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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및 분할 관련 채권자보호제도 개정 제안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법학박사  정  

논문요지

합병이나 분할을 통하면 회사채권자의 동의 없이도 소멸회사나 분할회사의 채무  계약을 합병존속회사나 분할

신설회사에 이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회사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해 상법은 채권자보호 제

도를 두고 있다. 합병에 해 채권자가 이의를 제출하면 회사는 해당 채권자에 해 변제, 담보제공, 신탁재산 설

정의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분할당사회사들은 분할  회사채무에 해 연 책임을 부담하거나, 채권자이의 

차를 거치는 신 개별책임을 부담하는 방식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채권자보호 제도는 

회사법 상 별도의 채권자보호 제도가 없는 미국은 물론 독일, 랑스, 국 등 유럽 국가들이나 일본, 국, 싱가

폴 등에 비해 상당히 강력한 편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채권자보호 제도는 합병이나 분할로 인하여 실제 채권가치가 하락하는지, 채권자 별로 어떠

한 향을 받는지와 계없이 일률 으로 용되고, 이의를 제기할지 여부가 채권자의 선택에 맡겨지기 때문에 이

로 인하여 과잉보호와 과소보호의 문제가 발생한다. 그 결과 보호의 필요성이 없는 채권자도 이의제기를 통해 조

기변제나 담보를 제공 받을 수 있는 반면, 정작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여 보호를 받

지 못할 수도 있다. 를 들어 하청업체와 같이 회사와의 거래 계나 상력을 고려할 때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운 

채권자나, 채권 발생 여부를 알지 못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는 불법행  피해자들은 행 제도를 통해 보호받

기 어렵다. 이의를 제기한 채권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담보 등 보호조치가 충분한지 여부에 해 회사와 채권자 

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합병이나 개별책임 방식에 의한 분할을 완료하는 것이 어렵다는 문제 도 있다. 우리

나라의 채권자보호 제도는 채권자보호라는 본래의 목 을 하게 달성하지 못하면서도 합병이나 분할 거래 진행

에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채권자보호 제도의 개편을 제안한다. 먼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으

로 인하여 실제 채권가치가 하락하는 채권자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채권자의 이의제출로 인하

여 합병이 무산되거나 장기화되는 것을 막기 해, 합병이 완료된 이후 이의를 제출하는 사후  방식으로 환할 

것을 제안한다. 이의권을 행사하는 것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채권자는 상법보다는 특별법 상 주주의 유한책임 제한 

등의 방법을 통해 보호하는 것이 효율 이다. 

분할당사회사가 개별 으로 책임을 부담하는 형태의 분할의 경우 앞서 본 채권자이의 제도와 련한 문제 이 

부분 그 로 문제된다. 이에 따라 개별책임 방식을 폐지하고, 분할당사회사들이 분할  채무에 해 공동으로 

책임을 부담하게 하되, 해당 채무와 련한 회사가 이를 우선 으로 변제하도록 연 책임 신 보증책임 방식으로 

환할 것을 제안한다.

검색용 주제어： 채권자보호, 채권자이의, 합병, 분할, 회사채권자, 리인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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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합병이나 분할 제도의 가장 큰 장 은 상 방의 동의 없이 인수 상 사업의 채무나 계약

을 법률에 의하여 포 으로 이 , 승계할 수 있다는 데에 있다. 수많은 채권자들이나 계

약 상 방이 존재하는 규모 회사 입장에서는 합병이나 분할이 신속하고 효율 으로 기업

구조를 재편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된다. 그런데 채권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포  승

계는 자신의 의사와 계없이 채무자나 계약상 방이 변경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상

법은 채권자들이 이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해 채권자보호 제도를 두고 

있다. 본 논문은 행 채권자보호 제도가 채권자들을 하게 보호하는지, 합병이나 분할

이 진행되는 데에 있어 불필요한 부담이 되지는 않는지를 검토하고, 새로운 안을 제시하

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합병 제도는 1963년 상법 제정 시에, 분할 제도는 1997년 말 외환 기 직후인 1998년

에 도입되었다. 채권자가 합병에 이의를 제기하면 회사가 변제, 담보제공, 신탁재산 설정

을 해야 하고, 분할의 경우 회사의 선택에 따라 연 책임을 부담하거나 개별책임을 부담하

는 신 채권자이의 차를 거쳐야 한다는 행 채권자보호의 틀도 이때부터 지 까지 유

지되고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이후 우리나라에서 수많은 합병  분할 거래가 이루어

졌고 각종 사례들과 학계의 연구결과가 많이 축 되었다. 합병의 경우 50여년, 분할의 경

우 20여년 넘게 유지된 우리나라의 채권자보호 제도가 과연 한지를 살펴볼 수 있는 좋

은 환경이 조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하에서는 먼 , 합병이나 분할을 통해 과연 회사채권의 가치가 채권자 별로 어떻게 변

화하고, 합병이나 분할 과정에서 주주가 어떠한 기회주의  행동을 하는지를 상세하게 검

토한다(II). 아울러 합병과 분할에 따라 채권가치가 실제로 어떻게 변화하고 주주와 채권

자 간, 채권자와 채권자 간에 부의 이 이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지는지를 살핀다. 이를 바

탕으로 행 채권자보호 제도가 과연 효율 인지, 즉 채권자보호라는 소기의 목 을 달성

하면서도 합병이나 분할을 추진하는 회사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는 않는지를 살피고, 이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의 순서로 개한다(III, 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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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회사채권의 특성과 주주의 기회주의  행동

1. 회사채권의 특성과 채권가치

(1) 회사에 한 채권과 개인에 한 채권의 비교

회사를 채무자로 하는 채권의 가치는 (i) 회사재산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와 (ii) 회사재산

을 주주와 채권자에게 어떻게 분배하는지에 따라 향을 받는다. 개인을 채무자로 하는 채

권과 비교하면, 채무자 재산의 증감에 따라 채권가치가 변할 수 있다는 에서는 동일하지

만, 채무자 재산의 분배 순서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을 경우의 책임에 해서

는 차이가 있다. 상법은 주주가 회사채무에 해 개인 인 책임을 부담하지 않게 하는 

신, 배당가능이익 제도, 자본유지원칙 등을 통해 채권자가 주주에 우선하여 회사재산으로

부터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개인에 한 채권의 경우 산이나 개인회생을 통해 채

무가 조정되지 않는 한 개인의 변제 책임에는 제한이 없고, 재산이 압류되지 않는 이상 개

인이 자유롭게 책임재산을 사용할 수 있다는 과 비된다.

주주나 채권자는 이러한 회사채권의 특성을 고려하여 행동양식을 결정한다. 따라서 합병

이나 분할을 통해 채권자가 어떠한 향을 받고, 주주가 어떠한 기회주의  행동을 할 수 

있는지를 알기 해서는 먼  회사채권이 어떠한 특성을 갖고 회사채권의 가치가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갖고 살펴보면 회사채권의 특성은 

다음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① 회사가 채권자에 지 할 원리  등 채무액은 확정되어 있다. 회사의 기업가치가 증가

한다고 하여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 할 액이 증가하지는 않는다.

② 채권의 가치는 회사의 채무불이행 는 지 불능 가능성에 의하여 향을 받는다.

③ 채권자는 회사재산에 해 선순 의 권리를 갖고, 채권 원리 을 과하는 회사재산은 

주주에게 귀속된다.

④ 회사가 지 불능이나 채무 과 상태에 이르더라도 채권자는 주주에게 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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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①과 ②는 개인  회사에 한 채권에 공통 으로 용되고, ③과 ④는 회사에 

한 채권에만 용되는 특성이다. 이하 항을 바꾸어 자세하게 살펴본다.

(2) 회사채권의 특성

① 채권자는 채무자와의 약정에 따라 사 에 약속한 일정한 부를 변제기에 지 받을 

수 있다. 회사에 자 을 여한 출계약의 채권자라면 미리 정해진 일정에 따라 원리 을, 

물품이나 용역을 공 한 자라면 지 일에 물품이나 용역 을, 회사로부터 물품을 구매하

거나 용역을 제공받기로 한 자라면 정해진 기일에 물품이나 용역 등을 회사로부터 받는다. 

이처럼 정해진 일정에 정해진 액을 받는 채권의 특성에 착안하여 재무 리에서는 채권자

가 받을 수 있는 원 과 이자를 상환일정에 따라 일정한 할인율로 할인하는 방식을 통해 

채권의 재가치를 산정한다.1)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 하여야 하는 부의 양은 사 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회사재산

이 증가한다고 하여 채권자가 더 많은 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2) 출채권자가 

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흐름은 회사의 사업이 성공하는지, 합병, 분할 등에 따라 기

업가치가 증가하는지 여부와 계없이 원리 을 그 상한으로 한다. 따라서 회사재산이 원

리  이상으로 안정 으로 유지되고 이를 용이하게 화할 수 있는 이상, 기업가치가 증

가하는지 여부는 채권자 입장에서 요하지 않을 수 있다. 체 기업가치를 증가시킬 가능

성이 있는 사업이더라도, 사업이 실패하는 경우 회사재산이 원리  이하로 하락할 가능성

이 있다면 채권자는 이를 선호하지 않게 된다.

② 회사와 채권자 간 약정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채무를 이행할 자력이 없다면 채권자는 

기 한 수익을 얻을 수 없다. 채권의 가치는 이자율과 변제기 같은 조건 이외에도 회사의 

채무불이행 내지 지 불능 가능성이 어떠한지  지 불능이 발생하는 경우 채권자가 회사

로부터 얼마를 회수할 수 있을지에 따라 향을 받는다.3)

이러한 을 반 하여, 출채권이나 사채의 이자율은 무 험수익률에 회사의 채무불이

행 험을 고려하여 산정한 수익률스 드를 더하는 방식으로 정해진다.4) 회사의 지 불

1) Brealey, Richard; Myers, Stewart & Allen, Franklin, Principles of Corporate Finance, 12th 

Edition, McGraw-Hill Education, 2016, p. 47; 박정식․박종원․조재호, 재무 리 제8 , 다산

출 사, 2015, 101면. 

2) 사채 에서도 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이익참가부사채 등과 같은 특수한 사채들은 기업가치가 증가할 

경우 더 많은 이익을 릴 수 있다.

3) 이외에 해당 채권 수익에 부과되는 세 , 채권의 유동성, 채권에 부착된 투자자의 환권이나 교환권( 환사

채의 경우), 회사의 조기상환권 등 계약조건에 따라 채권가치가 향을 받지만, 이 에서도 채권가치에 가

장 큰 향을 주는 것은 채무불이행 험(default risk)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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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 가능성이 높고 지 불능 시 채권자가 회수할 수 있는 액이 을수록 채권자가 원리

을 상환 받지 못할 험이 커지고 채권의 기 가치가 낮아지기 때문에, 채권자는 이러한 

험을 보상 받기 하여 이자율을 높게 책정하게 된다.

③ 채권자는 회사재산에 해 주주에 비하여 선순 에 있고,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상법은 채권자의 선순  권리를 보장하기 해 주주가 회사채권자에 앞서 회사재산을 가져

가는 행 를 엄격하게 통제한다. 주주가 채권자에 앞서 회사 재산을 가져갈 수 있는 배당, 

자기주식취득, 상환주식의 상환은 배당가능이익으로 그 재원이 제한되고, 자본감소와 같이 

자본 이나 자본 비 을 재원으로 하는 경우에는 채권자보호 차를 거쳐야만 주주가 채

권자에 앞서 회사재산을 받아갈 수 있다. 

채권자가 회사로부터 가져갈 수 있는 재산은 사 에 약정한 원리  등으로 한정되므로, 

이를 과하는 회사재산은 모두 주주의 몫이 된다. 주주에게 회사경 에 한 의사결정권

을 부여하는 것도, 주주가 이러한 잔존청구권자(residual claimants)로서 회사재산을 최

화할 유인을 갖고 있고, 이와 같이 회사재산이 최 화되는 것이 사회 으로도 효율 이

기 때문이라는 것에 근거를 두고 있다.5)

④ 주주는 회사가 지 불능 상태에 이르더라도 회사의 채무에 해 책임을 부담하거나 

추가 출자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주주의 유한책임 원칙이다. 변제되지 않은 회사채무에 

해 주주가 책임을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주주 입장에서는 회사가 지 불능 상태가 되는 

경우 회사의 잔존재산이 얼마인지는 요하지 않다. 주주는 사업실패에 따른 손실을 채권

자에게 일부 가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채권자에 비하여 험성이 높은 사업을 선호

하게 된다.6)

(3) 채권가치와 주식가치의 계

이상의 내용을 고려하면, 채권  주식의 기 가치   는 다음과 같은 수식으

로 나타낼 수 있다.

4) Brealey, Richard; Myers, Stewart & Allen, Franklin, Op. cit., p. 599; 박정식․박종원․조재호, 

앞의 책(주 1), 110면.

5) 박세일, 법경제학(개정 ), 박 사, 2000, 430면.

6) 주주의 유한책임 원칙에 따라 주주는 사업 험을 외부화채권자에게 일부 가할 수 있다. 송옥렬, 상법강의

(제9 ), 홍문사, 2019, 1162면. 회사의 의사결정권자인 이사나 주주들은 회사의 채무에 해 직  책임을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회사채무자는 개인채무자에 비해 더 험 선호 이다. Mülbert, Peter, “A 

synthetic view of different concepts of creditor protection, or: a high-level framework for 

corporate creditor protection”, European Business Organization Law Review 7(1)(2006), p. 

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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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채권의 원리 , 는 회사가 지 불능 내지 채무 과 상태7)가 아닐 경우

(  )의 기업가치, 는 지 불능 상태가 될 경우(  )의 기업가치, 는 회사가 

지 불능 상태가 될 확률(    )을 각각 의미한다. 회사가 지 능력이 있는 경우 채권

자는 약속된 원리 ()을 받고, 주주는 나머지 재산(  )을 받는다. 회사가 지 불능 

내지 채무 과 상태에 이르는 경우 회사재산 부()가 채권자에 귀속된다.

 수식을 보면, 채권가치는 회사의 지 불능 가능성()이 낮을수록, 그리고 지 불능 

시의 회사재산()이 클수록 높게 형성된다. 회사가 지 능력을 유지하는 경우의 회사재

산()이 얼마나 큰지는 채권자에게 별로 요하지 않다. 반면 주식가치는 회사가 지 능

력을 유지하는 경우의 회사재산()이 클수록 증가하고, 지 불능 가능성()이 낮을수록 

유리하지만, 일단 지 불능이 되면 지 불능 시 회사재산()의 크기가 어떠한지는 요

하지 않다.

이처럼 회사재산의 크기가 어떻게 변화하는가에 한 주주와 채권자의 이해 계는 일치

하지 않는다. 회사의 경 은 주주가 선임한 이사회가 수행하기 때문에, 주주는 자신의 이

익을 해 채권자의 이익을 희생하는 방향으로 기회주의 으로 행동할 유인을 갖는다. 이

른바 주주-채권자 간 리인 문제이다.8)

2. 채권자에 한 주주의 기회주의  행동

(1) 주주의 기회주의  행동

회사의 지 불능 가능성은 회사재산, 그 에서도 유동성이 높거나 안정성이 높은 

7) 회사의 자산이 채무보다 많아도 유동성이 부족하면 지 불능 상태에 처해질 수 있고, 채무가 자산보다 많은 

채무 과 상태여도 당장 변제하여야 하는 채무가 많지 않은 경우에는 지 불능 상태에 처해지지 않을 수도 

있다. 본 논문에서는 회사가 유동성 부족으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산 차에서 유동성이 낮은 자산을 

처분하여 화하 음에도 불구하고 채무 과 상태인 것이 확정되어 회사의 체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를 포 하는 개념으로 지 불능을 사용한다.

