 추구하여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고

객, 직원, 공급자와 같은 모든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형평성을 감안하여 동시에 고려하

는 신뢰와 공정(trust and fairness)을 회사의 주된 가치로 삼는다. 따라서, 특정 이해관계

자의 희생으로 다른 이해관계자가 이득을 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이해관

계자 이론에 대한 비판은 다음과 같다. 이해관계자 이론은 주주의 재산권을 침해할 우

려가 있고, 회사법의 기본 분석틀인 대리인 이론의 적용을 어렵게 만든다. 또한 이해

관계자의 정의가 불명확하여 이해관계자의 범위가 무한정 확장될 수 있으며, 이해관계

자간의 이익이 충돌할 때 누구의 이해관계를 우선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

하지 못한다. 결과적으로 이사에게 비현실적으로 큰 기대와 함께 너무나 큰 재량을 부

여하게 되어, 이사는 결국 누구에게도 책임지지 않게 되며, 이사에게 책임을 물을 구

제수단도 명확하지 않게 된다. 이러한 근거로 1998년 영국의 Company Law Steering 

Group은 이해관계자 이론과 같은 복수주의(pluralism)에 대하여 반대입장을 표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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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은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으로 본다. 한편, 이해관계자 이론은 

회사의 목적은 주주 뿐만 아니라 주주 이외의 이해관계자인 종업원, 회

사의 공급자, 기타 공동사회의 이익도 증진하는 것으로 보고 이사는 회

사에 대한 신인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본다. 양 이론에 대하여는 각각의 비판이 가능하지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주우선주의가 지금까지 미국 및 영국에서 이

사의 신인의무를 해석하는데 주류적인 사고방식을 이루어 왔고, 영국이

나 미국 델라웨어주 판례도 주주 우선주의에 입각하여 발전되어 왔다. 

한편, 2019년 8월 19일 미국의 경영원탁회의(The Business 

Roundtable) 1045는 미국의 주요 181개 회사의 CEO가 서명한 회사의 목적

에 대한 선언문을 통하여 1997년부터 채택되어 온 주주중심주의

(shareholder primacy) 대신 회사의 목적(purpose of corporation)은 이해관계자

(stakeholder)의 이익을 함께 도모하는 데 있다고 선언하였다. 구체적으로 

회사의 목적에는 고객가치를 증진하고, 직원들에게 투자하며, 공급자들을 

공평하고 윤리적으로 다루고, 공동체를 지원하며, 주주를 위한 장기 가치

를 추구한다는 내용이 포함된다.1046  동 선언문은 주주중심주의(shareholder 

primacy)의 한계에 따라 주주중심주의 대신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stakeholder capitalism)을 채택한 것으로 현대적 회사의 사회적 책임을 인

정하였다고 환영을 받기도 하였다. 1047  다른 한편으로는 구체성이 떨어지

는 선언적 의미를 가지는데 불과하며 주주의 이익을 회사의 목적으로 해

석하는 현재 미국 델라웨어주 법원의 해석과 배치되는 선언이라는 비판

 

1045 ) 1972년 설립된 미국의 중요기업의 CEO로만 구성되어 있는 비영리단체로 각종 입

법이나 정책에서 의견을 제시하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The 

Business Roundtable의웹사이트: https://www.businessroundtable.org/  

1046) The Business Roundtable, “Statement on the Purpose of a Corporation”, Aug 19, 2019 

1047) Debevoise, Nell Derick, “3 Steps to Activate The Business Roundtable Statement”, Forbes, Aug 

23, 2019 

https://www.businessroundtabl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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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받기도 하였다.1048  회사의 목적에 대한 미국 주요기업들의 이와 같은 

선언이 그동안 주주의 이익을 중심으로 논의되어 온 이사의 의무에 대한 

학설과 판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는 향후 주목할 필요가 있다.1049   

이해관계자 이론(stakeholder theory)은 규범적으로는 이해관계자간의 

공정한 자원배분을 추구한다는 측면에서 장점이 있지만, 구체적으로 서

로 다른 이익을 가진 이해관계자간의 이익충돌을 조정하기 위한 구체적

인 기준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1050   

미국과 영국에서 주류적 견해인 주주중심주의(shareholder primacy)하

에서는 이사는 원칙적으로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함으로써 회사에 대한 

신인의무를 다하는 것이 되지만, 예외적으로 회사가 도산상황에 이른 경

우에는 이사의 신인의무의 대상이 주주에서 채권자로 전환된다고 본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느 시점부터 이사가 채권자의 이익을 고려하여야 하

는지, 채권자의 이익을 고려한다는 것의 의미에 대하여는 미국과 영국의 

판례가 다른 기준을 채용하고 있다.  

한편, 미국에서는 회사의 도산가능성 여부와 관계없이 이사의 신인

의무의 대상에 사채권자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 

배경은 1980년 차입인수거래의 성행으로 사채권자로부터 주주로의 약탈

적인 부의 이전에 따라 사채권자의 희생으로 주주가 이익을 보는 현상이 

발생함에 따른 것이다. 한편, 영국에서도 사채권자의 보호에 한정된 것은 

아니지만 채권자보호를 위한 근거가 될 수 있는 법인이익극대화 및 지속

가능성 모델(entity maximization and sustainability model, 또는 ESM)에 따라 

주주와 채권자의 이익을 동시에 증진하는 기준이 제시되고 있다.  

 

1048 ) Winston, Andrew, “Is the Business Roundtable Statement Just Emptry Rheteric?”, aarvard 

Business Review, Aug 30, 2019; Pierce, Morton, “Analysis of the Business Roundtable Statement”, 

aarvard Law School Forum on Corporate Governance, Sep 26, 2019, available at 

https://corpgov.law.harvard.edu/2019/09/26/analysis-of-the-business-roundtable-statement/   

1049) 이해관계자 이론의 소개와 한국내의 주주이익극대화 이론에 비판은 장덕조(2013) 

1050) Keay(2008), p.676  

https://corpgov.law.harvard.edu/2019/09/26/analysis-of-the-business-roundtable-stat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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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신인의무의 대상에 대한 논의는 일반적으로 사채권자에 한정

되지 않고 채권자 전반에 대한 신인의무의 차원에서 논의되지만, 미국에

서는 사채권자에 대한 신인의무에 대하여 따로 논의하는 경우도 있다. 

이하에서는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한 이사의 채권자에 대한 의무에 대

한 논의 및 EU 구조조정지침상 도산에 근접한 시기의 이사의 의무에 대

한 규정을 살펴본 후, 상법상 사채권자에 대한 이사의 의무와 책임에 대

하여 검토한다. 

2. 외국에서의 논의  

가. 미국에서의 논의  

(1) 이사의 신인의무의 대상  

델라웨어주 법원은 이사의 신인의무(fiduciary duty)는 회사와 주주에 

대한 주의의무와 충성의무로 구성된다고 보고 있다.1051  이사의 주의의무

(duty of care)는 절차적인 측면에서 신중한 자(prudent men)가 유사한 상황

에서 이행할 것으로 기대되는 주의의무를 말하는 것으로 내용적인 판단

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1052  충성의무(duty of loyalty)는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의무 및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해하는 행동을 

자제할 의무를 포함하며, 특히 이사가 특정 사안에 대하여 개인적인 이

해관계가 있을 때 적용되는 의무이다.1053 

따라서, 이사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신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미국 델라웨어주 법원의 알렌 판사는 1974년 aarff판결1054에서 사

 

1051) Smith v. Van Gorkom 488 A.2d 858, 872(Del 1985); Welch et al(2019), GCL-135  

1052) Brehm v. Eisner, 746 A.2d 244(Del 2000); Welch et al(2019), GCL-137  

1053) Disney v. Walt Disney Co., 857 A.2d 444(Del. Ch. 2004), remanded, No. 380, 2004(Del. Mar. 

31, 2005), opinion after remand, C.A. No. 234-N(Del. Ch. June 20, 2005)   

1054) aarff v. Kerkorian, 324A.2d 215(Del. Ch. 1974), aff’d in part, rev’d in part, 347 A.2d 133(Del. 

1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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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파산, 법률위반 등 회사의 채권자들의 영향을 미칠 특별한 사정이 없

는 이상 사채권자의 회사에 대한 권리는 신탁증서에 정해진 계약조건에 

한정된다고 하여 이사의 사채권자에 대한 신인의무를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회사가 도산상황에 이른 경우 회사에 대한 잔여청구권자가 채권자

로 변경되므로 이사는 회사에 대한 신인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회사 채

권자의 이익을 고려하여야 한다. 

델라웨어주 법원은 1991년 Credit Lyonnais판결1055에서 회사가 도산에 

임박한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회사의 이사회는 단순히 잔여청구권자(즉, 

주주)의 이익만을 위하는 대리인이 아니라 그 충실의무를 회사자체

(corporate enterprise)에 대하여 부담한다고 판시하였다. 동 판결에서 델라

웨어주 법원이 명시적으로 이사의 채권자에 대한 신인의무를 인정한 것

은 아니고, 계약에 의한 채권자 지배권의 유효성을 인정한 것이다.1056  다

만, 동 판결의 주석에서 알렌 판사는 회사가 도산상태에 근접한 경우 이

사는 단순히 잔여청구권자인 주주의 대리인이 아니며, 회사자체에 대한 

신인의무를 포함한다고 설시하였고,1057  그 이후 동 판결은 도산에 근접한 

경우 회사의 이사는 채권자에 대한 신인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인정한 판

결로 인용되고 있다.1058  동 판결을 들어, 델라웨어주 법원도 이사의 신인

 

1055) Credit Lyonnais Bank Nederland, N.V. v. Pathe Communications Corp 1991 WL 277613(Del. 

Ch. 1991); 동 사건의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원고 Credit Lyonnais은행은 피고인 Pathe 

Communications Corp(PCC)가 지배권을 가지고 있는 자회사인 MGM의 주식을 담보로 

MGM에게 자금을 대여하여 주면서 별도의 지배권계약(Corporate Governance Agreement)

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지배주주와 원고 사이의 대출채권의 상환에 대한 의견대립이 

발생하자, 원고가 지배권계약에서 약정한 바에 따라 지배주주인 피고가 선임한 자회사 

MGM의 이사들을 해임하고자 하였으나 MGM의 이사회는 지배주주인 피고에 대한 충

실의무를 근거로 원고의 이사 해임요구를 거부하였다. 법원은 원고는 자회사 MGM과

의 지배권계약에 따라 자회사 주주의 의사에 반하여 자회사의 이사들을 해임할 수 있

다고 인정하였으나, 회사의 이사가 채권자에게 신인의무가 있다고 명시적으로 인정하

지는 않았다. 

1056) Baird and Rasmussen(2006), p, 1248  

1057) 1991 WL 277613(Del. Ch. 1991)Footnote 34 

1058) 문병순(2017), pp.161-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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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법인이익극대화(entity maximization)기준을 적용

한 것으로 해석하는 견해도 있다.1059 

(2) 채권자 이익 고려의무의 발생시점  

2007년 델라웨어주 대법원은 Gheewalla판결1060에서 도산에 근접한 경

우 이사는 여전히 주주에게 신인의무를 부담하며, 도산상태에 빠진 경우

에 비로소 채권자에 대한 신인의무가 발생한다고 결정하여, 이사의 신인

의무가 채권자에게로 이전되는 시기를 명확히 하였다. 델라웨어주 법원

은 1992년 Ingersoll Publications판결1061에서 이사가 채권자에 대하여 신인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조건인 회사의 도산상황은 사실상의 도산상황이면 

충분하며 별도의 도산절차가 진행될 것을 조건으로 하지는 않는다고 하

 

1059) Keay(2005), pp.635-636   

1060) North American Catholic Programing Foundation, Inc. v. Gheewalla, 930 A. 2d 92(Del. 2007); 

동 판결의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원고회사는 피고가 이사로 있는 회사인 Clearwire

사와 주파수 라이선스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회사는 피고가 Clearwire사와 원고회사간

의 주파수 라이선스계약을 불리하게 변경하고, 다른 회사와 라이선스계약을 체결하려

고 하자, 채권자로서 피고의 회사에 대한 신인의무 위반을 이유로 직접적인 소송(direct 

claims)을 제기하였다. 법원은 원고가 피고의 신인의무 위반을 이유로 대표소송이 아닌 

직접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동 결정에서 법원은 

도산에 근접한 경우 이사는 여전히 주주에게 신인의무를 부담하며, 도산상태에 빠진 

경우에 비로소 채권자에 대한 신인의무가 발생한다고 하였다. 자세한 사실관계는 문병

순(2017), pp.164-165 참조 

1061) Geyer v. Ingersoll Publications Co., 621 A. 2d 784, 789(Del. Ch. 1992); 동 사건에서 원고 

Geyer는 Ingersoll Publications Co.(“IPCO”)의 채권자로서 동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지배주

주인 Ingersoll과 Ingersoll이 대표이사로 있는 IPCO를 상대로 신인의무 위반, 사해행위

등을 기초로 한 소송을 제기하였다. 동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발행한 채권

에 대한 이자지급의무를 불이행한 이후에 진행한 일련의 사업매각행위 및 제3자와의 

경영자문계약 해지 등의 행위에 대하여 원고는 IPCO가 도산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에 

신인의무 위반이 성립된다고 주장하였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IPCO에 대한 공식적인 

도산절차가 진행되지 않으므로 이사의 신인의무 위반이 성립되지 않고, 따라서 델라웨

어주 법원은 소송관할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이사가 채권자에 대

하여 신인의무를 지게 되는 조건인 회사의 도산상황은 사실상의 도산상황이면 충분하

며 별도의 도산절차가 진행될 것을 조건으로 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피고의 기각요청

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동 사건은 Credit Lyonnais사건에서 방론으로 인정한 도산상

태에서 이사의 신인의무의 주된 대상이 채권자임을 인정하고, 나아가 도산상태의 의미

에 대하여 기준을 제시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McDonnell(1994), pp.176-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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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3) 채권자 이익의 고려기준 

미국 델라웨어주 법원은 2014년 및 2015년 Quadrant판결1062에서 회사

가 도산상태에 이른 경우에도 회사의 이사는 주주 이익의 극대화를 위한 

시도를 할 수 있고, 그러한 노력은 경영판단원칙에 의하여 보호된다고 

판시하였다. 동 사건은 이미 도산상태에 빠진 회사의 이사가 주주 및 후

순위채권자의 이익을 극대화할 목적으로 회사의 자산을 청산하는 대신 

회사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선순위채권을 매수하고 위험이 있는 사

업에 투자한 결과 회사가 도산상태를 벗어난 사안에 대한 것으로 법원은 

회사가 도산상태에 있더라도 이사의 신인의무의 대상은 여전히 회사 자

체이고, 이사가 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직접적인 신인의무를 부담하지

는 않는다고 하였다. 다만, 회사의 이익을 고려할 때 도산상태에서 회사

의 잔여청구권자인 채권자와 주주의 이익을 같이 고려하여야 한다고 하

였다. 또한, 도산상태의 회사가 주주로 재산을 이전하는 행위에 대하여 

이사가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완전한 공정성 기준(entire 

fairness test)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한편, 경영판단원칙에 따라 내

부자가 아닌 일부 채권자를 다른 채권자에 비하여 우대하는 것은 신인의

무 위반은 아니라고 보았다. 

델라웨어주 법원의 경우 회사의 도산상황에서 회사의 내부자인 채권

자를 우대하는 것은 이사의 충성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본다.1063  미국 연

방파산법원도 도산시 이사의 채권자에 대한 신인의무는 채권자의 계약상 

권리 및 우선순위를 보호하는 것에 한정되며, 회사의 자산을 처분하여 

 

1062 ) Quadrant Structured Products v. Vertin, 102 A.3d 155, 176(Del. Ch. 2014)(Quadrant I), and 

Quadrant Structured Products v. Vertin, 115 A.3d 535(Del. Ch. 2015)(Quadrant II); 자세한 사실관

계는 문병순(2017) pp.165-167 참조 

1063) aospitalists of Delaware LLC v. Lutz, C.A. No 6221-VCP, slip on. At 15(Del. Ch. Aug. 28,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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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에게 변제하여야 할 의무까지는 포함되지는 않는다고 본다.1064  

(4) 채권자의 권리구제 수단  

2007년 델라웨어주 대법원은 Gheewalla판결 1065에서 회사가 도산상태

가 아닌 경우에는 이사의 신인의무 위반으로 인한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주주가 대표소송을 통하여 행사할 수 있지만, 회사가 도산상태인 

경우에는 채권자가 회사에 대한 대표소송(derivative claim)을 통하여 행사

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채권자는 회사가 도산상태에 이른 경

우 예외적으로 회사를 위한 대표소송을 제기하여 이사의 회사에 대한 신

인의무 위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5) 사채권자에 대한 특별한 고려 

일반 공중을 대상으로 발행된 공모사채의 경우 사적 대출보다 느슨

한 제한 약정을 두고 있고, 수탁회사가 제한약정의 준수여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지도 않으며, 사채계약의 변경권한 및 사채계약의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경우 권리구제 조치를 취하는데도 소극적이기 때문

에 공모사채의 경우 사적 대출에 비하여 부채의 대리인비용 1066이 더 높

다고 볼 수 있다.1067  

이사의 사채권자에 대한 의무나 책임 여부는 회사의 채권자에 대한 

의무나 책임에 관한 논의의 일부분을 구성한다. 다만, 금융기관과 같은 

사적 대출자의 경우와 사채권자의 경우를 비교해 볼 때, 계약체결과정이

 

1064) Steinberg v. Kendig(In re Ben Franlkin Retail Stores), 225 B.R. 646, 655(Bankr. N.D. III. 1998); 

Welch et al(2019), GCL-386  

1065) North American Catholic Programing Foundation, Inc. v. Gheewalla, 930 A. 2d 92(Del. 2007)  

1066 ) 회사의 경영자들이 주주의 이익을 위하여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경우에 주주에

게 발생하는 이익보다 회사의 채권자들에게 발생하는 잠재적인 손실이 더 커서 회사

의 전체적인 가치가 감소하게 되는 상황을 부채의 대리인 비용(agency cost of debt)이라

고 한다(Jensen and Meckling(1976), pp.308-310).  

1067) Amihud et al(1999), pp.456-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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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계약체결후 계약에 대한 관리 및 계약의 재협상력에서 차이가 있고, 

사채권자의 경우 회사가 이미 정한 계약조건에 구속된다는 차이점이 있

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사채권자는 계약의 상대방이라기 보다는 주주

와 유사하게 이사에게 사채계약조건의 설정이나 계약의 이행여부에 대한 

의존성이 있으므로 이사는 사채권자에 대한 신인의무를 부담한다는 견해

도 있다. 이에 대하여 사채권자에 대한 이사의 특별한 신인의무를 인정

하기 어렵고 계약상 묵시적 신의성실의무를 통하여 사채권자를 보호하여

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본다.  