8) Smith Jr, Clifford W. & Warner, Jerold B, “On financial contracting: An analysis of bond 

covenants”,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Volume 7, Issue 2(1979), p. 118. 이를 회사와 회사

의 계약 상 방 간의 리인 문제로 보아도 무방하다. Kraakman, Reinier․Armour, John․Davies, 

Paul․Enriques, Luca․Hansmann, Henry․Hertig, Gerard․Hopt, Klaus․Kanda, Hideki & 

Rock, Edward, The Anatomy of Corporate Law(3rd Edition), Oxford, 2017, p. 30.

user
강조



합병 및 분할 관련 채권자보호제도 개정 제안 / 정준혁

저스티스 185

자산이 어들거나, 회사의 부채가 많아질수록 높아진다. 주주는 회사재산을 이거나 부

채를 늘리는 방법을 통해 사업 험을 채권자에게 가하고 채권자의 희생 하에 이익을 얻

을 수 있다.9) 여러 선행 연구들을 정리하면,10) 주주의 기회주의  행동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형태로 유형화할 수 있다.

① 먼  자산 희석화(asset dilution) 는 자산 인출(asset withdrawal)은 주주가 

채권자에 앞서 회사재산을 가져감으로서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행 를 말한다. 배당이

나 자기주식취득이 형 인 이고, 주주가 자기거래 등을 통해 회사재산을 가져가는 것 

역시 여기에 해당한다. 모두 채권자의 회사재산에 한 선순  권리를 침해하는 행 이다. 

회사의 책임재산이 어들기 때문에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높아지고, 채권자에게 손해가 된

다. 상법은 배당가능이익 규제나 자기거래 련 법리를 통해 이를 통제한다.

② 청구권 희석화(claim dilution)는 추가 차입 등을 통해 해당 채권과 동순  는 선

순 에 있는 채무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회사의 부채수 이 올라가므로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높아지고 채권자에게 손해가 된다. 회사재산은 유지되지만 부채가 늘어난다는 

에서 자산 희석화에 응된다.

③ 자산교체(asset substitution)는 유동성이 높은 자산을 유동성이 낮은 자산으로 교

체하거나 험이 낮은 사업 신 험이 높은 사업을 실행하는 행 를 일컫는다. 회사의 잔

존재산은 주주에게 귀속된다는 원칙과 주주 유한책임 원칙이 결합되면, 주주는 채권 원리

을 과하는 투자 성공으로 인한 몫은 자신에게 귀속시키고, 투자 실패로 인한 험은 채권

자에게 가하는 것이 가능하다. 험성이 낮은 자산을 높은 자산으로 교체한다는 에서 

자산교체라 하고, 과다투자(overinvestment) 는 험증 (variance enhancement)

라 부르기도 한다.

이는 앞서 본 수식을 통해서도 증명이 가능하다. 논의의 편의상 기존 투자안과 새로운 

투자안의 성공 가능성(  )과 지 불능 가능성()은 각각 동일하고, 주주와 채권자는 모

두 험 립 이라고 가정하자. 주주는 성공 시의 새로운 투자안에 따른 기업가치가 기존 

9) 구체 인 숫자를 통한 설명은 윤 신, “주주와 사채권자의 이익충돌과 사채권자의 보호”, 상사법연구 제17권 

제1호(1998), 314-317면; 송옥렬, 앞의 책(주 6), 1163면 참조.

10) Smith, Clifford W. & Warner, Jerold B., 앞의 논문(주 8); Myers, Stewart C., “Determinants 

of Corporate Borrowing”,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Volume 5(1977); Bratton, 

William W., “Bond Covenants and Creditor Protection- Economics and Law, Theory and 

Practice, Substance and Process”, European Business Organization Law Review Volume 

7(2006); 윤 신, 앞의 논문(주 9), 314-318면; 박 , “회사채 련 법제의 개선”, 상사법연구 제36권 

제1호(2017), 65-66면; 박 ․한민, 융거래와 법, 박 사, 2018, 297면; 송옥렬, 앞의 책(주 6), 

116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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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안에 따른 기업가치보다 크다면(∆  ) 새로운 투자안을 선택할 인센티 를 갖는

다. 앞서 살핀 것처럼 지 불능 시의 기업가치()가 어떠한지는 주주의 부에 향을 주

지 않기 때문에, 기존 투자안과 새로운 투자안의 성공 가능성이 같다면 주주는 성공 시의 

기업가치()가 어떠한지에 따라서만 자산교체 여부를 결정한다. 

그런데 주주가 선택한 투자안이 성공 시의 기업가치는 증가시키지만(∆  ) 지 불

능 시의 기업가치는 감소시킨다면(∆  ), 주주의 선택으로 인하여 채권자의 부가 침

해된다.11) 나아가 경우에 따라서는 주주가 자신의 이익을 해 체기업가치가 감소하는 

사회 으로 효율 이지 않은 투자안을 선택할 인센티 를 가질 수도 있다.12) 주주 유한책

임 제도가 사회 으로 비효율 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이다.

④ 과소투자(underinvestment)란 주주가 기업가치를 증 시킬 수 있는 노력을 기울이

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일단 지 불능 상태에 이르게 되면 지 불능 시의 기업가치가 

얼마인지는 주주의 부에 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새로운 투자안을 통해 회사가 지

불능 상태를 극복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지 불능 상황에서는 기업가치를 증 시킬 

수 있는 사회 으로 효율 인 투자안이라 하더라도 주주가 이를 추진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13) 회사에 해 회생 차가 개시된 경우 회사의 업무 수행권  재산 리권을 리

인에게 부여하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14)

(2) 합병, 분할과 주주의 기회주의  행동

합병이나 분할 과정에서도 주주는 각종 기회주의  행동을 할 수 있다. 주주의 기회주의

 행동은 회사재산이 충분하여 지 불능 가능성이 낮은 경우에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15) 

채권자에게 이 할 수 있는 사업 험이 제한 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 능력이 충분한 두 

회사가 합병하는 경우나 분할 후 분할회사와 분할신설회사가 모두 충분한 지 능력을 갖는 

11)  × ×에서 가 감소하므로  역시 감소하게 된다.

12) 체기업가치의 기댓값 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 

   수식에서 ∆ ×∆ × 인 경우, 즉 투자안 실패 시의 기업가치 하락폭에 발생확률을 곱

한 값(∆ ×)이 성공 시 기업가치의 증가폭에 발생확률을 곱한 값(∆ ×)보다 크다면 주주의 

선택에 따라 체기업가치의 기댓값이 하락할 수 있다.

13) Bratton, William W., Op. cit., p. 47.

14) 채무자 회생  산에 한 법률 제56조 제1항. Kraakman, Reinier․Armour, John․Davies, Paul․

Enriques, Luca․Hansmann, Henry․Hertig, Gerard․Hopt, Klaus․Kanda, Hideki & Rock, 

Edward, Op. cit. p. 135.

15) 송옥렬, 앞의 책(주 6), 1161면.



합병 및 분할 관련 채권자보호제도 개정 제안 / 정준혁

저스티스 187

경우에는 주주와 채권자 간의 이해상충이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반면 지 능력을 갖춘 회

사가 그 지 않은 회사를 합병하거나, 회사를 재무구조가 우량한 회사(good company)와 

그 지 않은 회사(bad company)로 분할하는 경우에는 주주의 기회주의  행동이 문제된

다.16) 이 경우에는 주주의 결정에 의하여 채권자의 이해 계가 크게 변화할 수 있다.

부실계열회사를 회생시키기 해 재무구조가 우량한 다른 계열회사와 합병시키는 사례

는 지 않게 발견된다.17) 어느 계열회사가 지 불능 상황에 처해진다고 하여 다른 계열

회사들이 그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로 인하여 다른 계열회사들

도 각종 불이익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우량계열회사의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것을 감수하

고도 부실회사와의 합병을 진행할 유인을 갖게 된다.

를 들어 지배주주나 계열회사가 부실계열회사의 채무에 해 각종 인 ·물  담보를 

제공한 경우 부실계열회사의 험이 지배주주나 계열회사에 직  이될 수 있다. 련기

업의 도산으로 회사의 신용이 하게 악화된 경우에는 기존 출채무에 기한이익상실 사

유가 발생할 수도 있다.18) 신용평가사들은 지배주주나 계열회사의 지원 가능성을 신용등

 결정의 요한 평가요소로 고려하기 때문에,19) 부실계열회사가 지 불능 상태에 처해

질 경우 체 계열회사의 신용등 이 하락할 우려가 있다.20) 실제로도 어느 계열회사에 

부실이 발생할 경우 주채권은행이 해당기업뿐만 아니라 해당 기업이 속한 그룹 체와 재

무구조개선약정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해당 부실기업뿐만 아니라 다른 계열

회사에 한 출에 제한이 발생하고 그룹 체의 신용등 이 하락하기도 한다.21) 수직계

열화가 이루어진 그룹의 경우에는 거래 계에 있는 계열회사가 지 불능 상태에 처해지는 

경우 다른 계열회사의 업활동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 이외에도 부실계열회사가 융

회사인 경우 해당 주주  계열회사들이 각종 융 련 인허가를 받는 것에 제약이 발생

하기도 하고,22) 때로는 지배주주의 경 실책을 감추기 하여 부실 계열회사와 우량 계열

회사 간의 합병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16) 노 , “회사분할시 채권자 보호의 기본 법리”, 회사분할의 제 문제, 소화, 2014, 223면.

17) 노 , “부실계열사 합병과 합병비율“, 상사법연구 제27권 제4호(2009), 238면.

18) 은행여신거래기본약 (기업용), 공정거래 원회 표 약  제1005호(2016. 10. 7. 개정) 제7조 제4항 

제6호 참조.

19) 한국기업평가, “KR 신용평가 일반론 II-1 신용등 결정구조에 한 이해”(2018. 8); 한국신용평가, “신용

등  결정구조”(2018. 6); 나이스신용평가, “신용평가일반론 – 기  1. 신용등  결정”(2015. 1). 우리

나라 신용평가사들은 기업집단 별로 신용평가보고서 등을 발간하기도 한다.

20) 계열회사의 지원가능성은 지원동기와 지원능력에 따라 결정되는데, 과거 지원실 의 유무는 지원동기를 

단함에 있어 고려요소가 된다. 나이스신용평가, “신용평가 일반론 – 기  5. 계열 계반 ”(2015. 1), 5

면.

21) 문호 ․김성민, “부실계열회사의 처리에 한 법  쟁 ”, BFL 제59호(2013. 5), 71면. 해당 논문은 계

열회사 부실 발생 시 다른 계열회사에 미치는 향에 해 잘 정리하고 있다.

22) 문호 ․김성민, 앞의 논문(주 21), 7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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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계열회사를 지원하는 방법으로는 지배주주나 계열회사에 유상증자, 자 여, 채무

보증 등이 있지만, 합병은  유출 없이도 부실을 해소할 수 있다는 에서 지배주주나 

계열회사 입장에서 손쉽게 선택할 수 있다. 문제는 이를 통해 상 으로 재무상황이 좋은 

회사의 소액주주나 채권자 등 이해 계자들이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데에 있다. 지배주주

의 부실계열회사에 한 지분율이 합병 상 방회사에 한 지분율보다 높거나, 부실계열회

사의 회생으로 인한 이익을 지배주주가 지배하는 다른 계열회사들이 리게 된다면 이러한 

이해상충은 더욱 심해진다.

분할의 경우에는 부실기업의 회생을 해 우량한 사업부분을 신설법인으로 분할하고 존

속회사를 도산시키는 형태가 주로 문제된다. 회사 내에 어느 한 사업부에 부실이 발생하여 

회사 체의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경우 이로 인한 자 조달의 어려움이나 비용 증가 등 불

이익은 회사의 다른 우량사업부에도 미치게 되고, 결과 으로 회사 체의 회생을 해할 

수 있다. 한 인수희망자가 회사 체보다는 회사의 우량사업부만을 인수하는 것을 희망

할 수도 있다.23)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우량사업부와 부실사업부를 분할하여 별개의 법

인으로 운 하고 신규투자자를 유치하여 채무액을 변제 받는 것이 채권자들에게 이익이 될 

수도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부실기업을 정리하고 채권 회수 가능성을 높이기 한 수단으

로 이러한 형태의 분할이 몇 차례 사용된바 있다.24) 채무자 회생  산에 한 법률은 

회생계획에 따라 채무자 회사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채권자보호 차 없이도 분할회사와 신

설회사의 연 책임을 배제할 수 있게 하여 회생 목  분할의 진행을 용이하게 하고 있

다.25)

채권단 자율 약 체제나 회생 차 하에서 이루어지는 부실기업 분할의 경우, 기존 주주

의 지분이 무상감자 등을 통해 소각되고 채권자들의 일부 채권이 주식으로 출자 환된 상

황에서 채권단이나 법원의 주도 하에 진행되므로, 채권자들 간의 이해상충은 별론으로 하

고 주주의 기회주의  행동이 개입할 여지는 크지 않다. 이보다는 주주가 채무를 회피할 

23) 를 들어 회생 차를 통해 분할을 실시한 우자동차 매의 경우 분할의 목 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 바 

있다 “회사가 원활한 회생을 도모하기 해서는 운 자 의 투입이 필요한데, 재와 같이 자동차 매 사

업부문과 건설 사업부문이 병존하는 상태로는 채무자 회사에 운 자 을 투입할 투자자를 찾기 어려우므

로, 워크아웃 차에서 추진 한 바와 같이 채무자 회사를 자동차 매법인과 건설법인  존속법인으로 분

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자동차 매(  우송도개발), 2012. 4. 9.자 사업보고서 참조.

24) 천경훈, “회사의 분할합병과 권리의무의 승계”, 민사 례연구(XXXV)(2013), 696면. 이 논문에서는 우

공업으로부터 우조선해양과 우기계공업(  두산인 라코어)을 인 분할하여 존속법인인 우 공업

은 산시킨 사례, 우로부터 우건설과 우인터내셔 (  포스코인터내셔 )을 인 분할한 뒤 존속법

인인 우는 산시킨 사례를 표 인 로 들고 있다. 이외에도 2012년 우자동차 매를 존속회사인 

우송도개발과 신설회사인 우자동차 매(  자일자동차 매)와 우산업개발로 인 분할한 사례도 이

러한 로 들 수 있다. 우송도개발로 사명을 변경한 존속회사는 법원의 산선고에 따라 2014년 해산하

게 된다.

25) 채무자 회생  산에 한 법률 제272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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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으로 분할을 하면서 분할회사나 분할신설회사의 사업연 성과 계없이 어느 한 회사

에 채무를 많이 부담시키는 경우나, 재무상황 악화가 상되는 상황에서 주주가 우량사업

부에 해서라도 경 권을 유지하기 해 분할을 하는 경우, 주주의 기회주의  행동으로

부터 채권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크겠다.26)

3. 채권자별 특성  응 방안

(1) 채권자에 한 향과 응 - 유형별 검토

채권자는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주주의 기회주의  행동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한다. 채무

이행 확보를 해 담보를 제공받거나, 합병이나 분할을 채권자의 사  동의 없이 진행할 

수 없도록 계약에 규정하는 방법 등이 표 이다. 그 지만 회사에는 출채권자, 상거래

채권자, 근로자, 불법행  피해자 등 다양한 채권자들이 존재하고, 채권자 유형별로 이해

계가 다름은 물론27) 합병이나 분할이 채권자에게 미치는 향도 다르므로, 채권자가 이

러한 기회주의  행동을 제한하기 해 사용하는 수단들도 채권의 내용, 채권자와 채무자

인 회사와의 계 등 여러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를 들어 회사에 해 상력

이 우월한 채권자는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합병이나 분할을 제한하는 각종 규정을 넣

을 수 있지만, 그 지 않은 채권자는 계약 조항을 통해 스스로를 보호하는 것이 쉽지 않다.