(가) 이사의 사채권자에 대한 신인의무 

사채권자 보호를 위하여 회사의 이사에게 신인의무를 부과하여야 한

다는 주장을 하는 대표적인 학자는 Lawrence Mitchell과 Morey McDaniel로 

각 주장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Mitchell은 이사와 사채권자간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이사가 사채권자

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는 수직적 관계(vertical relationship)와 이사가 주

주와 사채권자간의 이해관계를 공평하게 조정하여야 하는 수평적 관계

(horizontal relationship)를 구분하여 각각의 경우 이사의 신인의무(fiduciary 

duty)의 내용 및 사채권자의 권리행사방법을 제안한다. 수직적 관계에서 

신인의무가 인정되는 근거로는, 사채권자는 계약내용을 협상할 기회가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정한 사채조건에 의하여 구속을 받는데, 이는 

회사의 정관과 회사법에 정한 사항 이외에 별도로 권리구제수단이 없는 

주주와 입장과 유사하므로, 사채권자에 대하여도 주주의 경우와 같이 신

인관계를 부담한다고 본다.1068  사채계약체결 이후에는 사채권자는 주주에 

우선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지위에 있지만, 회사 경영진의 부

실경영으로 주주의 지분이 의미 없게 된 이후 원금손실을 볼 수 있고, 

 

1068) Mitchell(1990), pp.1177-1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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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경영진의 경영실패에 따라 투자손실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는 주

주와 같은 입장에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사채권자는 사적 대출의 채권

자와 같이 적극적으로 계약조건의 준수여부를 모니터링하고 계약을 재협

상할 위치에 있지 아니하므로, 사채권자는 사채계약 체결 이후에도 이사

에 대하여 재산관리를 맡긴 것과 유사하므로, 이사는 사채권자에게 신인

의무를 부담한다고 한다. Mitchell은 사채권자가 이사의 신인의무에 근거

하여 권리행사를 하기 위하여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집행

하기 위한 대표소송의 원고적격을 주주에 한정하지 않고 채권자로 확장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1069  또한, 주주와 채권자간의 수평적인 관계에서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의 이사의 신인의무의 내용은 회사의 자원배분을 

주주와 채권자간에 공정하게 배분하여야 하는 공정성(fairness)이 중심개

념이라고 한다. 즉, 사채권자가 이사를 통하여 집행되는 회사의 행위가 

사채권자의 합리적인 기대(reasonable expectation)(사채권자의 기대를 입증

하기는 어려우므로, 주로 거래의 합리성을 검토하게 될 것이다)에 부합

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하였으나, 이사는 그러한 행위에 정당한 사업목

적(legitimate business purpose)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 그러한 

거래는 주주와 사채권자간의 공정성이 결여된 것으로 본다. 그러한 경우 

사채에 대한 법정 채무불이행사유(forced default)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에게 사채의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한다.1070  

McDaniel은 이사에게 사채권자에 대한 신인의무를 부과하는 근거를 

신인관계의 형성에서 접근하지 않는다. 한편, 이사의 사채권자에 신인의

무는 채권자와 주주의 이익을 모두 보호할 수 있는 수준의 최적화된 사

 

1069) Mitchell(1990), pp.1186-1189   

1070) Mitchell(1990), pp.12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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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계약(optimal bond contract)을 도출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고 본다.1071 이

사에게 신인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사채계약에 사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건을 사전적으로 협상하여야 하는 비용을 줄일 수 있으므로, 이사의 

신인의무는 고비용의 계약체결의 대체재(substitute for costly contracts)가 된

다.1072  이사의 신인의무는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며, 회사의 이익은 주주의 이익과 사채권자의 이

익의 합이므로, 이사는 사채권자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즉 

사채의 채무불이행 위험을 높이지 않는 범위내에서) 회사의 가치를 증진

하는 행위를 하여야 한다. 1073  이사의 신인의무(fiduciary duty)는 주의의무

(duty of care)와 충성의무(duty of loyalty)로 구성되는데, 두 당사자(two 

principals)를 대리하는 경우 각 당사자에게 공정하게 행동하여야 할 의무

가 있으므로, 이사가 사채권자에게 손해가 되고 주주에게 이익이 되는 

행동(사채의 가치가 하락하고 주식의 가치가 상승하는 행위)을 하는 경

우에는 사채권자에 대한 신인의무위반이 있다고 간주할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이사의 사채권자에 대한 신인의무의 이행 여부는 한쪽의 이익을 

해하지 않으면서 다른 한쪽의 이익을 높이는 파레토 최적의 상태를 추구

할 의무를 실현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1074  사채권

자도 회사를 대신하여 이사에 대한 대표소송(derivative suit)을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1075 

(나) 계약상 통제를 통한 사채권자 보호 

 

1071 ) McDaniel(1986), pp.423-431. 최적화된 사채계약이란 적정한 수준의 제한약정을 포함

하여 회사의 주주와 사채권자의 이익이 모두 증가되는 행위는 제한하지 않으면서 사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과도한 위험거래를 금지하는 적정한 수준의 제한약정을 포

함한 사채계약을 의미한다.   

1072) McDaniel(1986), p.447  

1073) McDaniel(1986), p.448  

1074) McDaniel(1986), pp.449-450; McDaniel(1987-1988), pp.303-315  

1075) McDaniel(1986), pp.45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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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권자에 대한 신인의무를 주장하는 견해에 반대하는 견해는 사채

계약의 조건이 사채의 가격에 반영되고, 계약상 의무 이외에 구체적 내

용을 특정하기 어려운 채권자에 대한 신인의무를 강제적으로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사가 주주에 대한 신인의무와 채권자에 대한 신인의무가 충

돌하는 경우 행동기준이 모호해져서 회사의 의사결정에 대한 비효율이 

증가된다고 지적한다. 또한, 채권자에 대한 신인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소

송비용의 증가만 초래될 것이라는 이유로 회사에게 계약상의 의무 이외

에 채권자에 대한 신인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반대한다.1076  

신인의무의 구체적 내용에 대하여도 주주와 채권자의 이익이 충돌하

는 경우 이사는 두 주인(two masters)을 섬기는 상황에 직면하여 적절한 

행동기준을 찾기 어렵고 주주에 대한 신인의무는 채권자에 해가 된다는 

이유로 이행하지 않고, 채권자에 대한 신인의무는 주주의 이익에 해가 

된다는 이유로 이행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다.1077  

채권자에 대한 이사의 신인의무를 인정하지 않는 또 다른 근거로는 

회사채 투자자가 대부분 전문투자자(sophisticated investors)이기 때문에 이

사에게 별도의 신인의무를 부과하여 투자자를 보호할 실질적인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든다. 사채권자의 권리에 대한 대표적인 사건인 RJR Nabisco

사건 1078에서 뉴욕법원은 이사의 사채권자에 대한 신인의무 관련 쟁점에

서 RJR Nabisco의 경영진이 LBO를 위하여 추가적인 부채를 발생시켜 기

존의 사채투자자인 Metropolitan Life가 투자손실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회

사가 기존의 사채계약조건을 위반하지 않는 이상 사채권자에 대하여 별

도의 신인의무나 묵시적 신의성실의무에 따른 고려를 할 필요가 없다고 

 

1076) Kahan(1994-1995), pp.612 – 617; aarvey(1999), pp.1037- 1040 

1077) aarvey(1999), pp.1040- 1041  

1078) Metropolitan Life Insurance Co. v. RJR Nabisco, Inc., 716 F.Supp.1504(S.D.N.Y.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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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하였다.1079  본 사건에서 신인의무가 부인된 이유 중의 하나는 원고가 

전문성이 있는 금융기관이라는 점이 중요하게 작용하였을 것으로 평가되

고 있다.1080 

한편, 원칙적으로 발행회사와 사채권자의 관계는 신탁증서의 조건에 

따른 계약관계이지만, 계약의 문리해석에 한정하지 않고, 거래와 관련된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당사자의 의사를 파악함으로써 신탁증서의 작성 

당시 예상하지 않았던 사항에서 사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주

장도 제시되고 있다.1081 

Marcel Kahan 교수는 2002년 논문에서 사채권자의 원리금지급에 대

한 권리는 단체적으로 행사하여야 하는 단체적 권리가 아니라 사채권자 

개개인에게 속하는 개별적인 권리라는 전제하에, 개별 사채권자가 직접 

원리금지급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신탁증서상 개별권리행사금지조항(no 

action clause)을 완화하여 개별 사채권자가 직접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1082  한편, Kahan 교수는 2013년 논문에서 채권

자와 주주간의 대리인문제를 지적하고, 1083  채권자 보호의 일반적 방법으

로 채권자에게 계약상 제3자(주주, 이사, 다른 채권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에 유사한 권리를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채권자에 

대한 이사의 신인의무가 인정되지 않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제안이라고 

 

1079) 동 사건의 자세한 사실관계는 윤영신(1998), pp.333-334   

1080) aarvey(1999), pp.1042- 1044  

1081) 신탁증서의 현대적 해석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윤영신(1997), pp.265-285; 현대석 해

석을 주장하는 대표적인 학자들의 논의는 Bratton(1984), Bratton(1989), Brudney(1992), 

Tauke(1989)   

1082) Kahan(2002), pp.1085-1087 

1083) Adler and Kahan(2013), p.1775; 본 논문에서 Kahan 교수는 채권자의 권리를 물권적 권

리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보고, 계약상 제3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채권자의 권리공시 등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Kahan 교수는 채권자 

취소권, 사해행위 취소, 법인격 부인 등의 법리에 따른 채권자 보호가 충분하지 못함

을 지적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권리보호가 필요함을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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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있다.   