따라서 채권자들을 비슷한 권리, 의무를 갖는 하나의 집단으로 이해하고 이에 따른 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채권자 유형별로 합병이나 분할이 채권자들에게 

어떠한 향을 미치고, 채권자들이 어떠한 응방안을 강구하며, 상법이 어떠한 보호수단

을 제공하는 것이 한지를 살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1) 융기  등 출채권자  사채권자

회사에 자 을 여하는 출채권자나 회사가 발행한 사채를 인수하는 사채권자는 회사

의 신용등 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따라 큰 향을 받는다.28) 앞서 본 바와 같이 출채

26) 일본에서는 이를 남용  회사분할이라 칭한다. 우리나라와 달리 일본 회사법은 물 분할 분할존속회사의 

채권자에 해 보호수단을 제공하지 않으므로, 일본에서는 남용  회사분할로부터 채권자를 어떻게 보호할

지에 한 논의가 활발하다. 하정훈, “남용  회사분할에 한 일본에서의 논의 – 채권자 취소권과 부인권

을 심으로”, 회사분할의 제 문제, 소화(2014), 465-511면.

27) Kraakman, Reinier․Armour, John․Davies, Paul․Enriques, Luca․Hansmann, Henry․

Hertig, Gerard․Hopt, Klaus․Kanda, Hideki & Rock, Edward, Op. cit. p. 119.

28) 이러한 에서 “ 출은 [채무자의] 신용 험을 [ 출채권자가] 떠안는 거래인 신용공여(=여신)의 일종”으

로 볼 수 있다. 박 ․한민, 앞의 책(주 10), 67면에서 인용( 호 부분 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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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이나 사채의 이자율은 회사의 신용등 이 어떠한지에 따라 결정된다. 합병이나 분할 이

후 회사의 신용등 이 상승하면 채권자는 그만큼 이익을 얻고, 신용등 이 하락하면 손해

를 본다. 를 들어, 신용등 이 A+인 회사가 3년 만기 일반 무보증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용되는 리가 1.80%이고 BBB+인 회사에 용되는 리가 5.08%인 상황에서29) 합

병이나 분할 이후 회사의 신용등 이 A+에서 BBB+로 하락하면 채권자는  각 이자율

에 따라 수령할 수 있는 이자의 차액을 재가치로 할인한 액만큼 손해를 입게 된다. 사

채는 유통시장을 통해 비교  용이하게 화할 수 있으므로, 신용등  변화가 액 인 

측면에서 채권자에게 미치는 향은 직 이다.

따라서 출계약이나 사채인수계약에는 이러한 합병이나 분할 등에 비하기 한 각종 

조항들이 포함되는 것이 일반 이다. 를 들어 공정거래 원회의 여신거래기본약 에는 

결손회사와의 합병 등으로 인하여 하게 신용이 악화된 경우를 기한이익상실사유로 규

정하고 있고,30) 회사가 합병, 업양수도  요한 재산의 매각·임 를 진행함에 앞서 은

행과 사  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31) 국제 출계약에서도 인수·합병 등 구조조정을 

채권자의 동의 없이 실행할 수 없는 소극  확약(negative covenant) 사항으로 규정하

고, 지배주주의 지배권 변동(change of control)을 기한이익상실사유나 의무조기상환사

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다.32) 차주인 회사로부터 인 ·물  담보를 제공받는 것도 요

한 보호 수단이 됨은 물론이다.

2) 상거래채권자

상거래채권자가 채무자나 계약상 방을 선택함에 있어 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는 출

채권자나 사채권자와 다소 다르다. 회사로부터 물품이나 용역을 공 받는 채권자 입장에서

는, 회사의 신용 험 이외에도 물품이나 용역의 질, 구매처로서의 안정  공   계약 이

행 능력, 구매 후 하자보증 등 사후 리 능력, 이를 한 기술력이나 인 ·물  설비의 보

유 여부 등이 거래진행 여부  조건결정에 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회사에 물품이나 용

역을 공 하고 을 받는 채권자의 경우에는 회사의  지  가능성이 보다 요하지

만, 마찬가지로 구매하는 물품이나 용역의 양, 매처로서의 장기  거래 계의 유지 가능 

29) 한국기업평가, 2019. 8. 1. 등 별 리(http://www.rating.co.kr/disclosure/QDisclosure028.do) 

(2019. 8. 6. 최종 속).

30) 은행여신거래기본약 (기업용), 공정거래 원회 표 약  제1005호(2016. 10. 7. 개정) 제7조 제4항 

제6호 참조.

31) 여신거래약정서(I)(기업용), 공정거래 원회 표 약  제10007호(2018. 1. 30. 개정) 제11조 제2항; 

여신거래약정서(II)(종합통장자동 출  당좌 출용), 공정거래 원회 표 약  제10040호(2018. 1. 

30. 개정) 제9조 제2항.

32) 박 ․한민, 앞의 책(주 10), 10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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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와 같은 요소들이 요하다. 아울러 물품이나 용역을 공 받는 채권의 경우 성질 상 

이를 매각하는 것이 쉽지 않고, 채권의 경우에도 자산유동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화할 수는 있지만 출채권이나 사채만큼 유통성이 크지는 않다. 이러한 에서 보면 합병

이나 분할로 회사의 신용등 이 다소 변화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채무자의 생산설비가 압류

되는 등 계약이행 능력이 하게 해되지 않는 이상, 상거래채권자들의 느끼는 민감성

은 출채권자나 사채권자에 비해 덜하다.

상거래채권자들은 채권의 종류만큼이나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자신을 보호한다. 물품이나 

용역을 공 받는 채권자의 경우 공 자가 채권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가입

할 것을 요구하기도 하고, 을 받는 채권자의 경우 구매자로 하여  상품  이행보증

보험을 가입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 합병이나 분할 자체를 제한하는 규정을 계약서에 포함

하는 경우는 출채권이나 사채의 경우에 비해 덜 일반 으로 보인다.33) 

그 지만 실제 이러한 보호 장치를 강구할 수 있는지는 채권자의 회사에 한 상력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 상력이 낮은 채권자가 계약 상 과정에서 합병이나 분할로부터 자

신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하거나 상 방에게 이행보증보험 등 담보를 요청

하기는 쉽지 않다. 회사의 하청업체가 표 인 이다. 회사 입장에서 비슷한 물품이나 

용역을 공  받을 수 있는 다양한 거래처가 있거나, 입찰 등을 통해 공 업체를 선정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한 거래 행 상 이러한 조항을 넣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다. 

를 들어 실무에서는 규모계약의 경우에도 계약서 없이 간단한 발주서(purchase order)

에 의하여 계약이 이행되기도 한다. 이러한 에서 보면, 계약이나 보험 등을 통해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들이 존재하더라도, 이를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지는 채권자의 상력

에 따라 달라진다.

3) 근로자

합병이나 분할은 근로자에게도 큰 향을 다. 근로자는 어느 회사에서 어느 업무를 하

느냐에 따라 그 성과나 능력에 있어 큰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다른 채권자나 계약자와 

달리 채권이나 계약을 이 하거나 합병이나 분할을 이유로 근로 계를 종료하는 것이 실

으로 쉽지 않다. 분할의 결과 자신이 기존에 속하지 않았던 사업부가 속한 회사로 이

33) 를 들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한 법률에 근거하여 체결하는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기획

재정부계약 규 제415호, 2018. 12. 31. 일부개정) 등에는 계약상 방의 합병, 분할 등을 지하거나 이

를 계약해제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공정거래 원회의 각종 표 하도 계약서들 에서는 합병을 계약

해제 사유로 규정한 것도 있지만{ 를 들어 자동차업종 표 하도 계약서(2018. 12. 28. 개정) 제47조 

제1항}, 합병법인 등이 계약 상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것에 동의하는 이상 합병 등을 지하거나 계약해

제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들도 있다{ 를 들어, 제지업종 표 하도 계약서(2018. 12. 28. 개정) 

제5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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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분할  업무와 다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면, 해당 회사의 재무상황이 어떠한지 

여부를 떠나서 근로자에게 크게 불이익이 발생한다. 근로자가 임 채권의 보  등을 해 

회사를 상 로 채권자로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도 실 으로 쉽지 않다. 이처럼 근로자는 

계약이나 상법 상 채권자보호 제도만으로는 충분한 보호를 받기 어렵다.

이와 련하여 노동 련 법령은 최종 3개월분의 임 , 최종 3년간의 퇴직   재해보

상 에 해서는 사용자의 재산에서 최우선 으로 변제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외

의 임 , 퇴직 , 기타 근로 계로 인한 채권도 담보부 채권  이에 우선하는 조세, 공과

 등에 우선하여 변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근로기 법 제38조 제1항, 제2항, 근로자퇴

직 여보장법 제11조). 이외에도 임 채권보장제도를 통해 회사가 산하거나 회생 차개

시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근로자들에게 일정 범  내에서 체불임  등을 지 하고 있다

(임 채권보장법 제7조). 례는 근로자와의 의 등 차를 거친 경우 승계되는 사업에 

한 근로 계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도 분할신설회사에 승계된다고 보면서도, 특별한 사정

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분할회사에 잔존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34) 이

처럼 합병, 분할과 련한 근로자의 권리는 상법 상 채권자보호 제도에 의존하기보다는 노

동 련 법령  례 등에 의하여 별도로 보호되고 있다.35)

4) 불법행  피해자 등 비자발  채권자

불법행  피해자 등 본인의 의사와 무 하게 회사의 채권자가 되는 자를 비자발  채권

자라 한다. 비자발  채권자는 회사와 사 에 상을 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아  존재하지 않는다는 에서 앞서 본 자발  채권자들에 비해 법령에 의한 보호 필요성

이 크다.36) 실제 채권자이의 제출의 기회가 주어지더라도, 합병이나 분할 당시 해당 채권

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권리를 행사하기 어렵다는 문제 도 있다. 

특히 기술의 발 으로 환경오염 등 불법행 로 인한 손해의 규모가 례 없이 커질 수 있

다는 에서 불법행  피해자 등 비자발  채권자에 한 보다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

다.37)

34)  2013. 12. 12, 2011두4282 등.

35) 일본에서도 특별법인 회사분할에 수반하는 근로계약의 승계등에 한 법률(会社分割に伴う労働契約の承継
等に関する法律)을 통해 근로자를 보호한다. 근로자는 자신이 어느 업에 주로 종사하 는지 여부에 따라 

해당 업이 귀속되는 회사로 이 하거나 잔존하는 것을 요청할 수 있다.

36) 노 , 앞의 책(주 16), 223면.

37) 불법행  발생 가능성이 있는 사업을 별도의 자회사로 두는 방법 등을 통해 불법행 로 인한 책임을 회피

할 수 있기 때문에, 회사의 불법행  채무에 해서는 주주의 유한책임을 제한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Hansmann, Henry & Kraakman, Reinier, “Toward Unlimited Shareholder Liability for 

Corporate Torts”, Yale Law Journal Volume 100(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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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채권자보호 법제의 필요성  한계

회사 입장에서 보면 합병이나 분할의 가장 큰 장 은 회사채권자나 계약상 방의 동의 

없이도 회사채무나 계약을 포 으로 이 , 승계할 수 있다는 에 있다.38) 합병이나 분

할 제도가 없더라도 채권자나 계약상 방의 개별 인 동의를 받아 회사의 자산, 부채, 계

약 등을 이 하는 방법으로 비슷한 경제  효과를 가져 오는 것은 물론 가능하다. 그 지

만 이러한 동의를 얻지 못하는 경우 거래 자체를 추진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업·자산양

수도 방식은 합병이나 분할에 비해 거래의 확실성이 떨어진다. 를 들어 융기 39)이나 

이동통신사업자나 유료방송사업자와 같이 수많은 가입자나 고객을 보유하는 회사의 경우 

개별 인 동의를 받아 계약을 양도하는 것 자체가 실 으로 어렵다.

이는 채무인수의 경우 채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민법 제453조  제454조의 규

정과, 계약이 의 경우 계약상 방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원칙40)에 한 한 외에 

해당한다.41) 상법이 합병이나 분할과 련하여 채권자보호 차를 두고 있는 주된 이유도 

여기에서 비롯된다.42)

그 지만 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채권자들은 그 유형별로 처해진 상황이나 여건이 서

로 다르다. 계약이나 담보 확보 등을 통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채권자가 있는가 하면 

그 지 않은 채권자도 있다. 채무자의 신용등 이 무엇보다도 요한 채권자가 있는가 하

면 이보다는 채무자의 사업능력이나 거래 계 등이 요한 채권자도 있다. 이러한 구체

인 상황에 한 고려 없이 모든 회사채권자들에게 일률 으로 같은 보호 수단을 법률이 제

공하는 것은 하지 않을 수 있다. 

특히 법령에 의한 보호가 필요한 채권자는, 상력이 낮아서 회사와의 사  상을 통해 

계약이나 담보 등의 수단으로 스스로를 보호하기 어려운 채권자나, 불법행  피해자와 같

38) 노 , 앞의 책(주 16), 232면.

39) 다만 부실화된 융기 의 경우 융산업의 구조 개선에 한 법률에 따른 융 원회의 계약이 결정에 

따라 개별 인 계약 이  차 없이 계약을 이 할 수 있다( 융산업의 구조 개선에 한 법률 제10조 제1

항, 제14조 제2항). 보험회사도 책임 비  산출의 기 가 같은 보험계약의 부를 포 하여 다른 보험회

사에 이 할 수 있다(보험업법 제140조 제1항).

40)  1987. 9. 8, 85다카733, 734(“계약인수는 그로부터 발생하는 채권채무의 이 외에 그 계약 계로

부터 생기는 해제권 등 포 인 권리의무의 양도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그 계약은 양도인과 양수인  잔

류당사자의 동시 인 합의에 의한 3면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통상 이라고 할 수 있으나 계당사자 3

인  2인의 합의와 나머지 당사자가 이를 동의 내지 승낙하는 방법으로도 가능하다“) 외 다수.

41) 계약이   상 방의 동의와 련한 상세한 연구로는 이동진, “계약이 의 연구 – 상 방의 동의 요건의 

기능과 치를 심으로”, 서울 학교 법학 제53권 제1호(2012).

42) Veil, Rüdiger, “The German Law on Transformation – Principles and Experiences after 20 

Years of the Codification of German Transformation Law”, in Issues and Challenges in 

Corporate and Capital Market Law: Germany and East Asia, Mohr Siebeck(2018), p.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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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애당  회사와 사  상을 할 수 없는 채권자들이다.43) 상법 상 채권자보호 제도는 이

러한 채권자들을 주주의 기회주의  행동으로부터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이 맞춰져

야 한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합병과 분할에 한 우리나라의 채권자보호 

제도가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는지를 순서 로 검토한다.

Ⅲ. 합병 련 채권자보호 제도의 검토

1. 합병과 채권가치의 변화

합병이 이루어지면 합병 이후의 지배주주의 경 능력, 존속회사의 운   시 지 효과

의 실  여부 등에 따라 기업가치가 변화하고, 합병 과정에서 존속회사와 소멸회사의 재산 

상황  지 불능 가능성, 반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에 따른 회사 재산의 유출 액 등에 

따라 주주와 채권자 간  채권자와 채권자 간에 부가 이 된다. 

그런데 자의 경우, 당  상했던 시 지 효과가 발생하지 않고 오히려 비용이 증가함

으로써 기업가치가 하락하 다고 하여 상법이 이러한 회사채권자를 보호해야 하는지는 분

명하지 않다. 이로 인한 채권가치 하락은 비단 합병뿐만 아니라 회사를 경 하는 과정에서 

항상 발생하기 때문이다. 를 들어 회사의 규모 설비투자 결정이 결과 으로 잘못될 경

우 회사재산  채권가치에 부정 인 향이 발생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 

국가의 법령  규모 설비투자에 한 의사결정이 있는 경우 채권자보호 수단을 제공하

는 입법례는 없다. 합병을 통해 회사의 지배주주가 변경되면 지배주주의 경  능력에 따라 

기업가치가 변동될 수 있지만, 지배주주의 변경을 이유로 상법이 채권자에 해 보호수단

을 제공하지는 않는다. 합병 이후 기업가치의 변화 가능성만으로 상법이 채권자에게 보호

수단을 제공하는 것은 제도의 정합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44)

따라서 이하에서는 합병 자체로 인하여 구조 으로 채권자의 부가 어떻게 변화하는

지를 살핀다. 주주의 기회주의  행동 방지  채권자보호 측면에서도 후자가 보다 

요하다.

43) 최소 자본  제도 등 자본  련 제도들이 이러한 채권자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기도 한다. 

Cahn, Andreas & Donald, David C., Comparative Company Law: Text and Cases on the 

Laws Governing Corporations in Germany, the UK and the USA, Cambridge, 2010,  p. 221.

44) 회사의 운 에 따른 가치의 변동으로부터 채권자를 보호할 필요는 없다는 에서, Mülbert, Peter, Op. 

cit., p. 370.

user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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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주와 채권자  채권자와 채권자간 부의 이

합병을 통해 채권가치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이해하기 해 간단한 사례를 살펴보자. 

A사는 8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고 6원의 원리  상환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A사가 수행

하는 사업이 성공할 경우 A사의 회사재산은 12원이 되지만, 실패하면 4원이 되고, 성공확

률은 50%라고 하자. 한편 B사는 6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고 4원의 원리  상환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B사업이 성공할 경우와 실패할 경우의 회사재산은 각각 10원과 4원이 되

고, B사업의 성공확률 역시 50%라고 하자. 각 사업의 성공여부에 따른 A사  B사의 

체자산가치, 채권가치  주식가치는 각각 다음 표와 같이 된다.45)

A사(부채6) 성공(50%) 실패(50%) 기 값

체자산 12 4 8

채권가치 6 4 5

주식가치 6 0 3

B사(부채4) 성공(50%) 실패(50%) 기 값

체자산 10 4 6

채권가치 4 4 4

주식가치 6 0 3

이러한 상황에서 A사와 B사가 합병을 추진한다고 하자. 논의의 편의상 A사업과 B사업 

간에는 아무런 련이 없어서, A사업이 성공하는지 여부와 계 없이 B사업의 성공가능성

은 여 히 50%이고, 합병으로 인한 시 지 효과나 거래비용 등은 없다고 가정하자. 아울

러 A사와 B사에 한 채권들은 모두 무담보채권으로서 동순 에 있다. 이 경우 합병법인

의 체자산가치, 채권가치  주식가치는 다음 표와 같이 된다.

합병법인
(부채10)

A,B 모두 
성공(25%)

A성공/B실패
(25%)

A실패/B성공
(25%)

A,B 모두 
실패(25%)

기 값

체자산 22 16 14 8 15

채권가치 10 10 10 8 9.5

주식가치 12 6 4 0 5.5

45) 표에서 A사업이 성공하는 경우에는 먼  채권자가 먼  원리 (6원)을 받고 나머지 재산(6원)을 주주가 

받지만, 실패하는 경우 회사의 모든 재산(4원)은 채권자에게 귀속되고 주주는 아무런 재산도 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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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A사 채권가치와 B사 채권가치의 합은 9원(A사 채권가치 5원, B사 채권가치 

4원)이었지만, 합병 후 체채권가치는 9.5원으로 0.5원 증가하 음을 알 수 있다. 반

면 주식가치는 합병 의 6원(A사 주식가치 3원+ B사 주식가치 3원)에서 5.5원으로 

0.5원 감소하 다. 합병으로 주주의 부 0.5원이 채권자들에게 이 되었음을 알 수 있

다.46)

 사례에서처럼 서로 다른 흐름을 갖는 두 회사가 합병을 하면 각 사업 흐름의 

움직임이 서로 상쇄되어(상 계수=0)47) 회사가 지 불능에 처해질 가능성이 낮아지고 

채권가치가 상승한다. 사업 포트폴리오에 의한 분산효과(diversification effect)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만일 두 사업이 서로 보완 계에 있어서 어느 사업이 실패하는 경우 다

른 사업이 반드시 성공하는 계에 있다면(상 계수=-1) 채무불이행 험은 더욱 어들

고 채권가치는 더욱 상승한다.48) 반면 두 사업의 흐름이 서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

다면(상 계수=1) 이러한 험분산효과는 어들거나 아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49) 

채권자 입장에서는 사업 연 성이 은 회사 간에 합병을 하는 것이 지 불능의 험성을 

이는 데에 도움이 된다.

46) 따라서 합병을 결정하는 주주 입장에서는 합병으로 인한 시 지 효과로 인한 주식가치의 증가분이 어도 

0.5원 이상이 되어야 와 같은 합병을 추진할 인센티 를 갖게 된다. 본문에서는 논의의 편의상 합병으로 

인한 시 지는 없는 것으로 가정하 지만, 시 지를 반 하더라도 사업 험의 분산효과를 통해 시 지로 

인한 체기업가치의 증가분  일부가 채권자에게 이 할 수 있다. 이외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재무구조

가 우량한 회사가 부실계열회사와 합병하는 경우, 합병 자체로는 우량회사의 주주가 손해를 입을 수도 있

으나 부실계열회사가 지 불능이 될 경우 체 그룹에 미치는 부정 인 향 등을 고려할 때 우량회사의 

희생 하에 합병을 진행하는 것이 그룹의 지배주주 입장에서는 이익이 될 수 있다.

47) 재무 리에서는 두 투자안의 수익률 변동이 서로 어떠한 련이 있는지를 공분산(covariance)과 공분산을 

각 투자안의 표 편차로 나  상 계수(correlation coefficient)를 통해 지표로 나타낸다. 두 사업의 수

익률 간에 아무런 계가 없는 경우 상 계수는 0이 되고, 항상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우와 항상 반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우에는 상 계수가 각각 1과 –1이 된다. 박정식, 박종원, 조재호, 앞의 책(주 1), 

191-192면.  사례의 경우 X사업과 Y사업의 상 계수는 0이다.

48) 본문의 사례에서 A사업이 성공하면 B사업이 실패하고(발생확률 50%), B사업이 성공하면 A사업이 실패

한다면(발생확률 50%) 어느 경우든 회사재산은 원리  10원 이상으로 유지되고 지 불능 가능성은 사라

진다. 이 경우 체채권가치는 9원에서 10원으로 1원 증가하고, 체주식가치는 1원 감소한다.

합병법인(부채10) A성공/B실패(50%) A실패/B성공(50%) 기 값

체자산 16 14 15

채권가치 10 10 10

주식가치 6 4 5

49) 아래 표에서처럼 체채권가치와 체주식가치는 합병 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합병법인(부채10) A성공/B실패(50%) A실패/B성공(50%) 기 값

체자산 22 8 15

채권가치 10 8 9

주식가치 12 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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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이 은 채권자 사이에서도 이루어진다.  사례에서 A사와 B사 채권자는 합병 후 

동순 에 있으므로 체 채권가치 9.5원  5.7원(9.5원×6원/10원)은 구 A사 채권자에

게, 3.8원(9.5원×4원/10원)은 구 B사 채권자에게 각각 귀속된다. A사 채권자의 부는 합

병  5원에서 5.7원으로 0.7원 증가한데 비해 B사 채권자의 부는 4원에서 3.8원으로 

0.2원 감소하 다.

이러한 채권자간 부의 이 은 A사업이 B사업보다 험성이 높기 때문에 발생한다. A사

업의 경우 실패 시 회사 재산이 채권원리  이하로 하락하지만 B사업의 경우는 그 지 않

았다. 합병법인의 사업이 B사업의 사업보다 험해졌다는 에서 앞서 본 자산교체(asset 

substitution)의 일종으로 이해하면 된다. 합병법인의 부채비율(10원/4원=250%)이 B

사의 부채비율(4원/2원=200%)보다 높아졌기 때문으로도 이해할 수도 있다. 동순 의 

채무가 증가한다는 에서 청구권 희석화(claim dilution)에 해당한다.

반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한  유출도 채권가치에 요한 향을 미

친다. 회사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한 주식 을 지 함에 있어서는 배당가능이익의 

제한을 받지 않고, 자본감소와 같이 채권자보호 차를 거칠 필요도 없다.50) 이러한 에

서 주식매수청구권 지 은 회사재산에 한 채권자의 선순  권리 내지 우선변제권에 

한 외로 볼 수 있다. 주주가 채권자에 앞서 회사 재산을 가져가므로 채권자에게 손해

가 발생할 수 있고, 앞서 본 자산 희석화(asset dilution)에 해당한다.51) 합병 가로 주

식 신 이나 그 밖의 재산을 지 하는 교부  합병의 경우에는 이러한 상이 심화

된다.

(2) 정리

합병이 이루어지면 회사의 책임재산이 증가하고, 분산효과에 의하여 회사의 지 불능 가

능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채권가치가 증가할 수 있다. 다만 부실기업이나 사업 험성이 매

우 높은 회사와 합병하는 경우에는 채권자 간에 부의 이 이 발생할 수 있고, 상 으로 

신용등 이 높은 회사의 채권자가 손해를 입을 수 있다. 아울러 주식매수청구권이 과다하

50) 회사가 업의 부 는 요한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반 주주들은 주식매수청구권을 보유하지만(상법 

제374조의2), 그 다고 하여 채권자보호 차가 요구되지는 않는다. 합병의 경우 채권자보호 차를 거쳐

야 하지만,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도 채권자보호 차는 진행되어야 하는 것

을 보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주식  환 으로부터 채권자를 보호하기 하여 이의 제출권을 인

정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51)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는 신용평가사가 합병법인의 신용등 을 결정함에 있어 요한 요소이기도 하다. 합병 

과정에서 규모 주식매수청구권이 행사되는 경우 합병법인의 신용등 이 하락할 수 있다. 한국기업평가, 

“KR 신용평가 일반론 III-8. Special Event Risk 와 신용평가”(2018. 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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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행사된 경우에는 채권가치에 부정 인 향이 발생할 수 있다. 반 으로 보면 합병은 

채권가치에 생각만큼 부정 으로만 작용하지는 않는다.52)

2. 행 채권자보호 제도와 문제

(1) 합병 련 채권자보호 제도의 개요  입법례

합병당사회사들은 합병에 한 주주총회 승인 결의일(소규모, 간이합병의 경우 이사회 

결의일)로부터 2주 내에 채권자들에게 합병에 이의가 있으면 1개월 이상의 기간 내에 이

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하여는 따로따로 이를 최고하여야 한다

(상법 제527조의5 제1항).53) 이 기간 내에 채권자가 이의를 제출하면 그 채권자에 하

여 변제 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이를 목 으로 하여 상당한 재산을 신탁회사에 신

탁하여야 한다(상법 제527조의5 제3항, 제232조 제3항).

합병은 합병등기를 해야 비로소 효력이 발생하는데(상법 제530조 제2항, 제234조, 제

233조), 합병등기가 이루어지기 해서는 이러한 공고  최고를 한 사실과, 이의를 진술

한 채권자가 있는 경우 회사가 변제, 담보제공, 신탁을 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

여야 한다(상업등기규칙 제148조 제8호).54) 즉 채권자의 이의 제기가 있는 경우 이에 따

른 보호조치를 취하여야만 합병이 완료될 수 있다. 채권자  합병을 승인하지 아니한 채

권자는 합병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상법 제529조 제1항 등), 일반 으로 채권자보

호 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합병무효 사유로 인정된다.55)

미국을 제외한 부분의 주요 국가들도 채권자이의 제도를 통해 합병회사 채권자를 보호

한다. 다만 독일이나 일본의 경우에는 합병에 의하여 채권의 회수가 어려워진 경우에 한하

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하고, 독일과 같이 이의제기 시 보호방법도 담보제공으로 한정

하는 입법례도 있다. 이의를 제기한 채권자에 한 보호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합병을 

52) 합병회사의 신용등 은 일반 으로 합병당사회사의 신용등   높은 방향으로 결정되는 사례가 많다고 한

다. 한국기업평가, 앞의 (주 51), 6면.

53) 기업 활력 제고를 한 특별법 상 사업재편 승인을 받은 기업의 경우 해당 기간은 10일로 단축된다(제19

조 제1항).  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공휴일이나 토요일, 근로자의 날 등은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실제로는 

이보다 약간 길게 된다(제19조 제3항).

54) 일본도 마찬가지이다. 일본 상업등기법은 채권자이의 차 공고  최고를 증명하는 서면과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에게 변제, 담보제공, 신탁을 한 사실 는 이의를 제기한 채권자를 해할 우려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

면을 제출하거나,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러한 채권자가 없다고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야 한다(일본 상업등기법 제80조 제8항). 森本滋․山本克己 編, 会社法コンメンタール<18> 雜則[2], 商

事法務, 2017, 제921조 주석(柴田和史 집필), 335-336면.

55) 권기범, 기업구조조정법, 삼 사, 2019, 34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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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하지 못하도록 하는 국가들이 있는가 하면, 채권자이의와 계없이 합병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례도 있다.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 합병 련 채권자보호제도 주요 입법례 비교>

56) 기존의 합병과 련한 Third Company Directive(Third Council Directive 78/855/EEC of 9 

October 1978 based on Article 54(3)(g) of the Treaty concerning mergers of public limited 

liability companies)  분할과 련한 Sixth Company Directive(Sixth Council Directive 

82/891/EEC of 17 December 1982 based on Article 54 (3) (g) of the Treaty, concerning 

the division of public limited liability companies)는 Directive (EU) 2017/1132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4 June 2017 relating to certain aspects of 

company law (이하 “EU 회사법통합지침”)로 통합되었다. 

57) EU Directive 상 합병 련 채권자보호 제도의 설명에 해서는 Gruundmann, Stefan, European 

Company Law(2nd edition), Intersentia, 2012, p. 685-686 참조.

58) Directive (EU) 2017/1132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4 June 2017 

relating to certain aspects of company law §99(2). 채권이 합병 에 발생하고 아직 변제기에 이르

지 않은 경우에 보호수단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Directive (EU) 2017/1132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4 June 2017 relating to certain aspects of company law 

§99(1).

59) Umwandlungsgesetz §22(1).

60) Umwandlungsgesetz §22(2).

61) Code de Commerce L236-14 al.2.

62) Code de Commerce L236-14 al.4.