나. 영국법상 이사의 의무 

(1) 이사의 신인의무의 대상 

영국 회사법상 이사의 일반적인 의무의 대상은 회사이다.1084   회사에 

대한 의무의 구체적 내용은 계속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다. 이전에는 이

사는 주주의 단순한 대리인으로서 이사는 주주에 대하여 직접 충성의무

를 부담한다는 견해도 있었으나, 1897년 Salomon판결 1085  이후 이사는 회

사 자체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이 명확해졌다. 다만, 회사에 대

한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누구의 이익을 염두에 두어야 하

는가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단체로서의 주주 또는 현재 또는 미래의 주

주(the shareholders present and future)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

해되어 왔다.1086  

그러나,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고려하는 책임 있는 회사(responsible 

company)로서 주주 이외의 다른 이해관계자인 종업원, 공급자, 고객, 공

 

1084) Companies Act 2006, s 170(1)  

1085) Salomon v. A Salomon & Co Ltd [1897] AC 22 aouse of Lords; 동 판결은 회사의 법인격

에 대한 영국의 대표적인 판례로, 주주의 유한책임과 1인 회사를 인정한 판결이다. 동 

판결은 회사를 이용한 영국의 상업발전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사실관계를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가죽 제품의 제조 및 판매에 성공한 개인사업자였던 Salomon은 1892

년 자신의 사업을 법인화하기로 결정하고, 법인을 설립한 후, 동 법인에게 자신의 사

업을 39,000파운드에 매각하였다(이 가격은 당시 기준으로 보았을 때 상당히 과대평가

된 금액이었다). 한편, Salomon은 동 회사의 주식을 20,000 파운드에 인수하고, 나머지 

10,000파운드는 동 회사의 자산을 담보로 한 사채(debenture)에 투자하였다. Salomon의 

부인과 다섯 아들은 동 회사의 주식을 1주씩 명목상 취득하였다. 이후 회사의 경영이 

악화되어 사채권자에 의하여 선임된 관리인에 의하여 동 회사에 대한 도산절차가 진

행되었다. Salomon이 취득한 10,000파운드의 사채는 회사의 자산으로부터 변제를 받았

지만, 다른 후순위 무담보채권자들은 채권 변제를 전혀 받지 못하자, 후순위채권자들

은 Salomon이 사실상 회사의 실질적인 주인이라고 주장하면서 Salomon에게 변제를 요

구하였다. 1심과 2심은 모두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으나 최고 상급법원인 aour of 

Lords는 만장일치로 Salomon이 적절한 법 형식을 갖추어 회사를 설립하고 회사를 통하

여 사업을 영위한 이상, 회사의 채권자인 원고는 Salomon에게 별도로 사채에 대한 변

제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Davies and Worthington(2016), pp.29-31). 

1086) Worthington(2016), pp.336-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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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체의 이익도 고려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지난 30년간 제기되어 왔다. 

2006년 영국 회사법 제172조 제1항은 이사는 주주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for the benefit of its members as a whole) 회사의 성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행

동하여야 하며, 그러한 과정에서 의사결정의 장기적인 효과, 회사직원의 

이익, 회사의 공급자 및 고객과의 관계, 회사 영업이 공동체와 환경에 미

치는 영향, 높은 영업기준에 따른 회사의 명성 및 주주간에 공평하게 취

급하여야 할 필요성을 고려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다. 이러한 접근방법은 

이사가 회사의 이익을 고려할 때 주주를 중심으로 하는 접근방법을 유지

하되, 이사가 관련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범위내에서 다른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포용하는 방법으로 회사의 이익을 고려할 수 있다는 제고된 주주

가치(enlightened shareholder value)를 채택한 것으로 평가된다.1087  

영국 회사법 및 보통법상 회사에 대한 이사의 의무 중에는 채권자의 

이익을 고려할 의무도 포함된다. 1088  다만, 채권자에 대한 고려는 회사가 

도산의 위험이 없는 경우에는 문제되지 않고, 회사가 도산 상황이거나 

그에 근접한 경우에 이사의 회사법상 의무 또는 도산법상 부당거래

(wrongful trade)책임 1089으로 구체화된다. 회사법상 이사는 직접 채권자에 

대한 신인의무를 지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도산위기에 있는 경우 회사에 

대한 의무의 내용으로 채권자의 이익을 고려할 의무가 생기는 것으로 본

다.1090  이와 같이 영국 보통법 및 도산법상 재무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회

사의 이사에 대하여 채권자의 이익을 고려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사의 책임을 묻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

 

1087) Worthington(2016), p.337  

1088) Companies Act 2006 s 172(3); Lonroh Ltd v. Shell Petroleum Co Ltd [1980] 1 W.L.R. 627; 

Bilta(UK) Ltd v. Nzir [2015] UKSC 23  

1089) Insolvency Act 1986 s 214; 부당거래책임에 따라 도산법원은 회사의 이사가 도산을 피

할 수 있는 가망이 없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채권자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도산절차상 청산인이 이사에게 개인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문병순(2017), pp.171-236 

1090) Worthington(2016), p.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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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091  

(2) 채권자 이익 고려의무의 발생시점 

회사법 및 보통법상 채권자의 이익을 고려하여야 할 의무의 발생시

기는 도산시기 이전으로 이해되고 있다. Brady v. Brady 판결1092에서 법원은 

회사가 도산여부인지 의심이 들 경우 회사의 이해관계는 채권자의 이해

관계라고 설시한 바 있다. 이와 같이 회사법 및 보통법상 채권자의 이익

을 고려하여야 할 시기가 명확히 확립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러한 의무는 

도산법상 부당거래금지의무의 발생시기보다는 먼저 도래하는 것으로 이

해되고 있다.1093  

한편, 도산법상 부당거래책임의 발생시기는 회사가 도산을 통한 청산

절차를 피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가망성이 없다고 알았거나 알았어야 할 

시점에 발생한다. 1094  다만, 이사가 회사가 도산을 피할 합리적인 가능성

(no reasonable prospect of avoiding insolvency)이 없다고 안 시점에 항상 도산

절차를 개시할 의무가 있다고 해석하지는 않는다. 즉, 법원은 회사가 지

급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시점에 이르렀더라도 이사가 합리적으로 판단

하여 외부 투자자를 유치하여 회사의 도산을 피할 수 있었다고 본 경우

에는 도산을 피할 합리적인 가망성이 없다고 보는 시점을 6개월간 연장

한 사례도 있다. 1095  부당거래책임을 너무 빨리 적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회사의 도산 및 청산절차가 지나치게 조속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기 때

문이다.1096  다만, 도산을 피할 합리적 가망성이 없다고 인정된 이후 영업

을 계속하는 경우 이사는 부당거래책임조항에 의하여 계속적 거래에 따

 

1091) Paterson(2016a), pp.502-505 

1092) Brady v. Brady [1988] B.C.L.C. 20, 40 CA.   

1093) Davies and Worthington(2016), p.219  

1094) Insolvency Act 1986 s 214(3)  

1095) Re The Rod Gunner Organization Ltd [2004- 1 B.C.L.C 100  

1096) Re Continental Assurance Co of London Plc(No.4) [2007] 2. B.C.L.C. 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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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회사의 자산감소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다.1097  

(3) 채권자 이익의 고려기준 

회사의 재정적 어려움으로 이사가 채권자의 이익을 고려하여야 하는 

경우 이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채권자의 이익을 고려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정립되어 있지 않다.  

영국법원은 Collin Gwyer판결 1098에서는 채권자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으나, Bell Group Ltd판결 1099에서는 채권자와 

주주의 이익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사가 주주의 이

익도 고려할 수 있는지 여부는 회사의 재정적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회사의 재정상태의 악화 정도가 심각하지 않은 경우에는 채권자의 

이익을 고려하여야 하는 한편, 주주의 지분이 여전히 남아 있으므로 회

사가 영업을 계속하는 것이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1100  

2006년 영국 회사법 제174조상 이사의 주의의무(duty of care) 위반 여

부를 판단할 때는 이사에게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역량과 주의력 및 이사

가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 역량과 주의력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주의의

무위반 여부를 판단한다. 1101  동법 제170조상 이사가 회사의 성공을 촉진

할 신인의무는 회사에 대한 신의성실의무와 충성의무(duties of good faith 

and fidelity)를 명문화한 것으로 이사가 주관적으로 회사의 이익을 고려하

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1102  한편, 이사가 도산을 회피할 합리적 기

 

1097) Davies and Worthington(2016), pp.216-217  

1098) Colin Gwyer and Associates Ltd v. London Wharf(Limehouse) Ltd [2003] 2 B.C.L.C. 153; Re 

aLC Environmental Projects Ltd [2014] B.C.C. 337 

1099 ) Bell Group Ltd(In Liquidation) v. Westpac Banking Corp(No. 9) [2008] WASC 239; Facia 

Footwear Ltd v ainchliffe [1998] 1 B.C.L.C.   

1100) Davies and Worthington(2016), pp.220-221  

1101) Davies and Worthington(2016), pp.480-481 

1102) Davies and Worthington(2016), pp.504-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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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 없는 데도 불구하고 계속 거래를 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1986

년 도산법상 부당거래책임의 경우에는 객관적인 기준으로 위반 여부를 

판단한다. 다만, 도산이 임박하기 훨씬 이전에 발생하는 이사의 채권자 

이익 고려의무는 신인의무 위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원칙적으로 

이사의 주관적인 의도를 기준으로 위반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이사의 채

권자에 대한 신인의무의 위반여부는 그러한 지위에 있는 지적이고 정직

한 사람(intelligent and honest man)이 회사의 이익이라고 합리적으로 믿을 

수 있는 경우라면 실제로 채권자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신인의무 위반이 아니라는 Charterbridge판결 1103 의 기준을 채용하고 있

다. 1104  이와 같이 영국법원은 이사의 판단에 사후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자제하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법상으로 주주나 채권자가 

이사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용이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1105 

회사가 도산상황에 처하여 이사가 채권자의 이익만을 고려하여야 하

는 경우가 아니라 채권자와 주주의 이익을 동시에 고려하는 것이 가능한 

상황에서 이사의 신인의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즉, 회사가 재무적 어려움에 처한 경우 회사가 위험성이 있는 새로운 프

 

1103) Charterbridge Corp.Ltd v. Lloyds Bank Ltd [1970] Ch. 62. 동 판결의 사안은 다음과 같다. 

그룹내에 속하는 자회사의 이사가 도산위기에 처한 모회사의 은행에 대한 채무변제를 

위하여 자회사의 자산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한 경우에, 자회사의 이사가 자회사 자체

의 이익(자회사의 채권자의 이익)을 별도로 고려하지 않고, 그룹전체의 이익을 고려하

여 모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담보를 제공한 사안이다. 동 사건에서 법원은 이사가 자회

사의 이익을 별도로 고려하지는 않았지만 모회사의 도산을 피하는 것이 그룹전체에게 

이익이 되므로, 그러한 이사의 결정이 지적이고 정직한 이사의 행동기준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보아, 신인의무의 위반을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동 판결에 따라 원칙적으로 

주관적 의사를 기준으로 신인의무의 위반여부를 판단하지만, 이사가 회사의 이익을 위

한 특별한 고려를 하지 않은 경우 객관적 판단기준을 채용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Davies and Worthington(2016), pp.507-508 

1104) Davies and Worthington(2016), p.507  

1105) Paterson(2016a), pp.500-501; 법원이 이사의 대리인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다는 인식에 따라, 대형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이사의 대리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

완적인 해결책으로 주주와의 소통(communication) 및 정보제공에 전문성을 가지는 전문

적인 비상임이사를 선임하고, 또한 이사의 보수를 주식의 가치에 연계하는 방법을 채

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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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젝트를 시작할지, 어떻게 자본구조를 재조정할지 등에 대하여 주주와 

채권자의 이익이 대립하는 경우 이사의 행동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Andrew Keay는 법인이익극대화 및 지속가능성 모델(entity maximization and 

sustainability model, 또는 EMS)을 통하여 이사의 판단기준을 명확히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EMS의 요지는 이사의 신인의무의 대상은 독립된 개

체로서의 회사이지 주주가 아니라는 점에서 출발하여 이사는 회사의 이

익을 극대화하는데 목표를 두어야 한다고 한다. 회사의 이익은 회사에 

대한 투자자(investor)의 이익을 극대화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다. 여기서 

투자자의 범위는 주주나 채권자에 한정되지 않고, 직원이나 공급자, 지역

사회도 포함된다고 한다. EMS와 주주중심주의의 차이는 주주중심주의하

에서는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과정에서 다른 이해관계자의 이익이 

감소되는 선택(예를 들면 채권자에게 변제의 가능성을 줄어들게 하는 위

험한 프로젝트의 수행)을 할 수 있는 반면, EMS하에서는 모든 투자자에 

대한 기대 이익의 합계인 법인의 이익이 증대되지 않는 이상 프로젝트를 

수행하지 않는다. 한편, EMS와 이해관계자 이론의 차이점은 이해관계자 

이론은 이사가 모든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고려하는 선택을 하여야 하는 

반면, EMS하에서는 일부 이해관계자가 불이익을 입더라도 법인 전체의 

이익이 증대되는 선택(예를 들면 인건비가 비싼 지역에서 공장을 철수하

는 행위)이 허용된다는 점이다. 1106  EMS에 대하여는 이사에게 명확한 행

동기준을 제시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일정한 이해관계자의 손해로 다른 

이해관계자가 이익을 볼 수 있고, 이사의 주의의무(duty of care)가 규범적 

기초를 상실하고 완전히 경제적인 개념으로 변질된다는 비판이 있다. 1107 

Sarah Paterson은 원칙적으로 EMS모델을 지지하면서, 회사의 채무재조정

국면에서 이사의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개입되는 경우에는 이사의 의무기

 

1106) Keay(2008), pp.685-688, pp.696-697  

1107) Keay(2005), p.642; Lipson(2003), pp.12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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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여, 채무재조정을 위한 출자전환의 

결과 회사의 지배주주가 기존주주에서 채권자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이사

가 출자전환에 참여하는 경우, 이사는 기존주주와 채권자의 이익을 공정

하게 고려하지 않고, 새로운 주주가 될 채권자의 이익만을 고려할 수 있

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경우 이사가 회사를 위한 신인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이사가 회사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공정한 

판단절차를 준수하였는 여부를 먼저 입증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1108  

(4) 채권자의 권리구제수단 

이사가 채권자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 회사에 대한 신인의무 

위반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이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즉, 채권자가 이사에 대하여 직접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를 대표하는 자(주주나 회사, 또는 도산절차에서의 관리인)가 이사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이사로부터의 배상금은 회사의 재산이 된

다.1109   

영국 도산법상 이사가 부당거래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청산인의 신청

에 따라 법원은 이사에게 부당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분을 회사의 파

산재단에 기여하도록 할 수 있다.1110  여기서 이사의 책임여부의 판단기준

은 일반적인 지식과 전문성 및 경험을 가진 사람이 이사의 의무를 근면

하게 수행함에 있어서 합리적으로 적용되는 주의의무 및 당해 특정 이사 

개인의 지식과 경험에 비추어 회사의 손실을 줄이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1108) Paterson(2016a), pp.515-516에서 이사의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신인의무 위

반 여부의 판단기준으로는 적대대적 인수합병에서 이사의 신인의무 판단기준에 대한 

미국 델라웨어주 법원의 판결인 Unocal Corp.v. Mesa Petroleum Co 493 A2d-946(Del. 1985); 

Revlon Inc v. MacAndres & Forbes aoldings Inc. 506 A.2d 173(Del. 1986)의 기준을 참고할 것

을 제안하고 있다.     

1109) Davies and Worthington(2016), pp.221-222  

1110) Insolvency Act 1986, s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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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경우에는 부당거래책임을 부과하지 않는다.1111  다만, 도산법상의 부당

거래책임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회사의 청산인에 한정되

고, 1112  청산인의 입장에서 부당거래책임을 묻기 위한 소송비용의 조달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부당거래책임의 본질은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적 

성격이라기 보다는, 파산재단에 대한 보상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적극

적으로 활용되지는 않는다.1113 

다. EU구조조정지침상 이사의 의무  

(1) 이사의 신인의무의 대상 

EU구조조정지침은 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이사의 의무를 정하고 

있다. 즉, 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이사는 최소한 채권자의 이익, 주주

의 이익 및 다른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위하여, 도산을 피하기 위한 조치

를 취할 의무가 있고, 고의 또는 중과실로 회사의 존속가능성을 위협하

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1114  

(2) 채권자 이익 고려의무의 발생시점 

EU구조조정지침상 이사가 채권자 및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고려하여 

할 의무가 발생하는 시기는 도산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where there is a 

likelihood of insolvency)이다.1115  

(3) 채권자 이익의 고려기준 

이사는 도산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 주주 기타 이해관계

 

1111) Insolvency Act 1986, s 214(4) 

1112) Small Business, Enterprise and Employment Act 2015에 의하여, 중소기업의 경우 부당거

래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자를 관리절차의 관리인(administrator)으로 확장하였지만, 큰 

실효성은 없다고 한다.  