63) 국에서는 합의개편계획(scheme of arrangement)을 통해 합병, 분할 등 다양한 조직재편을 진행할 수 

있다. UK Companies Act Part 26 참조. 공개회사의 합병, 분할에 해서는 Part 27에서 특칙을 두고 

있다. 합병  분할을 추진하기 한 합의개편계획과 련한 자세한 내용에 해서는 O’Dea, Geoff; 

Long, Julian & Smyth, Alexandra, Schemes of Arrangement -  Law and Practice,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p. 159 이하 참조. 합의개편계획의 반 인 소개에 해서는 김진우, “ 국

의 합의개편계획(Schemes of Arrangement)에 한 연구“ 서울 학교 법학석사학 논문(2018) 참조.

64) UK Companies Act 2006 §900(2)(e) (법원은 합의재편계획(scheme of arrangement)을 승인함에 

있어 계획안에 반 하는 자들에 한 조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Davies, Paul & Worthington, 

Sarah, Gower, Principles of Modern Company Law, 10th Revised edition, Sweet & 

Maxwell, 2016, p. 1012.

65) 일본 회사법 제789조 제5항, 제799조 제3항, 제810조 제5항.

66) 일본 상업등기법 제80조 제8항.

67) 국 회사법(公司法) 제173조.

68) 양동, “ 국의 회사 인수합병 법제 발 의 황  망 – 합병분할제도를 심으로”, 도산법연구 제2권 

제2호(2011), 70면. 김건식·정 진 편 , 국회사법, 박 사, 2018. 249면.

69) 이를 solvency test라 한다. 만일 이사가 정당한 근거 없이 지 능력이 있다고 진술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상이 된다. Singapore Companies Act 215I, 215J.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채권자

이의제기 시 

보호방법
기타

한국 모든 채권자

변제, 상당한 

담보제공, 

재산신탁

채권자 보호 차 완료 후 

등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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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각종 문제   한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채권자이의 제도는 다른 입법례에 비하여 상당히 

강력하다. 이하 우리나라 제도의 문제 에 해 자세하게 살펴본다.

1) 보호 필요성이 없는 채권자에 한 보호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서로 다른 흐름의 방향성을 갖는 회사 간에 합병이 이루

어지면 험분산효과에 의하여 회사의 지 불능 가능성이 낮아지고, 채권가치는 증가할 수 

있다. 재무구조가 우량한 회사나 수행하는 사업의 험성이 낮은 회사와 그 지 않은 회사

EU56)57)

채권회수가 어려워졌다는 

과 보호수단이 없다는 

을 신뢰할 정도로 입증한 

채권자58)

한 보호조치

독일

채권회수가 어려워졌다는 

것을 입증한 채권자59)

산 시 우선변제 받을 권리 

있는 채권자는 제외60)

담보제공
합병 완료 후 이의 차 

진행

랑스

법원이 변제 는 

담보제공을 명령한 

채권자61)

변제 는 

담보제공을 법원이 

결정

이의제기는 합병의 

진행에 향을 주지 

아니함62)

국63)

법원이 합병에 반 하는 

채권자를 해 보호조치를 

명할 수 있음64)

법원의 승인이 있어야 

합병 진행 가능

일본
손해를 입을 염려가 있는 

채권자65)

변제, 상당한 

담보제공, 

재산신탁

채권자 보호 차 완료 후 

등기 가능66)

국 모든 채권자
변제 는 

담보제공67)

이의제기와 계없이 

합병 완료 가능68)

미국 이의제기 제도 없음
부인권, 사기 양도 등 

일반법리에 따라 보호

싱가포르 이의제기 제도 없음 

이사회는 채무를 상환할 

수 있음과 자산이 

부채보다 많다는 것을 

진술해야 함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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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합병하면, 일반 으로 재무구조가 취약한 회사나 사업의 험성이 높은 회사의 채권자

들은 합병으로 인해 채권가치가 상승하는 효과를 리게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분산효과에 

의하여 합병당사회사의 모든 채권자들의 채권가치가 늘어나거나 어도 감소하지 않을 수 

있고,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자 이 반 주주들에게 유출되지 않는 이상 합병당

사회사  어도 한 회사의 채권가치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제도는 합병을 통해 체

채권가치가 증가하는 회사의 채권자들에게도 이의 제출의 기회를 다는 문제 이 있다.

합병으로 인하여 체채권가치가 감소하는 회사의 채권자들 에서도, 보호의 필요성이 

없는 채권자들이 있다. 충분한 인 ·물 담보를 보유하고 있는 담보부채권자를 표 인 

로 들 수 있다. 충분한 담보를 보유하고 있는 담보부채권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보는 의견이 유력하지만,70) 입법론으로는 몰라도 행 상법 규정의 해석 상 담보부채권자

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71) 회사와의 계약에 따라 합병에 해 사  동

의권을 보유하거나, 조기상환권을 보유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채권자들은 계

약에 따라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으므로 상법이 추가 인 보호 수단을 제공해야 할 필요성

이 낮다. 컨  계약 상 합병에 한 사  동의권을 보유한 채권자가 합병에 해 동의한 

경우에도 상법에 따라 이의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할 필요는 작다. 

2) 보호 필요성 있는 채권자에 한 보호 미흡

회사에 해 상력이 낮은 채권자는 계약 상 과정에서 합병 등 조직재편으로부터 자

신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시키기가 어렵다. 회사의 하청업체가 표 인 

이다. 이러한 채권자들은 실제 합병 등이 진행되어 상법에 따라 이의 제출 기회가 주어지

더라도, 상회사와의 계 상 이의를 제기하기가 실 으로 쉽지 않을 수 있다. 를 들

어 매출의 부분을 특정 회사에 의존하는 하청업체가 회사가 진행하는 합병에 해 이의

를 제출하려면, 향후 회사와의 거래 계가 끊기는 것을 감수하고서야 가능할 것이다. 이처

럼 상력이 낮은 채권자는 회사와의 계약을 통해 스스로를 보호하지 못함은 물론, 상법이 

규정하는 채권자 보호 차를 통해서도 보호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상력이 낮

은 채권자라 하더라도, 합병으로 인하여 회사의 재무상황이 악화되어 더 이상 거래 계를 

유지하는 것이 부 하다고 단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수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는 있기 

때문에 행 제도가  보호기능을 하지 못한다고 볼 것까지는 아니겠다.

비자발  채권자에게도 비슷한 한계가 있다. 불법행  피해자와 같은 비자발  채권자의 

70) 김건식․노 ․천경훈, 회사법(제3 ), 박 사, 2018, 752면; 권기범, “상법상 기업재편법제의 황과 

개선방안”, 상사법연구 제33권 제1호(2014), 25면. 회사분할에 한 것이기는 하나 노 , 앞의 책(주 

16), 267면.

71) 같은 의견: 임재연, 회사법 II(개정 5 ), 박 사, 2018, 69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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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계약에 의해 보호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기 때문에 법률이 개입하여 

이들을 보호해  필요성이 있다. 회사의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이나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소비자가 표 인 이다. 그 다면 과연 우리 

상법의 채권자보호제도는 이러한 비자발  채권자들을 하게 보호하고 있는가? 와 

같은 불법행  사실이 있는 경우, 피해자가 피해사실이나 피해원인을 인식하기 에 불법

행 를 한 회사가 먼  불법행  사실과 규모 손해배상청구의 가능성을 알고 있을 가능

성이 높다. 컨  환경오염으로 인한 손해의 경우 회사가 불법행 를 한 시 으로부터 상

당 기간이 지나서야 이러한 사실이 밝 지는 경우가 부분인데 비해, 회사는 실제 오염이 

문제되기 훨씬 에 이러한 문제의 발생 가능성을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회사는 규모 손

해배상청구를 피하기 해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기 에 우량 자산을 빼돌린다든지 부실한 

회사와 합병 등을 할 유인을 가질 수 있는데, 그 다면 자신이 채권자라는 사실조차 알지 못

하는 불법행  피해자들은 회사가 합병 등을 진행하더라도 이의를 제출할 기회 자체를 얻지 

못하게 된다. 이처럼 행 채권자이의 제출 제도는 비자발  채권자, 특히 불법행  사실이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잠재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한다.

<표 2 – 채권자별 채권가치의 변화  행 제도의 작동 여부>

회사 유형
보호

필요성

이의권 행사 

가능 여부

체 채권가

치 증가하는 

회사

자발  

채권자

상력이 높거나 보호장치 갖춘 채

권자( : 융기 , 핵심 매출처, 담

보부채권자 등)

낮음 가능

상력이 낮은 채권자( :하청업

체)
낮음

실 으로 

어려움

비자발

채권자( :

불법행  피

해자)

채권 발생 여부 아는 채권자 낮음 가능

채권 발생 여부 모르는 채권자 낮음 불가능

체 채권가

치 감소하는 

회사

자발

채권자

상력이 높거나 보호장치 갖춘 채

권자
낮음 가능

상력이 낮은 채권자 높음
실 으로 

어려움

비자발

채권자

채권 발생 여부 아는 채권자 높음 가능

채권 발생 여부 모르는 채권자 높음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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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채권자 유형별로 보호의 필요성과 행 채권자이의 제도에 따른 

보호 여부를 정리하면  표와 같다. 음 으로 표시된 부분은 보호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법이 보호 수단을 제공하여 과잉보호의 문제가 발생하거나, 보호의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와의 계에서 이의를 제기하기 어렵거나 채권의 발생 여부를 알지 

못하여 이의권을 행사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를 나타낸다.  표에서 보는 것처럼 행 

채권자이의 제도는 채권자보호 기능 측면에서 잘 작동하지 않고 있다.

3) 채권자의 기회주의  행동과 변제 순 의 왜곡

채권자가 실제 이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는 자발  채권자의 경우 회사와의 계

에서 상력이 어떠한지에 따라, 비자발  채권자의 경우 채권 발생 여부를 알았는지에 따

라 결정된다. 그런데 사  상을 통해 각종 보호 수단도 확보하고 상력도 높은 채권자

들이 이의를 제출하면, 회사로부터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거나, 담보의 확보를 

통해 지 불능 가능성을 더욱 낮출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보호 필요성이 낮은 채권자들이 법률에 따른 보호를 받아 선순 로 변제 순

가 상승하고, 법률에 의하여 보호 필요성이 있는 채권자들의 변제 순 가 오히려 후순

로 내려가게 된다. 채권자이의 제도를 통해 채권자 변제 순 가 왜곡되고, 보호 필요성이 

있는 채권자들이 오히려 손해를 입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발생하는 셈이다.72) 채권자이

의 제도는 채권자가 자신의 이익을 해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치는 기회주의  행동을 

할 수 있게 한다.

4) 채권자에 한 과잉보호

이의를 제기한 채권자를 필요 이상으로 보호한다는 도  다른 문제 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채권가치는 회사의 지 불능 가능성  지 불능 시의 회사재산의 크기에 의하

여 좌우되고, 출채권이나 사채의 이자율은 회사의 신용등 을 고려하여 정해지는 것이 

일반 이다. 

그런데 채권자가 합병에 해 이의를 제기하고 이에 따라 회사가 변제, 상당한 담보 제

공 는 신탁을 하면, 회사의 지 불능 가능성은 하게 낮아진다. 조기 변제를 받게 

되면 회사의 지 불능 가능성은 소멸하고, 담보나 신탁을 받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무담

보 출채권이 지 불능 가능성이 낮은 담보부 출채권으로 바 는 효과를 얻게 된다. 

72) 분할에 한 것이기는 하나, 채권자이의에 따른 변제가 일부 채권자에 해서만 이루어진 경우 채권자 간 

평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내용으로는, 노 , 앞의 책(주 16), 23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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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가치는 채무자의 지 불능 가능성에 따라 변화한다는 을 고려하면, 채권자가 이의

를 제기할 경우 채권가치가 합병 보다 오히려 증가할 수 있다. 채권자를 과잉보호하는 

셈이다.

5) 합병의 지연  무산 가능성

앞서 본 바와 같이 합병등기가 이루어지기 해서는 회사가 채권자에 해 공고  최고

를 한 사실과 이의를 진술한 채권자가 있는 경우 이에 해 변제, 상당한 담보제공, 상당

한 재산의 신탁을 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상업등기규칙 제148조 제

8호). 실무에서는 회사의 표이사가 채권자의 이의제기 유무와, 이의제기가 있는 채권자

에 해서는 변제, 담보제공, 신탁설정 등의 조치를 취하 다는 내용을 기재한 진술서를 

등기소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진행한다. 만일 채권자로부터 이의 제기가 있는 경우 해당 

채권자에게  보호 조치를 취하 다는 표이사의 진술서를 제출하여야 합병을 완료할 

수 있다.

그 지만 회사가 제공한 담보물이나 신탁으로 제공된 재산이 채권액을 담보하기에 과연 

상당한지 여부에 해서는 회사와 채권자 간에 이견이 있을 수 있다. 특히 채권자와 회사 

간에 소송 등 분쟁이 진행 인 상황에서 합병이 진행되면 채권자는 자신이 소송을 통해 

청구하는 액에 상당하는 담보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회사는 채권자가 청

구하는 액이 법 인 근거가 없으므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채권자가 아니라고 주장하

거나, 아니면 이보다 훨씬 은 액수의 재산만 담보로 제공하면서 채권자에게 보호 조치를 

완료하 다는 진술서를 제출하면서 합병등기신청을 강행할 수 있다.

그런데 등기 은 신청서  첨부서류에 의하여 등기요건을 갖추었는지만을 심사할 수 있

기 때문에(형식  심사권),73) 채권자와 회사가 주장하는 채권액이 과연 타당한지 여부를 

심사할 수 없다. 따라서 회사가 제공한 담보물의 액수가 채권자가 소장에서 주장하는 채권

액보다 작은 경우 등기 은 합병등기신청을 각하할 가능성이 높고, 채권자가 주장하는 

액 액에 상당하는 담보나 신탁재산을 설정해야만 등기를 완료해주는 것이 실무이다.74)

문제는 채권자가 아무런 법 인 근거 없이 과다한 채권을 소송 등을 통해 주장하면서 회

사가 이에 상응하는 담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합병을 좌 시킬 수 있다는 

이다. 합병이 완료된 이후에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독일이나,75) 채권자 이의 여

73)  1995. 5. 12, 95다9471; 결 1990. 10. 29, 90마772; 결 2002. 10. 28, 2001마1235 외 

다수. 련하여서는 정응기, “이사선임등기와 등기 의 심사권- 법원 2007마1154 결정  2007마1155 

결정-”, 법조 제646호(2010).

74) 노 , 앞의 책(주 16), 266면.

75) 독일 조직재편법에 의하면 합병에 이의를 제기한 채권자는 회사에 담보제공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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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에 계없이 합병 차를 진행할 수 있는 랑스와 달리,76) 우리나라에서는 합병이 완

료되기 에 채권자보호 차를 완료할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채권자의 법 인 근거가 빈약

한 주장으로도 합병이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할 험성이 있다.

상법은 채권자의 이의제출 기간을 1개월 이상 두도록 하고 있다. 회사에 채권자가  

없거나, 회사의 모든 채권자들로부터 합병에 해 동의를 받은 경우에도 합병 완료까지는 

어도 1개월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합병은 그만큼 지연되게 된다. 회사가 신속한 구

조조정을 진행하는 데에 장애가 된다는 에서 회사 입장에서 부담이 된다.