1113) Paterson(2016a), pp.503-504 

1114) DIRECTIVE(EU) 2019/1023, art. 19 

1115) DIRECTIVE(EU) 2019/1023, art. 19 



 

 

355 

자의 이익을 고려하여야 하여, 도산을 피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중과실로 회사의 자생력(viability)을 위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1116  다만, 사전적 구조조정을 촉진하거나 회사의 생존가능성을 높

이기 위한 경영판단을 하거나 합리적인 경영위험을 감수하는 것이 허용

되어야 한다. 회사가 재무적 어려움을 겪을 때, 이사는 도산을 피하기 위

하여 재무사정의 악화에 대한 조기경보에 따라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고, 

회사자산의 가치를 최대화하고, 중요자산의 손실을 최소화하며, 사업을 

재조정하고, 비용을 감축하며, 채권자와 조기 채무조정을 위한 협상을 시

작할 수 있다. 1117  도산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사가 채권자의 이익을 

고려하는 것의 예로는 이사가 회사의 자산을 염가로 매각하거나 일부 이

해관계자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이해관계자가 불공평하게 손해를 보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 등을 든다.1118 

(4) 채권자의 권리구제수단 

EU구조조정지침은 도산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사의 의무를 감독

할 기관, 이사의 책임기준 및 이사가 주의의무(duty of care)를 부담하는 

이해관계자인 채권자, 주주, 기타 이해관계자 중에서 이사가 누구의 이익

을 우선시할 지 여부에 대하여는 각국이 정할 문제로 남겨두고 있다.1119 

3. 상법의 검토  

가. 이사의 의무의 대상 

상법상 이사와 회사의 관계는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므로(상법 

제382조 제2항), 이사는 민법상 위임의 법리에 따라 회사에 대한 선량한 

 

1116) DIRECTIVE(EU) 2019/1023, art. 19  

1117) DIRECTIVE(EU) 2019/1023, whereas(70)  

1118) DIRECTIVE(EU) 2019/1023, whereas(71) 

1119) DIRECTIVE(EU) 2019/1023, whereas(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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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한다(민법 제681조). 나아가, 상법은 별도로 이

사의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를 규정하고 있다(상법 제382조의 2). 실제로 

이사의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의 내용을 판단함에 있어서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주체라는 명제에 따라 기계적으로 회사에 대한 이사의 충

실의무를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을 뿐만 아니

라 구체적인 사안해결에 도움이 될 만한 지침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사의 충실의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회사, 지배주주, 소

수주주, 기존채권자, 신규채권자, 기타 이해관계자의 이해관계가 불일치

할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이사들의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마련하는 조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1120  대법원은 이사

의 의무를 논함에 있어서 주주의 이익과 회사의 이익은 구분되는 것으로 

이사는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주주의 사무를 처리

하는 자의 지위에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1121  판례상으로도 이사

가 회사에 대한 의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채권자의 이익을 고려한 듯한 

것이 있지만, 1122  이사의 채권자에 대한 직접적인 의무를 인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나. 채권자 이익 고려의무의 발생시점 

상법의 해석상 회사가 도산에 이르지 않은 경우 이사는 적극적인 구

조조정 노력으로 회사의 주주의 이익도 증대하면서 채권자의 손실도 최

 

1120) 천경훈(2011), p.242  

1121) 대법원 2004. 6. 17.선고 2003도7645 전원합의체 판결  

1122 ) 송옥렬(2018), pp.1036-1037; 대법원 2005. 10. 28.선고 2005도4915판결; 동 판결은 배

임죄에 대한 것이기는 하지만, 1인 회사의 주주가 자신의 개인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회사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한 사건이다. 대법원은 회사의 대표이사는 이사회 또는 주

주총회의 결의가 있더라도 그 결의내용이 회사 채권자를 해하는 불법한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맹종할 것이 아니라 회사를 위하여 성실한 직무수행을 할 의무가 있으

므로 대표이사가 임무에 배임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주주 또는 회사 채권자에게 손해

가 될 행위를 하였다면 그 회사의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다고 하여 그 

배임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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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하거나 방지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채무재조정 조치의무는 기존의 

이사의 의무의 범위에 이미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1123  또한, 도산

에 근접한 상황에서는 회사의 이사는 채권자의 이익만 고려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주와 채권자의 이익 전체로 구성되는 의미에서의 회사

의 이익을 보호할 의무가 있고, 따라서 선관주의의 내용으로 회사 재산

의 감소나 회사 채권자의 손해확대를 방지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

다.1124  

다만, 도산상황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재무구조의 개선을 위하여 선

제적인 채무조정을 하는 경우, 이사가 도산의 위험성을 과대평가하여 사

채권자로부터 필요 이상의 양보를 받아내는 것(예를 들면, 사채가치를 

과소평가하여 과도한 원본감축을 하는 경우)이 이사의 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 이사는 회사 자체에 대하여만 의무를 부담한

다는 상법의 해석에 따를 경우, 채권자로부터 많은 양보를 받아낼수록 

회사의 이익이 커질 것이므로, 채무조정과정에서 법률이나 계약위반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사가 사채권자로부터 과도한 양보를 받아낸

다고 하더라도 이사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해석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회사와 대등한 협상력이 없는 사채권자와의 관계에서 이

와 같은 결론이 타당한지는 의문이 있다. 회사의 주채권은행 등 회사와 

대등한 협상력 및 전문성을 가지고 채무조정협상을 할 능력이 있는 금융

기관 채권자와 달리, 사채권자의 경우 주주나 다른 채권자와의 관계에서 

공평한 취급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사채권

자에 대한 채무조정이 사채권자집회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법원

의 인가절차를 통하여 사채권자를 보호하는 장치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사채권자에 대한 채무조정이 항상 사채권자집회를 통하여만 이루어지는 

 

1123) 김건식·노혁준·천경훈(2018), p.394; 김건식(2011), p.291  

1124) 김건식(2011), p.292; 한민(2015a), p.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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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도 아니고 법원이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내용을 대체하는 판단을 하는 

것도 용이하지 않으므로, 법원에 의한 사채권자의 보호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상법상으로도 2006년 영국 회사법 제172조을 참고하여 회사에 

도산 위험성이 있는 경우 이사는 사채권자의 이익도 고려할 의무가 있다

고 명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1125  

다. 채권자 이익의 고려기준 

도산근접상황에서 이사가 채무재조정 가능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회사에 대한 가치평가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회사의 청산가치 또는 

계속기업으로서의 가치는 가치평가방법에 따라 결과에 큰 편차가 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가치평가 방법은 대차대조표 기준과 현금흐

름에 따른 현재가치기준이 있는데 두 가지 모두 가치평가에 주관적 요소

가 개입될 가능성이 크다. 1126  따라서, 채무재조정 또는 도산절차 개시신

청 여부의 판단이 경영판단원칙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

하게 된다. 사채권자집회를 통한 채무재조정의 경우 사채권자의 일반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 결의의 기준요건은 일반적으로 청산가치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회사가 선제적인 구조조정을 하는 경우에 사채권자의 

입장에서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채무재조정의 기준을 일률적으로 청산가

치로 보는 것은 사채권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기준으로 생각된다. 이러

한 점에서 영국법원이 합의개편계획과 관련된 Bluebrook판결1127에서 회사

 

1125 ) 김건식(2011), p,299도 영국의 부당거래금지의무를 참고하여 도산근접상황에서 이사

의 의무를 상법상 명시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사의 도산신청의 지연문제 

뿐만 아니라 채무조정시 사채권자의 이익을 고려할 이사의 의무에 대한 근거규정으로 

2006년 영국 회사법 제172조를 참고하여 이사의 기본적 의무의 틀 속에 채권자의 이

익도 고려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문병순(2017)도 지연문제

에 대처하는 각국의 입법례를 소개하면서, 결론적으로 영국에서 도입하고 있는 “부당

거래책임”과 유사한 법적 책임을 입법적으로 도입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문병순(2017), 

pp.244-246).  

1126) Eidenmüller(2006), p.242  

1127) In the matter of Bluebrook Ltd and others [2009] EWaC 2114(Ch); 동 판결에 대한 자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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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가치를 청산가치 기준으로 보지 않고 계속기업가치를 기준으로 보고 

채권자들의 권리관계를 판단한 것은 시사점이 크다.  

라. 채권자의 권리구제수단 

한국에서도 파산상황에 임박한 회사 혹은 파산상태에 이른 회사의 

경우, 주된 쟁점 중 하나는 이사가 도산신청을 지연하는 경우 채권자가 

회사에 대하여 상법 제401조에 의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이다. 

상법 제401조는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자신의 임무를 게을리

하고, 그로 인해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발생하는 책임으로, 이사

에 의한 회사의 도산신청의 지연에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도산신

청 지연으로 채권자가 이사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이

다. 1128  따라서, 회사의 이사에게 도산신청을 지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

하여 이사에게 영국법상 부당거래책임과 유사한 책임을 부과할 것이 제

안되고 있다.1129  

마. 사채권자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조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회사가 사채에 대한 원금감축 등 채무조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이사에게 사채권자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고 사채

권자의 이익을 고려할 의무가 있는지에 대하여는 부정적으로 해석될 가

능성이 크다. 따라서, 사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사채권자가 합리적인 

 

논의는 제4장 제2절 2. 나. (2) 

1128 ) 김건식(2011), pp.275-276, pp.290-292에서는 현실적으로 도산임박회사의 경영자가 자

발적으로 재무구조의 조정에 나서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고, 특히 청산의 길을 택하는 

경영자는 찾기 어렵다고 지적하면서, 그 원인의 하나로 경영자가 채무구조조정을 선택

하는 경우에는 소유구조의 변동으로 경영자의 교체가 초래될 가능성이 크므로 경영자

가 자발적으로 적시에 재무구조의 조정이나 청산의 결단을 내리기 쉽지 않다는 것이

다. 따라서, 결국 도산신청등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상법 제401조는 중과실 

기준을 적용하므로, 현실적으로 제401조에 기한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

하고 있다 

1129) 문병순(2017), pp.49-50, pp.236-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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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결정을 하기 위하여 사채권자를 대표하는 자가 일반적인 정기공시를 

통하여 제공되는 재무정보보다 자세한 정보(회사의 현재의 재무상태와 

사업전망 등)를 취득하고 회사와 대등한 위치에서 적극적으로 사채권자

에게 합리적인 수준의 채무조정안을 협상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회사가 

선임한 사채관리회사는 채무조정국면에서 소극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일

반적이므로, 대표사채권자제도를 활용하여 회사와 사채권자간의 적극적

인 협상이 진행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채무재조정이 활발히 이

루어지는 미국이나 영국의 경우에도 채무재조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시적인 채권자협의위원회를 구성하고, 보유사채액이 큰 사채권자가 채

권자 채권자협의위원회에 참석하여 회사와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

인 관행이다.1130  

(1) 채무조정에서 사채관리회사의 한계  

상법상 사채관리회사의 경우 상법 제484조 제7항에 따라 권리보전행

위를 하거나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의하여 채무의 유예 등에 동의하기 

위한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내에서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채발행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고, 동조 제1항에 따라 사채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론적으로는 사채관리회사가 원금감축을 결의하는 사채권자집회

의 결의에 앞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 발행회사에 대한 조사를 행할 수 있

다. 하지만, 회사가 선임한 사채관리회사가 적극적으로 사채권자를 위하

 

1130) 미국의 경우 임시 채권자위원회를 Ad hoc creditor’s committee라고 하며, 법률상 근거

는 없다.  채권자위원회에 참석하는 사채권자는 다른 사채권자에 대한 신인의무를 부

담하지 아니하며, 채권자위원회는 전체 사채권자를 구속할 권한이 없지만, 채무조정의 

과정을 원활하게 진행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Olivares-caminal et al(2016), p.129); 영국

의 경우 채무조정과정에서 Coordinator and coordination committees를 두고, 채권자와의 협

상 및 의사소통을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위원회는 전체 채권자를 구속하는 권

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Olivares-caminal et al(2016), p.135-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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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회사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고, 발행회사와 채무조정안을 협상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실무적으로 사채관리회사는 채무조정에서 소극적인 

역할을 하는데 그치므로, 채무조정국면에서는 대표사채권자가 발행회사

와 협상에 참여하도록 하는 제도를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한국과 유사한 사채관리자제도를 두고 있는 일본의 경우에도 사채관

리자에게 사채권자의 대리인으로서 능동적인 역할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다. 예를 들어, 채무조정국면에서 능동적으로 업무를 하였

으나 채무조정이 성립되지 않는 등 결과가 좋지 않은 경우의 책임을 회

피하기 위하여 법률상 정해진 선관주의의무를 최소한 이행하는 범위에서 

발행회사에 대한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경우 사채권자에 대한 통지를 하

든지 사채권자집회를 소집하는 등의 업무를 하는데 그치고, 영업실적 악

화시에 능동적으로 회사로부터 정보제공을 요청하고 사채권자를 위하여 

채무조정을 교섭하는 역할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한다.1131 )   따라서, 이

에 대한 대응책으로 대표사채권자의 역할을 강화하여 사채권자의 이익을 

대변하도록 하자는 생각이 사업재생연구기구의 회사법 개정시안에도 반

영되어 있다. 1132  동 개정시안에 의하면 대표사채권자는 사채원금감축과 

관련된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대한 의사결정을 위하여 법원의 인가를 

받아 사채발행회사의 업무 및 재산상황을 조사할 수 있다.  

(2) 대표사채권자 제도의 개선 

상법상 사채권자집회는 해당 종류의 사채 총액(상환받은 금액은 제

외한다)의 500분의 1 이상을 가진 사채권자 중에서 1명 또는 여러 명의 

대표자를 선임하여 그 결의할 사항의 결정을 위임할 수 있다(상법 제500

조 제1항). 대표사채권자의 경우 사채관리회사와 달리 직접 사채를 보유

 

1131) 奥総一郎(2012), pp.42 

1132) 사업재생연구기구의 회사법 개정시안에 대한 논의는 제3장 제3절 2. 가. (4)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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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으로 발행회사와 채무조정에 관한 협상에 

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대표사채권자를 여러 명 선임하는 

것도 가능하므로(상법 제500조 제2항, 제502조), 다른 의견과 성향을 가

진 사채권자(예를 들면 금융기관 사채권자와 개인 사채권자)의 의견을 

공동으로 반영하여 회사와 협상을 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대표사채권

자 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첫째, 상법상 대표사채권자의 선임에 대하여 특별결의요건이 적용된

다(상법 제195조 제1항, 제434조). 대표사채권자는 사채권자집회에서 할 

결의를 갈음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상법 제498조), 현행 상법의 체계상으

로는 논리적인 구성이다. 그러나, 사채권자의 권리 변경, 특히 원금 감축

이나 지급조건의 변경과 관련된 결정은 사채권자에게 중요한 사항으로 

수탁자의 권한이 강력한 영미법계의 국가 및 대부분 대륙법계의 국가에

서도 사채권자집회에서 초다수결에 의한 결의사항으로 하고 있다. 이러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대표사채권자에게 사채권자를 위하여 채무조정단

계에서 발행회사와 채무조정조건을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되, 최

종적인 채무조정안의 승인은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의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1133  사채권자를 대리하여 발행회사와 채무조정안을 협상하는 것을 

대표사채권자의 주된 역할로 보게 될 경우에는 대표사채권자의 선임은 

특별결의요건이 아닌 보통결의요건으로 하여 그 선임을 용이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대표사채권자의 선임에 대하여 법원의 인가 요건을 유

지하는 것이 타당한지도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대표사채권자의 자격에 대하여 상법상 별다른 제한요건을 두

지 않고 있는데, 대표사채권자의 발행회사와의 거래관계나 기타 다른 지

 

1133 ) 상법상 사채권자집회의 특별결의 요건을 가중하여야 함은 제3장 제3절 3. 라. (2) 

(나)에서 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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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 인하여 대표사채권자와 사채권자 전체의 공동이익이 일치하지 않는 

이익충돌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대표사채권자의 자격에 대한 요

건을 설정하고 대표사채권자의 선임과정에서 대표사채권자와 발행회사간

의 관계를 공개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여 대표사채권자와 전체 사채

권자간의 이익충돌의 문제를 예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미공개중요정보의 취급문제 

대표사채권자 제도를 통하여 채무조정시에 회사가 대표사채권자와 

채무조정협의를 하는 경우 발행회사에 대한 미공개중요정보가 제공될 수 

있으므로, 대표사채권자가 회사의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여 발행회사

가 발행한 다른 증권을 거래할 수 없도록 제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만, 현행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의 이용금지의 적용을 받는 

증권은 상장주권 또는 이에 연계된 증권에 한정되고 채무증권 중에서 일

반사채의 경우 미공개중요정보의 이용금지행위의 대상증권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다(자본시장법 제174조). 그러나 일반사채를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행위의 대상증권에서 제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1134  일본의 경우 내부

정보를 이용하여 동 회사의 사채를 매매하는 등의 행위를 미공개정보이

용행위로 금지하고 있다. 또한 내부자의 범위에 회사의 회계장부를 열람

한 주주 등을 포함하고 있다.1135 

향후 자본시장법의 개정에 의하여 일반 사채에 대하여 미공개중요정

보 이용금지가 적용되게 되는 경우 대표사채권자가 미공개중요정보에 기

초하여 사채권자를 대표하여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사항을 결정하거나 사

채권자에게 채무조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자본시장법 위반이 

되는 것인지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경우 대표사채권자와 회사

 

1134) 김건식·정순섭(2013), p.413  

1135) 일본 금융상품거래법 제166조, 제167조; 山下友信·神田秀樹(2017)pp.310-311, p.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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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에는 정보의 비대칭이 없으므로 미공개중요정보를 가지고 있는 대표사

채권자의 협상 또는 의견제시행위는 미공개중요정보의 이용행위에 해당

하지 않을 것이다.1136  한편, 대표사채권자가 취득한 미공개중요정보를 다

른 사채권자에게 알리지 않는 이상, 다른 사채권자는 사채를 시장에서 

매매하는 행위가 금지되지는 않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대표사채권자가 

회사의 내부정보에 기초하여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채무조정안을 사

채권자에게 설명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내부정보를 그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였더라도 그러한 정보를 다른 사채권자와 공유하는 것은 금지되어

야 할 것이다.  

 

  

 

1136) 김건식·정순섭(2013), pp.415-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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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본 논문에서는 사채권자의 권리행사와 권리변경에 대한 이론적인 근

거를 검토하고, 비교법적인 검토를 통하여 사채권자의 권리행사의 기본 

틀과 회사의 채무재조정의 국면에서 사채권자의 권리변경의 규범을 규명

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에서 검토한 사항의 요지 및 필자의 주장은 다음

과 같다. 

 

1. 사채권자의 권리와 집단행동의 문제 

 

(1) 사채권자의 권리행사나 권리변경에 관한 의사결정을 개별 사채

권자에게 맡겨 놓으면 집단행동의 문제로 인하여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사채권자의 집단행동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신탁제도를 이용하고,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사채권자집회를 이용한다.   

 

(2) 사채권자의 권리행사 국면에서 사채권자에게 유리한 집단행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수탁자(또는 사채관리회사)가 단독으로 권한을 행

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입법례나 표준계약에 따라 채무불이행

에 대한 기한이익상실 선언에 대한 판단을 수탁자의 전권으로 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수탁자(또는 사채관리회사)의 권한이나 책임을 제한하기 위

하여 사채권자집회를 통하여 권리행사에 대한 지시를 하거나, 수탁자(또

는 사채관리회사)와 일정 사채권자 모두 권리행사의 권한을 가지는 경우

도 있다.  