3. 채권자보호 제도의 개선방안

(1) 법률에 의한 채권자보호 제도의 필요성

행 채권자이의 제도는 비용이나 거래 일정 측면에서 회사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채권

자에 한 과잉보호나 과소보호로 인하여 채권자간 부의 왜곡을 일으킬 수 있다. 효율 인 

법제도의 설계라는 측면에서 보면, 제도로 인한 효용은 크지 않음에 비해 이로 인한 비용

은 큰 경우에 해당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미국은 회사법이 채권자보호 제도를 두고 있

지 않지만, 재무약정 등 계약이나 사해행  취소, 부인권 행사 등과 같은 방법을 통해 채권

자들이 보호된다.77) 미국의 에서 보는 바와 같이 회사법에 의한 단체법  채권자이의 

제도가 반드시 있어야만 주주의 기회주의  행동을 통제하고 채권자를 보호할 수 있는 것

은 아니다.

그 지만 이러한 문제 에도 불구하고 행 채권자이의 제도를 면 으로 폐지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행 제도는 채권자이의 제출 공고를 통해 채권자들에게 

합병 사실을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고, 일부 문제 은 있지만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채권

자를 주주의 기회주의  행동으로부터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매출의 부분을 회사에 의존하는 상력이 낮은 채권자가 합병에 이의를 제출할 경우 향

후 사업수행에 있어 회사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은 맞지만, 다액의 장기 

미회수 채권이 있는 상황에서 합병을 통해 회사의 재무상황이 하게 악화될 것으로 

상되는 경우에는 거래 계 단 을 감수하고서라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

요하다. 불법행 의 피해자 역시 피해사실이 알려지기 에는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

청구는 회사 합병등기가 완료된 이후 6개월 이내에만 할 수 있다. Umwandlungsgesetz §22(1).

76) Code de Commerce L236-14 al.4.

77) 송옥렬, “기업분할형 구조조정과 채권자보호의 정합성”, 기업법연구 제26권 제2호(2012), 59-60면. 분할

에 한 설명이나 합병에서도 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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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지만, 불법행  사실이 밝 져 많은 피해자들이 문제를 삼는 상황에서 회사가 이로 

인한 책임을 면하기 해 부실기업과 합병을 진행하는 상황이라면 상법상 채권자이의 제출

을 통해 피해자들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다. 행 제도의 이러한 정  기능까지 무시

할 필요는 없다.

채권자이의 제도를 폐지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사회  비용에 해서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재 실무에서는 상법 상 채권자이의 제도를 제로 계약 상 등이 이루어지고 있

다. 우리나라에서 통용되는 은행여신거래약  등 출계약이 국제 출계약에 비해 합병 

등 기업조직재편에 한 동의권 등에 있어 다소 완화된 규정을 갖고 있는 것도, 상법이 합

병 등에 있어서 채권자이의 제도를 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행 채권자이

의 제도가 폐지될 경우 이러한 제도의 제를 바탕으로 계약을 체결한 채권자들이 불측의 

손해를 입을 수도 있다. 

따라서 이보다는 앞서 살펴 본 문제 들을 해결할 수 있는 보완책을 생각해 보는 것이 

타당하다. 행 채권자이의 제도의 문제 은 부분 ① 채권자가 합병으로 손해를 입었는

지 여부를 불문하고 이의를 제출할 수 있다는 , ② 이의를 제기할지 여부가 채권자의 선

택에 달려 있다 보니 상력이 낮은 채권자나 합병 당시 채권의 발생 여부를 알지 못한 채

권자는 이를 활용할 수 없다는   ③ 이의를 제기한 채권자에 한 보호수단 제공이 완

료되지 않은 경우 합병을 진행할 수 없다는 으로부터 비롯된다. 이러한 문제 들을 최소

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제도 개선방안

1) 보호 상 채권자 범 의 조정

행 채권자이의 제도와 련한 문제들은 상당 부분 채권가치의 하락 여부와 계없이 

채권자들이 이의를 제출할 수 있다는 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독일이나 일본과 같이 합병

으로 인하여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만 채권자가 이의를 제출할 수 있는 것으

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78) 

독일의 경우 채권자가 합병으로 인하여 회사가 채무를 이행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다

는 것을 충분히 입증하는 경우에만 회사로부터 담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79) 채권자가 이

78) 같은 의견: 노 , 앞의 책(주 16), 267면; 송옥렬, 앞의 논문(주 77), 69면; 이 철, “회사분할시 채권

자보호의 정성과 정합성 등에 한 고찰“, 비교사법 제22권 1호(2015); 김건식․노 ․천경훈, 앞의 

책(주 70), 752면.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퇴사 사원에 한 환 액이 잉여 을 과하는 경우 채권자는 

회사에 이의를 제출할 수 있지만, 이로 인하여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이의 제출권

이 제한된다(상법 제287조의30). 송옥렬, 앞의 논문(주 77), 69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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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회사가 담보를 제공할 의무는 없다. 아울러 회사가 도산하는 경

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채권자도 보호 상에서 제외된다.80) 회사의 지 불능 험으

로부터 이미 일정한 보호수단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학설은 채무의 이행이 어려워지

는지 여부는 부채 비 유동자산의 비율 등에 의하여 단하여야 하고,81) 단순히 험성

이 높은 사업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채무의 이행이 험에 빠졌다고 보지는 않지만, 순

자산이 감소한 경우에는 담보제공의무가 있다고 본다.82) 일본에서도 채권자가 손해를 입

을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채권자보호 차를 취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83) 

랑스의 경우 이의제기는 법원에 한 신청을 통해서만 가능하고 법원은 이행 는 담보 제

공 여부를 결정한다.84) 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법령이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법원의 개입을 통해 이를 통제하고 있다.85)86)

이러한 방식 하에서는 어느 경우 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볼 것인가의 문제가 매우 

요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채권가치는 회사의 지 불능 가능성과 지 불능 시 회사에 

남는 책임재산의 크기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이를 재 시 에서 평가하는 것이 바로 신용

평가사의 신용등 이다. 따라서 합병으로 인하여 회사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지 여부

를 단함에 있어서도 합병 후로 회사의 신용등 이 어떻게 변화하는지가 심이 되어야 

하고, 그 결과 지 불능 가능성이 같거나 낮아졌다고 평가되는 회사의 채권자들에게는 이

의제기의 기회가 제공될 필요가 없다. 다만 합병으로 인하여 지 불능 가능성이 높아지는

지 여부를 신용등 의 변화만으로 평가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하지 않을 수 있으

므로, 이에 해 회사와 채권자 간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법

원이 신용등 을 포함한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이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것을 제안

한다.

합병으로 인하여 어느 회사의 신용등 이 낮아지는 등 지 불능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하

79) Umwandlungsgesetz §22(1). 

80) Umwandlungsgesetz §22(2). 

81) Semler, Johannes & Arndt, Stengel, Umwandlungsgesetz 4. Auflage C.H.Beck, 2017.

82) Veil, Rüdiger, Op. cit., p. 10.

83) 일본 회사법 제789조 제5항, 제799조 제3항, 제810조 제5항. 를 들어 합병 상 방의 재산상황 등을 고

려할 때 채권의 변제가 확실한 경우 등에는 채권자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것으로 본다. 森本滋 編, 会社法コ

ンメンタール<18> 組織変更、合併、会社分割、株式交換等[2], 商事法務, 2010, 제789조 주석(伊藤壽英 

집필), 176면; 田中亘, 会社法 第2版, 東京大学出版会, 2018, 657면. 자본감소에 한 것이기는 하나 浜

田道代, 岩原紳作(編者), 会社法の争点, 有斐閣, 2009, 182면(채권자를 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채권

액, 변제기 등을 고려하여 단하여야 하고 회사가 이러한 우려가 없다는 을 입증하여야 함).

84) Code de Commerce L236-14 al.2; R236-8 al.3.

85) 실무에서는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가 드물다고 한다. Cozian, Maurice; Viandier, Alain & 

Deboissy, Florence, Droit des sociétés, 29e edition, LexisNexis, 2016, p. 746.

86) 분할에 한 것이지만 다음 논문의 논의를 참조할 수 있다. 노 , “ 랑스의 회사분할 법제에 한 연구 : 

분할의 효력을 심으로”, 법제연구 제39호(2010), 44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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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해당 회사의 모든 채권자들에게 이의제출 기회를 제공할 것은 아니다. 채권자별로 채권

가치가 감소하는지와 손해를 입었는지를 단하여야 한다. 담보부 채권자와 같이 우선변제

권이 있는 채권자는 추가 인 보호 필요성이 없으므로 이의제출을 할 수 있는 채권자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계약에 의하여 합병에 해 사 동의권을 갖거나, 채권자의 선택에 의하

여 회사에 조기상환 등을 요구할 수 있는 채권자도 상법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합병을 추진하는 지배주주나 이사가 회사에 한 채권자인 경우 역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채권자의 범 에서 제외하는 것이 합리 이다. 이를 허용할 경우에는 지배

주주나 이사가 자신의 채권을 우선변제 받거나 담보를 추가로 제공받는 수단으로 채권자이

의 제도를 남용할 여지가 있다.

2) 사후 이의제기 방식

합병 완료 에 이의를 제출할 기회를 제공하고 이의를 제기한 채권자들에게 변제, 담보

제공 등을 하여야만 합병을 완료할 수 있는 사  방식 신, 독일과 같이 합병등기 이후 

일정한 기간 내에 채권자들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거나 랑스처럼 이의 제기가 합

병 진행에 향을 주지 않는 사후  방식으로 환하는 것도 필요하다. 독일의 경우 채권

자들은 회사 합병등기가 완료된 이후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에만 회사에 담보를 제공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87) 랑스의 경우 합병결정에 한 공고 이후 30일 이내에 채권자들

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만, 채권자들이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합병 차가 단되지는 않

는다.88) 즉 채권자가 담보를 요구하는지와 계없이 합병은 완료되므로, 신속한 조직재편

에 부담이 되지 않는다. 

합병 이후 채권자의 이의제기가 이루어지고 변제, 담보제공 등 보 방법에 해 채권자

와 회사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합의된 내용에 따라 회사가 변제, 담보제공, 신탁재산 설

정 등의 방법으로 채권자의 손해를 보 해 주면 된다. 만일 채권자와 회사 간에 합의가 이

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채권자가 법원에 이를 단해  것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랑스에서는 채권자가 법원에 한 신청으로서만 이의를 제기할 수 있

고, 법원이 채무이행 는 담보 제공을 명할지 여부를 결정한다.89) 이러한 방식은 반 주

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시 행사가격에 이견이 있는 경우 상법이 처리하는 방식과 유사

하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주식매수청구권에 의한 매수 에 해 회사와 반 주주 간에 

87) Umwandlungsgesetz §22(1).

88) Code de Commerce L236-14 al.4; R236-8 al.1. 유럽 국가들의 련 법제에 해서는 Dorresteijn, 

Adriaan F. M.; Teichmann, Christoph; Werlauff, Erik; Monteiro, Tiago, European 

Corporate Law, 2nd Edition, Wolters Kluwer (2009) p.242 참조

89) Code de Commerce L236-14 al.2; R236-8 al.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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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견이 있더라도 일단 합병은 완료가 되고, 매수 의 정성에 해서는 사후 으로 회

사와 주주가 다투도록 하고 있다(상법 제374조의2).

합병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에 해서는 원고인 채권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하

는 것이 타당하다.90) 그 지만 실제 합병을 통해 회사의 신용등 이 하락하는 등 지 불

능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을 채권자가 입증하기는 쉽지 않고, 회사의 조 없이 신용평가

사에 평가를 의뢰하는 것도 쉽지는 않다. 따라서 채권자의 입증책임 부담을 이기 해 

회사가 자신의 비용으로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보고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하게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합병을 추진하는 이사회가 합병 후 채무를 상환

할 수 있음과 자산이 부채보다 많다는 것을 진술하도록 하고 있는데,91) 합병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진술서를 제출하게 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법원은 이를 바탕으로 

이의를 제기한 채권자에게 회사가 보호 수단을 제공하여야 하는지를 결정하게 된다. 합병

으로부터 시간이 흐를수록 회사재산에 많은 변화가 발생할 수 있고 그 결과 책임재산이 감

소할 수 있으므로, 와 같은 차는 되도록 단기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

하다.

3) 다양한 손해보 방안

회사는 자신의 선택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채권자에게 채무액을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

제공이나 신탁재산 설정을 할 수 있다. 이러한 보 행 로 인하여 채권자가 과잉보호 받는 

것을 막기 해서는 회사가 제공하는 담보나 신탁재산이 채권자의 손해를 보 하기에 상당

한 것이어야 한다. 

담보나 신탁재산이 상당한지를 단함에 있어서는 담보부채권의 신용등 과 무보증채권

의 신용등 을 비교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담보부채권의 경우 회사가 지 불능에 

처해지더라도 담보재산으로부터 선순 의 변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같은 회사가 발행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무보증채권에 비해 회사의 신용등 이 높게 결정된다. 합병으로 회사의 

신용등 이 하락하는 등 채권가치에 손해가 발생하여 회사가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이러

한 담보제공으로 인한 담보부채권의 신용등 이 합병  신용등 과 동일한 수 이 될 정

도의 담보를 제공하면 상당한 담보를 제공한 것으로 단할 수 있다. 를 들어 합병 후

로 해당 채권의 만기를 고려한 회사의 신용등 이 A+에서 BBB+로 하락한 경우, 회사가 

신용등 을 A+ 수 으로 보강하는 데에 필요한 수 의 담보를 제공하면 회사가 상당한 

90) 독일 조직재편법에서 채택하고 있는 방식이기도 하다. Umwandlungsgesetz §22(1).

91) Singapore Companies Act 215I, 215J. Yee, Wan Wai & Varottil, Umakanth, Merger and 

Acquisitions in Singapore: Law and Practice, LexisNexis (2013) pp.5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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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의 담보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아울러 상법이 정한 조기변제, 담보제공, 신탁설정 방식 이외에도 채권자의 손해를 

하게 보 할 수 있는 방법을 폭넓게 인정할 필요가 있다. 를 들어 회사의 신용등 이 

A+에서 BBB+로 하락하는 경우 회사가 나머지 기간에 한 이자율을 새로운 신용등 에 

상응하는 수 으로 상향조정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손해가 보 되었다고 단할 수 있겠

다. 기업활력제고를 한 특별법은 사업재편 승인을 받은 회사가 지 보증, 보험증권 등의 

방법으로 채권자에게 손해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경우 상법 상 요구되는 변제, 담보제공, 

신탁설정 등의 보호조치를 취할 의무를 면제하고 있는바(제19조 제2항), 이와 같이 채권

자이의 제기로 인한 회사의 부담을 감소시키기 해 회사에 다양한 선택권을 부여할 필요

가 있다.