 

2. 사채권자의 개별적 권리행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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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별 사채권자의 권리행사의 범위는 국가마다 다소의 차이는 있

지만 법률상 제한(예를 들면 신탁구조의 사용) 또는 계약상 개별권리행

사금지조항(no action clause)을 통한 제한이 없는 이상 원칙적으로 사채권

자는 개별적으로 권리행사를 할 수 있다. 만기가 도래한 사채의 원리금

지급청구권의 경우 개별 사채권자에 의한 권리행사가 허용된다. 사채계

약상 조기상환청구권의 행사와 같이 권리행사의 효과가 사채권자에게 개

별적으로 귀속되는 경우에는 개별적인 권리행사를 인정하는 것이 원칙이

다. 한편, 기한이익상실 선언과 같이 권리행사의 효과가 전체 사채권자에

게 미치게 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에는 사채관리회사의 권한으로 하여

야 한다.  

 

(2) 회사의 조직재편 및 지배구조변경시에 사채권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계약상 제한약정을 두거나 개별 사채권자에게 조기상환청구권을 

부여하는 경우가 있다. 입법례에 따라서는 조직재편시 채권자 일반의 이

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채권자 이의권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다. 상법상 

조직재편시 채권자 이의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사채권자의 경우 사채권

자집회의 결의에 의한 집단적인 권리행사만 허용하고 있다. 이는 집단행

동의 문제를 가중하는 것으로 채권자 이의권은 개별 사채권자의 권리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다만, 사채계약상 사채관리회사에게 채권자 이

의권의 행사를 위임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다.  

 

(3) 사채권자의 권리행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채권자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무기

명사채의 경우 사채권자간에 연락이 용이하지 않으므로 발행회사 및 사

채권자가 사채관리회사나 대체기관을 통하여 다른 사채권자에게 의사전

달을 할 수 있는 법률상, 계약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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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권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용이하게 하도록 상법 및 표준사채관리계약

상 업무재산조사권의 행사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3. 사채의 지급조건 변경의 방법과 절차 

 

(1) 교환공매매수(exchange offer)는 개별 사채권자의 의사결정에 따른 

사채의 지급조건변경의 대표적인 방법이다. 교환공개매수의 경우 사채권

자의 동의거부(hold out)로 인한 집단행동 또는 무임승차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 억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탈퇴동의(exit 

consent)와 결합된 교환공개매수제도가 발전해 왔지만, 탈퇴동의의 강압

적인 요소로 인하여 그 적법성에 논란이 있다. 탈퇴동의의 적법성 여부

에 대한 판단은 탈퇴동의의 강압성의 정도, 채무재조정을 위한 탈퇴동의

의 필요성 및 합리성, 다수사채권자에 의한 권리남용 여부에 따라 결정

될 것이다. 탈퇴동의와 결합되지 않은 단순교환공개매수도 사채권자집회

의 결의에 의한 채무재조정의 대안으로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사채권자집회나 도산법 기타 제도화된 채무재조정제도상 채권자

집회를 통한 지급조건변경은 사채권자의 집단적 의사결정에 의한 채무재

조정방법에 속한다. 상법상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사항에 대한 입법 연혁 

및 조문의 체계상 사채권자집회의 결의권한에 원본감축이 포함되어 있는

지에 대하여는 의문이 있다. 다만, 상법상 사채권자집회의 권한을 명시적

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사채조건상 명시되어 있는 

이상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의한 원본감축이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 있

을 것이다. 다수결 결의에 의한 지급조건변경은 다수사채권자에 의한 권

리남용의 위험이 있다. 다수결에 의한 소수사채권자의 권리침해를 완화

하기 위하여 사채의 지급조건변경에 대한 상법상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요

건을 외국의 입법례 및 국제적인 표준계약의 조건과 일관되게 초다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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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er majority)로 변경하여야 할 것이다. 사채권자집회의 특별결의요건 

가중 이외에도 발행회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계열사 등의 의결권을 제한

하여 발행회사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채무재조정을 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3) 도산절차 외에서 이루어지는 채무재조정을 위한 출자전환은 법

률적으로 사채권자의 개별적 신주인수에 의한 채무재조정 방법이지만,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의하여 출자전환의 조건을 정할 수 있다. 채무재

조정을 위한 출자전환의 경우 신주발행가격 및 출자전환되는 사채의 가

치평가에 대한 일률적인 규율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회사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이사가 적정한 신주발행가격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만기미도래 사채의 출자전환가격을 상계계약을 통하여 일률적으로 액면

가격으로 정하는 관행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 회사의 재무사정과 채무재

조정의 긴급성, 자본충실의 원칙, 사채의 시장가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이사와 사채권자간의 협의를 거쳐 정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4. 사채권자 권리의 실질적 보호  

 

(1)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대한 법원의 인가기준을 구체적으로 발

전시켜 사채의 지급조건 변경시 사채권자의 권리보호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사채권자집회 결의에 대한 법원의 인가기준은 도산절차 및 도산절

차 외의 채무재조정제도에서 발전되어 온 채권자보호기준을 참고할 수 

있다. 사채권자집회를 통한 권리변경의 경우 동일 종류의 채권자간의 평

등의 원칙, 다른 종류의 채권자와의 공정·형평의 원칙 및 청산가치보장

과 채무조정안의 경제적 합리성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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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채무재조정국면에서 사채의 지급조건을 변경한 결과, 사채권자로

부터 주주나 다른 채권자로 부의 이전(transfer of wealth)이 발생하는 부당

한 결과를 피하기 위하여 채무재조정시에 이사에게 사채권자의 이익을 

고려할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 현행 상법의 해석상 이와 같은 결론

이 당연히 도출되지는 않으므로 상법상 이러한 의무를 명시하는 것을 제

안하였다. 한편, 대표사채권자 제도를 활용하여 사채권자의 협상력을 강

화하기 위하여 대표사채권자 제도를 개선할 것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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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rcise and Amendment of Bondholders’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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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ng-Eun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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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ncing through the issuance of bonds in the capital markets is one of the 

company's important methods of financing along with obtaining loans from banks. 

With constant changes in industry structure and national and international economic 

environment, corporate debt restructuring is becoming a critical tool not only in 

times of economic or financial crisis, but also in normal business environment. 

Corporate restructuring encompasses restructuring of corporate bonds as well as 

restructuring of private debt from bank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legal 

framework for corporate bond restructuring in order to effectively protect 

bondholders’ rights.  

In this thesis, I have conducted a comparative review of law and legal principles 

in other countries such as the U.S., the U.K., Germany, Switzerland and Japan. 

Through such comparative review, I analysed legal and contractual frameworks for 

corporate debt restructuring and bondholders’ rights, which can be applied in 

interpreting the relevant Korean laws and regulations and in suggesting certain 

improvements to the Korean legal regime for corporate debt restructuring in order to 

effectively protect bondholders’ rights.  

In principle, bondholders should individually exercise their rights against 

company for each bondholder has a separate contractual relationship with the 

company. aowever, bondholders face collective action problem in enforcing the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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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ghts. While bond trustee system or bondholders’ meeting can be used as a solution 

to such collective action problem, such mechanism is not without limitation. 

Depending on circumstances, it is necessary to enhance individual bondholders’ 

rights when the collective action problem does not impact bondholders’ decision. For 

example, bondholders should be allowed individual rights to seek creditor’s 

protection in corporate merger and split, rather than exercising such right only 

through bondholders’ resolution as prescribed in the Korean Commercial Code. On 

the other hand, bond trustee’s authority under Korean standard bond contract should 

be expanded in order to address the collective action problem. Bond trustee should 

be able to exercise its acceleration rights in event of defaults in line with standard 

bond indentures developed in the U.S. and the U.K. I also proposed that legal 

mechanism permitting communication and coordination among bondholders be in 

place in order to enhance bondholders’ rights.  

When a company is faced with financial difficulties, early preventive 

restructuring is beneficial to both it and its bondholders as the company could avoid 

bankruptcy proceeding. aowever, due to the collective action and prisoner’s 

dilemma problems, preventive restructuring attempts relying on an individual 

bondholders’ decision could fail. In order to address such problem, restructuring 

technique employing exchange offer with exit consent has been developed in the U.S. 

as the 1939 Trust Indenture Act does not permit majority resolution by bondholders 

to amend payment terms of corporate bonds. On the other hand, civil law countries 

mainly rely on bondholders’ resolution for corporate bond restructuring. In Korea, 

debt to equity swap is prevalently used through bondholders’ resolution and new 

issuance of common shares. I have reviewed legal issues in each type of corporate 

debt restructuring in the context of protecting bondholders’ rights. In order to prevent 

abuse by majority bondholders, I proposed to adopt super-majority voting in 

bondholders’ resolution for amending the payment terms of corporate bonds. The 

courts should strengthen control of bondholders’ resolution through its approval 

process under the Commercial Code. In addition, I have reviewed if directors should 

have duty to bondholders in restructuring in light of relevant discussions in the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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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the U.K. and director’s duty articulated in the recent EU restructuring directive. 

I suggested that the Commercial Code specify director’s obligation to consider 

creditors’ interest in a corporate debt restructuring situation. In addition, I proposed 

that bondholders’ power to negotiate should be strengthened through the 

improvement of bondholders’ representative system. 

 

Key words: debt restructuring, bondholders, bond trustee, bondholders’ meeting, 

collective action, no action clause, exit consent, exchange offer, empty creditor, debt 

to equity swap, director’s duty to creditors  

Student number: 2006-3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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