4) 상력이 낮은 채권자  비자발  채권자에 한 보호 방안

이러한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회사와의 사업  계 상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운 자발

 채권자나 합병 시에 손해배상채권 발생 사실을 알지 못하여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상실

하는 불법행  피해자 등 비자발  채권자에 해서는 여 히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는 

채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주는 것으로부터 비롯되기 

때문에, 채권자이의 제도를 유지하는 이상 불가피한 면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채권자들은 상법보다는 다른 법령을 통해 이의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더라도 합병으로 인한 리스크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

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를 들어 하청업체가 합병에 한 이의를 제기하 다는 이유로 

거래 계를 단 하는 것을 독 규제  공정거래에 한 법률상 불공정 거래행 의 일종으

로 규제한다든지, 한 제조물책임이나 환경오염책임의 경우 특별법을 통해 주주유한 책

임에 한 외를 두어 해당 회사뿐만 아니라 그 주주나 계열회사들이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92)

92) Hansmann, Henry & Kraakman, Reinier, Op. cit. 험한 사업을 하는 경우 보험 가입을 강제

하는 방법으로도 이를 해결할 수 있다. Armour, John, “Legal Capital: An Outdated Concept?”, 

European Business Organization Law Review Volume 7, Issue 1(2006), p. 12; Cahn, 

Andreas & Donald, David C., Op. cit., p. 16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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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분할 련 채권자보호 제도의 검토93)

1. 분할과 채권가치의 변화

(1) 일반론

회사분할의 경우 합병에 비해 채권자보호 필요성이 더 크다고 보는 것이 일반 이다.94) 

합병에서는 소멸회사 재산 부가 존속회사에 포 으로 승계되고, 소멸회사의 자산이나 

채무를 선별 으로 인수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지만, 분할에서는 분할계획서의 작성을 통해 

회사가 어떤 자산이나 부채가 어느 회사로 이 될지를 비교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기 때

문이다.95) 상법은 어느 사업부와 련한 자산과 채권을 분할신설회사에 함께 이 할 것을 

요구하지도 않고,96) 분할회사와 분할신설회사의 지 능력이나 부채비율을 비슷하게 유지

하도록 제한하지도 않기 때문에,97) 극단 으로는 분할회사에는 모든 부채를 남기고 분할

신설회사에는 모든 자산을 이 하는 형태의 분할도 가능하다.98) 이하에서는 분할을 통해 

채권가치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인 분할과 물 분할의 순서로 살펴본다.

(2) 인 분할과 물 분할에서의 변화

1) 인 분할

인 분할에서의 채권가치 변화는, 앞서 합병에서 본 내용의 반 로 이루어진다고 이해하

면 된다. 여러 사업부가 하나의 법인 하에서 운용되는 것을 통하여 리던 포트폴리오에 

93) 본 논문에서는 단순분할을 심으로 행 채권자보호 제도의 문제 에 해 살핀다. 분할합병 과정의 채권

자보호에 해서는 후속연구에 맡기기로 한다.

94) 노 , 앞의 책(주 16), 224면; 권기범, 앞의 책(주 55), 453면.

95) 이외에도 합병의 경우에는 존속회사와 소멸회사라는 립되는 당사자가 상을 통해 합병 진행 여부와 조

건을 결정함에 비해(물론 계열회사 간에 합병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실질 인 상을 기 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다), 분할의 경우에는 상 방 없이 회사가 단독으로 차를 주도할 수 있다는 도 분할에서의 

채권자보호 필요성이 더 크다고 보는 근거가 될 수 있다.

96) 다만 법인세법 상 격분할 요건(제46조의3)을 충족하기 해서는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과 부채가 분

할신설회사에 포 으로 승계되어야 하므로(제46조 제2항 제1호), 실무에서는 격분할로 인한 과세이

연 효과를 리기 해 사업부 단 로 분할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97) Kraakman, Reinier; Armour, John; Davies, Paul; Enriques, Luca; Hansmann, Henry; 

Hertig, Gerard; Hopt, Klaus; Kanda, Hideki & Rock, Edward, Op. cit., p. 195.

98) 상법 상 순자산이 마이 스인 회사를 설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자산 이  없이 부채만을 분할신

설회사에 이 시키는 것은 가능하지 않겠으나, 분할존속회사에 해서는 이러한 제약이 용되지 아니하므

로, 분할신설회사에 회사의 모든 자산을 이 시키고 분할존속회사에는 회사의 모든 채무를 잔존시키는 형

태의 분할도 가능하다. 노 , 앞의 책(주 16), 27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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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분산효과(diversification effect)가 분할을 통해 사라지기 때문에, 채권자가 사업의 

험성에 보다 직 으로 노출되는 효과가 발생하고, 주주가 사업 험을 채권자에게 가

하는 것이 보다 쉬울 수 있다.

분할계획서에 따라 자산과 부채가 어떻게 분할되는지에 따라 채권자간 부의 이 도 발생

한다. 험성이 높은 사업을 하거나 부채비율이 상 으로 높은 회사로 배정되는 채

권자의 경우 분할 에 비해 채권가치가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 회사가 수행하는 사업의 

험이 높아진다는 에서 자산교체(asset substitution)로 볼 수도 있고, 부채비율이 증

가한다는 측면에서는 청구권 희석화(claim dilution)의 일종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2) 물 분할

물 분할에서 분할신설회사(자회사)의 채권가치 변화는 인 분할의 경우와 기본 으로 

동일하다. 다만 물 분할의 분할회사(모회사)의 경우, 분할신설회사(자회사)의 주식이 여

히 회사의 책임재산으로 남아 있으므로 분할회사에 잔존하는 분할회사 채권자에는 손해

가 없다는 견해가 유력하다.99) 회사가 업을 물출자하여 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회사

의 기존 채권자들에게는 별다른 채권자보호 수단이 제공되지 않는다는 을 고려할 때 제

도의 정합성 측면에서 분할회사(모회사) 채권자에게 특별한 보호를 할 필요는 없다는 것도 

이러한 주장의 근거가 된다.100) 일본 회사법도 이러한 입장을 채택하여, 분할회사(모회

사)의 채권자에게는 채권자이의 제출권을 인정하지 않는다.101)

그런데 분할신설회사의 재산은 분할신설회사의 채권자에게 먼  충당하고, 이후에도 남

는 재산이 있으면 이를 분할회사에 배당 등의 형태로 이 한 후 비로소 분할회사 채권자의 

채권충당에 사용하게 된다. 이처럼 물 분할이 이루어지면 분할회사의 채권자들은 분할신

설회사의 재산에 해 분할신설회사의 채권자들보다 후순 가 되는 이른바 구조  후순

화(structural subordination) 상이 발생하고, 그 결과 채권가치가 하락할 수 있다.

이를 확인하기 해 간단한 사례를 살펴보자. 분할  A사는 A사업부(자산 8원, 부채 6

원)와 B사업부(자산 6원, 부채 4원)로 구성되어 있었고, 이 때 각 사업의 성공 여부에 따

른 체자산가치, 채권가치, 주식가치는 다음과 같았다. 이해의 편의상 앞서 합병에서 살

펴본 사업의 성공확률과 기 값을 그 로 사용하 다.

99) 황남석, “회사분할과 채권자보호: 최근 법원 례를 심으로”, 상사법연구 제33권 제1호, (사)한국상사

법학회(2014), 254면; 송옥렬, 앞의 논문(주 77), 61면; 노 , 앞의 책(주 16), 234면; 권기범, 앞의 

책(주 55), 456면; 권재열․황남석, “상법상 기업조직재편제도 개선방안 연구”(법무부 연구용역 최종보고

서), 한국기업법학회(2013), 80면; 권기범, 앞의 논문(주 70), 29면.

100) 노 , 앞의 책(주 16), 234면.

101) 일본 회사법 제789조 제1항 제2호, 제810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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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A사
(부채10)

A,B 모두 
성공(25%)

A성공/B실패
(25%)

A실패/B성공
(25%)

A,B 모두 
실패(25%)

기 값

체자산 22 16 14 8 15

채권가치 10 10 10 8 9.5

주식가치 12 6 4 0 5.5

A사는 B사업을 하는 B사를 설립하기로 하고, 물 분할을 통해 B사업부 자산 6원

과 부채 4원을 B사에 이 하 다. 분할 후 B사의 체자산가치, 채권가치  주식가치는 

앞서 합병에서 본 B사의 그것과 동일하다. B사 사업의 험성은 분할  회사 체 사업의 

험성보다 낮고, 부채비율 역시 개선되었으므로 B사의 채권가치는 증가한다. 앞서 합병

에서 본 사례를 반 로 이해하면 된다.

B사(부채4) 성공(50%) 실패(50%) 기 값

체자산 10 4 6

채권가치 4 4 4

주식가치 6 0 3

B사 채권자에게 분배되고 B사에 남는 재산이 있는 경우 액을 A사에 배당한다. A사에 

배당하는 액은 B사업이 성공하는 경우 6원, 실패하는 경우 3원이다. A사의 재산(①+

②)은 B사로부터 받는 배당 (아래 표의 ①)과 A사업부의 성과에 따른 재산(아래 표의 

②)으로 구성된다. A사의 재산을 A사의 채권자에게 분배하고 남는 액을 A사의 주주에

게 분배하면 아래 표와 같이 된다. 분할  A사에 한 원리 채권 6원의 기 값은 5.7원

이었는데(9.5원×6원/10원) 분할 후 A사 원리 채권 6원의 기댓값은 5.5원으로 0.2원 

감소하 음을 알 수 있다.

A사(부채6) A,B 모두 
성공(25%)

A성공/B실패
(25%)

A실패/B성공
(25%)

A,B 모두 
실패(25%)

기 값

B사 자산 10 4 10 4 6

B사 채권자 4 4 4 4 4

B사 주주(①) 6 0 6 0 3

A사업부 
자산(②) 12 12 4 4 8

A사 자산
(①+②) 18 12 10 4 11

A사 채권자 6 6 6 4 5.5

A사 주주 12 6 4 0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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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물 분할의 경우 분할회사에 잔존하는 채권자의 부가 감소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구조  후순 화를 고려할 때 타당하지 않다. 나아가 분할신설회사의 재산이 분할회사로 

분배되기 해서는 분할신설회사가 감자나 배당 등의 차를 거쳐야 하고, 이 과정에서 세

  비용 부담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을 고려하면, 분할회사에 잔존하는 채권자가 분

할 과 비교할 때 같은 지 에 있다고 보기는 더욱 어렵다. 이러한 에서 분할회사의 채

권자에게 보호의 필요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102)

2. 행 채권자보호 제도와 문제

(1) 분할 련 채권자보호 제도의 개요  입법례

상법은 원칙 으로 분할회사와 분할신설회사가 분할 의 분할회사 채무에 하여 연 하

여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게 하되(제530조의9 제1항), 채권자이의 차를 거치면 연 책임

을 배제하여 분할신설회사가 분할회사의 채무 에서 분할계획서에 승계하기로 정한 채무에 

한 책임만을 부담하고, 분할회사는 나머지 채무에 해서만 책임을 부담할 수 있게 정하고 

있다(제530조의9). 정리하면 “연 책임” 는 “개별책임+채권자이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

다. 상법은 인 분할과 물 분할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채권자보호 제도를 두고 있다.

분할에 한 각국 법제의 내용은 흥미로울 정도로 상당히 다르다. 랑스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연 책임” 는 “개별책임+채권자이의” 방식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

고 있고,103) 독일은 분할 당사회사가 연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물론, 채권자가 이의도 

제기할 수 있는 “연 책임+채권자이의” 방식을 택하고 있다.104) 국은 연 책임 방식을 

택하고 있으나, 어느 종류의 채권을 기 으로 채권자 수의 과반수  채권액 75% 이상을 

보유하는 채권자가 분할 방안이 포함된 합의개편계획(scheme of arrangement)을 승인

하는 경우에는 해당 종류의 채권자에 해서는 연 책임이 배제된다.105) 

102) 같은 의견: 김건식․노 ․천경훈, 앞의 책(주 70), 794면. 다만 구조  후순 화로 인한 효과는 크지 

않기 때문에, 강행법규인 채권자보호 제도를 두어야 한다는 근거로 삼기에는 부족하다는 견해도 존재한

다. 송옥렬, 앞의 논문(주 77), 61면.

103) Code de Commerce L236-20, L236-21, L236-14. 우리나라의 물 분할과 유사한 일부 업의 포

출자(apport partiel d’actif soumis au régime des scissions)의 경우 조문의 불명확성으로 인하여 

 “연 책임” 는 “개별책임+채권자이의” 방식이 용되는지에 해 논란이 있었고 연 책임이 용되

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었으나, 랑스 기원(Cour de Cassation) 결정에 의하여 “연 책임” 는 “개

별책임+채권자이의” 방식이 용됨이 확인되었다. 노 , 앞의 논문(주 86), 438-441면 참조. 

Cozian, Maurice, Viandier, Alain & Deboissy, Florence, Op. cit., p. 758.; Merle, Philippe, 

Droit commercial: sociétés commerciales 2017, Dalloz (2016) p.952

104) Umwandlungsgesetz §133(1), §125, §22(1). 김성화, “독일 조직재편법상 회사분할제도–이해 계

자 보호를 심으로-”, 법학논문집 제41집 제2호(2017) 26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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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는 물 분할을 분할의 기본 형태로 인정하는데, 분할회사(모회사)와 분할신설

회사(자회사)가 연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한 분할신설회사(자회사)의 채권자만 분할회사

(모회사)에 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분할회사(모회사)에 잔존하는 채권자는 분할신설

회사(자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106) 다만 부취득조항부종류주

식의 취득 가나 잉여 의 배당을 통해 분할신설회사 주식을 분할회사의 주주들에게 교부

함으로써 사실 상 인 분할을 실행하는 경우에는107) 연 책임 여부를 불문하고 분할신설회

사는 물론 분할회사의 채권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108) 국은 과거에

는 “개별책임+채권자이의” 방식만을 인정하 으나, 2005년 회사법 개정을 통해 “연 책임” 

방식만을 인정하되 회사와 채권자가 별도의 약정을 통해 연 책임을 배제할 수 있도록 개정하

다.109)110) 미국은 회사법이 분할제도를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분할에 용되는 특별

한 채권자보호 제도도 존재하지 않는다.111) 분할은 주로 세법상 과세이연의 요건을 갖출 수 

있는지를 심으로 논의되고 있고 부인권이나 사기  양도행 (fraudulent conveyance) 

등의 일반법리에 따라 채권자를 보호한다.112) 

주요 입법례들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표 3 - 분할 련 채권자보호제도 주요 입법례 비교>

105) UK Companies Act 2006 §940(2).

106) 일본 회사법 제810조 제1항 제2호.

107) 일본 회사법 제763조 제1항 제12호.

108) 일본 회사법 제810조 제1항 제2호 호 부분.

109) 국 회사분할 련 채권자보호제도의 변화에 해서는 다음 을 참조하라. Chen, Ruoying, 

“Corporate Division: Rules and Practice in China” in Issues and Challenges in Corporate 

and Capital Market Law: Germany and East Asia, Mohr Siebeck(2018), pp. 27-29.

110) 국 회사법(公司法) 제176조.

111) 황남석, “미국 회사법상의 회사분할제도에 한 연구”, 증권법연구 제12권 제3호(2011). 285-286면

112) 송옥렬, 앞의 논문(주 77), 59-60면.

113) EU Directive 상 합병 련 채권자보호 제도의 설명에 해서는 Gruundmann, Stefan, Op. cit. p. 

692-693 참조.

114) Directive (EU) 2017/1132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4 June 2017 

relating to certain aspects of company law §146.

115) Directive (EU) 2017/1132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4 June 2017 

relating to certain aspects of company law §146(7).

채권자 보호제도 연 책임 제한 기타

한국

회사가 연 책임 는 

개별책임+채권자이의  

하나를 선택함

제한 없음
채권자 보호 차 완료 후 

등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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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리나라에서의 활용 황

우리나라에서의 실제 활용 황을 악하기 해 2017. 1. 1.부터 2019. 6. 30.까지

의 2년 반 기간 동안 상장법인에서 이루어진 분할 총 92건(유가증권시장 47건  코스닥

시장 45건)을 수 조사하 다. 그 결과, 25건(27.2%)에서는 분할당사회사들이 채권자

116) Directive (EU) 2017/1132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4 June 2017 

relating to certain aspects of company law §146(3) 채권자들의 과반수로서 채권액의 3/4 이상을 

보유한 채권자들이 동의한 경우를 의미한다. 국법이 이 규정에 근거하여 연 책임을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117) 국 최고인민법원 기업개 련 민사분쟁안건 심리에 한 몇 가지 문제에 한 규정(最高人民法院，

「关于审理与企业改制相关的民事纠纷案件若干问题的规定」) 제13조.

EU113)

개별 회원국이 

개별책임+채권자이의 

/ 는 연 책임을 

선택하여 입법114)

개별책임+채권자이의 

 연 책임을 택하는 

경우 순자산으로 책임 

한정 가능115)

법원의 감독 차 하에 

분할이 진행되고 일정 수 

이상 채권자 승인 얻는 

경우 연 책임 배제 

가능116)

독일 연 책임  채권자이의 분할 완료 후 5년 분할 등기 이후 이의제기

랑스

회사가 연 책임 는 

개별책임+채권자이의  

하나를 선택함

제한 없음

채권자가 법원에 한 

신청으로 이의제기

이의는 분할의 진행에 

향을 주지 아니함

국

연 책임

단 채권자 과반수+채권액 

75% 이상 승인 시에는 

연 책임 배제 가능

분할 시의 순자산으로 

한정

주채무회사가 먼  

채무 부담

법원의 승인이 있어야 진행 

가능(scheme of 

arrangement)

일본

개별책임+채권자이의

단 개별 최고를 하여야 

함에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 책임

분할 시의 재산으로 

한정

물 분할의 경우 자회사 

채권자만 이의제기 가능  

연 책임

채권자 보호 차 완료 후 

등기 가능

국

연 책임

단 분할 에 채권자와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름

분할당사회사 간 

약정이 없는 경우 

분할 시 자산의 

비율에 따라 책임117)

미국 분할 제도 인정하지 않음
부인권, 사기 양도 등 

일반법리에 따라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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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차를 거쳐 개별책임을 부담하 고 나머지 67건(72.8%)에서는 연 책임을 부담하

는 것을 선택하 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은  기간  개별책임을 부

담하는 형태로 분할이 이루어진 사례들은 모두 물 분할이었고(78건  25건), 인 분할

(14건)은 모두 연 책임을 부담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는 이다. 연 책임을 부담한 사

례가 그 지 않은 사례보다 두세 배 정도 되는 으로 볼 때 분할을 추진하는 우리나라 회

사들이 연 책임보다 채권자이의 차를 거치는 것을 보다 부담스러워 하는 것으로도 이해

할 수 있다.

<표 4 - 2017. 1. 1.~2019. 6. 30. 기간  상장법인 분할 운용 형태>

종류 유형 연 책임 개별책임+채권자이의 합계

유가증권
상장법인

인 분할 12 0 12

물 분할 25 10 35

코스닥
상장법인

인 분할 2 0 2

물 분할 28 15 43

합계 67 25 92

이외에도 이의를 제기한 채권액이 상보다 커짐에 따라 분할결정을 철회된 사례도 발견

된다.118) 채권자이의 차가 분할을 추진하는 회사에 부담이 되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3) 각종 문제   한계

채권자이의 방식의 경우, 앞서 합병과 련하여 살펴 본 문제 들이 부분 그 로 용

된다. 채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지 여부에 한 선택권을 다는 에서 얼핏 채권자를 두

텁게 보호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상력이 약한 채권자나 분할 당시 채권의 발생 여부를 

알지 못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채권자는 이를 통해 보호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회사의 개별책임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다. 분할등기가 이루어지기 해

서는 이의를 제기한 채권자들에 한 변제, 담보제공, 신탁설정이 완료되어야 하므로(상업

등기규칙 제150조 제8호, 제148조 제8호) 채권자의 부당한 요구가 있는 경우 분할의 진

118) 코스닥 주권 상장법인인 지아이블루(  엠젠 러스)는 주주총회에서 분할회사와 신설회사 간에 연 책임

을 부담하지 않는 내용의 회사분할을 결의하 으나, 채권자들이 이에 이의를 제기하고 그 채권 액이 회

사가 상한 액을 상회하자, 회사분할 결정을 철회한 바 있다(2011. 1. 19.자 회사의 기타주요경 사

항 공시 내용 등). 해당 회사는 2011. 2. 11. 거래소에 의하여 공시 번복으로 인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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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이 좌 될 수 있다는 도 동일하다. 다만 연 책임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분할의 형태를 

변경하면 분할을 진행할 수 있다는 에서 합병보다는 이로 인한 문제가 덜하다.

연 책임 방식에 해서는 분할당사회사들이 장기간 우발채무 가능성에 노출된다는 

에서 부담이 된다는 비 이 있다. 독일에서는 분할 완료 후 5년이 지나면 연 책임이 소멸

하도록 하고 있고,119) 국은 분할일 당시 이 된 순자산액을 한도로,120) 일본에서는 분

할의 효력발생일 재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연 책임을 부담하게 하고 있다.121) EU 회

사법통합지침은 개별 회원국 법령이 채권자이의 방식과 연 책임 방식을 모두 택하게 하는 

경우에는 연 책임의 한도를 순자산으로 한정하는 것을 허용한다.122) 이에 따라 우리나라

도 연 책임의 시간 , 재산  범 를 제한하자는 주장이 유력하다.123)

3. 채권자보호 제도의 개선방안

(1) 개별책임 방식의 폐지  보증책임 방식으로의 환

분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채권자를 보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채권자가 회사에 하

여 마치 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법일 것이

다.124) 만일 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면, 분할회사와 분할신설회사가 하나의 법인으로

서 채권자에 해 책임을 부담하 을 것이므로, 채권자를 한 정도로 보호한다는 측면

에서 보면 채권자이의 차를 통한 개별책임 방식보다 분할 련 회사들이 분할  채무에 

해 함께 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방법이 합리 이다. 

채권자이의 방식의 경우 앞서 합병에서 본 바와 같이 과잉보호, 과소보호 등 여러 문제

이 존재하고, 회사에게도 재산이 유출되는 부담이 있다. 무엇보다도 상력이 낮아서 이

의를 제기하기 어려운 채권자나 불법행  채권자등 분할 당시 채권의 발생 여부를 알지 못

한 채권자를 보호하지 못한다는 문제 이 있다. 일본의 경우 불법행  채무는 개별 통지에 

119) Umwandlungsgesetz §133(3), (4).

120) UK Companies Act 2006 §940(3).

121) 일본 회사법 제759조 제2항, 제3항.

122) Directive (EU) 2017/1132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4 June 2017 

relating to certain aspects of company law §146(7).

123) 이 철, 앞의 논문(주 78), 461-462면; 권기범, 앞의 책(주 55), 455면; 노 , 앞의 책(주 16), 

236면; 권재열․황남석, 앞의 보고서(주 99), 77면; 권기범, 앞의 논문(주 70), 29면; 이철송, 회사법

강의(제26 ), 박 사, 2018, 1140면.

124) 반면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 후 합병당사회사의 재산과 부채가 혼재하게 되므로 마치 합병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과 같이 합병  어느 회사의 채권자가 합병 후에도 해당 회사의 사업부와 련한 재산에 해 우

선권을 갖는 형식으로 채권자를 보호하는 것은 실 으로 가능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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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채권자이의 차를 거쳐야만 연 책임을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이러한 채권

자들을 두텁게 보호하고 있지만,125) 우리 상법에는 이러한 특례 조항이 없고 이러한 법리

가 례 상 인정될지 여부도 불명확하다. 아울러 회사와의 계 상 상력이 낮아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운 채권자를 여 히 보호하지 못한다는 문제 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채권자이의 차를 통한 개별책임 방식을 폐지하고, 분할  회사

채무에 해 분할당사회사가 함께 책임을 부담하는 방식만을 분할과 련한 채권자보호 제

도로 규정할 것을 제안한다. 이러한 방식은 채권자이의 방식에 비해 명료하고, 회사 입장

에서 비용도 게 소요되며, 채권자를 분할 과 거의 동일한 수 으로 보호한다는 장 이 

있다. 법률에 의한 보호가 실제로 필요한 회사에 해 상력이 낮은 채권자나 채권의 성

립 자체를 알지 못하는 불법행  채권자들도 보호 받을 수 있다. 채권자이의 차를 생략

하면, 분할결의 후 분할완료까지 1개월 이상의 기간을 둘 필요도 없게 되어, 보다 신속하

게 분할을 진행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분할은 합병에 비해 채권자의 이익이 침해될 가능성

이 크므로, 채권자이의 방식 신 분할당사회사의 공동 책임을 통해 채권자를 두텁게 보호

할 필요성 역시 크다.

다만 행 연 책임 방식의 경우 채권자가 분할회사와 분할신설회사 모두에게 채무의 이

행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126) 먼  해당 채무가 배정되거나 이와 련된 사업을 하는 

회사가 채무를 이행하되, 해당 회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다른 분할당사회사에 비로

소 청구를 할 수 있는 보증책임 방식으로 환할 것을 제안한다. 보증책임 방식은 연 책

임 방식에 비해 해당 채무를 승계하지 않는 회사의 부담을 다소나마 감경시킬 수 있다는 

장 이 있다. 국의 경우에도 주채무자인 회사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만 다른 분

할당사회사가 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127)

아울러 앞서 합병에서와 마찬가지로 보호의 필요성이 없는 채권자에 해서는 과잉보호

의 문제를 방지하기 해 회사가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않도록 할 것을 제안한다. 담보부 

채권자와 같이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자나 계약에 의하여 분할에 해 사 동의권이나 조

기상환청구권을 갖는 채권자, 분할을 추진하는 지배주주나 이사가 채권자인 경우 해당 주

주나 이사 등에 해서는 분할당사회사가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않게 하여야 한다. 법률에 

의한 채권자보호는 계약 등에 의하여 스스로를 보호하지 못하는 채권자에게 을 두어야 

하기 때문이다. 정리하면, 분할 에 발생한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채권자에 해 분할당

사회사가 보증책임을 부담하는 방식이다.

125) 일본 회사법 제789조 제3항, 제810조 제3항.

126) 통설  례는 부진정연 책임으로 보고 있다.  2017. 5. 30, 2016다34678. 권기범, 앞의 책(주 

55), 468면.

127) UK Companies Act 2006 §9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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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증책임 방식에 한 상 비   반박

1) 회사에 과도한 부담을 다는 비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채권자에 해서만 보증책임을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는 본 논문

의 입법론에 해서는 다음과 같은 비 이 있을 수 있다. 먼  앞서 연 책임에 한 비

과 같은 맥락에서, 보증책임의 범 에 해 시간 , 재산  제한을 두어야 한다는 주장

이다. 

먼  시간 인 측면에서 보면,  주장의 실익은 여러 종류의 회사채권 에서도 변제기

가 장기인 것들에 해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않게 하는 데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것들로는 융기 의 장기 출채권, 장기채나 공사  지 채권 등 장기간의 로젝트 

수행과 련한 채권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채권자들은 계약이나 담보 등을 

통해 스스로를 보호하기 때문에, 보증책임으로 인하여 회사의 부담이 특별히 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컨  장기 출계약이나 장기채의 경우 회사로 하여  부채비율을 일정 

수  이하로 유지하고, 담보권 설정을 자기자본의 일정 비율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며, 일

정 규모 이상의 자산 처분이나 구조조정을 제한하기 때문에, 회사가 해당 채권자에게 불

이익을 주기 한 형태의 분할을 진행하는 것은 쉽지 않다. 공사  채권의 경우에도 

을 착수 , 도 , 잔  등 로젝트 기성고에 따라 분할 지 하는 방법으로 변제시

을 조 하는 경우가 많고, 발주처로부터 공사  이행보증보험을 받거나 유치권을 행사

하는 등 채권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다양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채권자들이 어

느 분할회사의 채무불이행이나 지 불능으로 인하여 다른 분할회사가 보증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결정 으로 본 논문이 제안하는 새로운 입법안에 의하면 이러한 채권

들은 분할로 인하여 손해를 입는 채권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회사는 보증책임으로부터 

면제될 수 있다.

이외에 변제기가 장기인 것으로는 제조물책임이나 환경책임과 같은 불법행  련 채권

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불법행  피해자들이야 말로 법률에 따른 보호가 필

요하기 때문에 이들의 희생 하에 분할당사회사의 보증책임기간을 단축하는 것은 정책 으

로도 바람직하지 않다. 

재산  부담 측면에서 보더라도, 분할당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책임을 제한할 정당성

은 크지 않다. 이 주장의 실익은 분할 이후 증가한 재산을 연 책임이나 보증책임의 범

에서 제외하는 데에 있다. 그런데 만일 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분할회사  분할신설

회사 재산 부가 채권자의 책임재산이 되었을 것이고, 이는 분할당사회사의 사업이 성공

으로 되어 책임재산이 증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러한 에서 보면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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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당시 재산의 가액만 보증책임의 상이 되고, 분할 이후 회사에 증가한 재산은 보증책임

의 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볼 근거는 크지 않다.128)

2) 분할당사회사의 독립 운 을 해한다는 비

다음으로 분할당사회사가 서로의 계를 단 하고 독립하여 운 하는 데에 장애가 된다

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 행 채권자이의 제출 후 개별책임 방식을 활용할 경우, 분할회사

와 분할신설회사는 분할 에 발생한 상 방 회사의 채무에 해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 

특히 회사분할 후 분할회사나 분할신설회사의 지분을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129) 

매도인과 매수인이 매각 이후 분할당사회사 간의 채권채무 계를 개별책임 방식을 통해 일

거에 정리하는 것을 선호할 수 있다.

그 지만 이러한 분리운 으로 인한 이익이 분할로 인하여 손해를 입는 채권자의 보호 

필요성보다 크다고 보기는 쉽지 않다. 특히 개정안에서 제시하는 보증책임의 수혜를 받는 

채권자는 계약이나 담보 등을 통한 보호장치가 없는 채권자나 채권자이의를 제기하기 어려

운 불법행  채권자 등 채권자이의 제도가 잘 작동하지 않는 비자발  채권자인 을 고려

하면 더욱 그러하다. 분할당사회사의 지 불능으로 인한 리스크는 이러한 채권자들이 아니

라 분할을 통해 사업분리를 용이하게 완료한 분할당사회사들이 부담하는 것이 합리 이다. 

보증책임 제도는 채권자에 한 개별최고를 의도 으로 부실하게 하는 방법으로 채권자이

의 제도를 악용할 주주의 인센티 도 일 수 있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회생 차에서는 효율 인 구조조정을 해 분할회사의 연 책임

이나 보증책임을 제한할 필요성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행 채무자 회생  산에 한 

법률에서 회생계획을 통한 분할의 경우에는 외 으로 보증책임을 배제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128) 본 논문에서는 단순분할의 경우를 으로 검토하여 와 같은 결론에 이르 지만, 분할합병의 경우에

는 분할승계회사가 분할승계회사에 이 되는 자산의 한도 내에서 분할회사의 분할  채무에 해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 일 수 있다. 를 들어, 분할회사의 자산이 10원이고, 분할합병의 상 방 회

사의 자산이 20원인 상황에서 분할회사가 5원에 상당하는 자산을 분할합병을 통해 분할합병의 상 방 회

사에 이 하는 경우, 만일 행 법제와 같이 분할승계회사(분할합병의 상 방 회사와 분할된 부분이 합병

된 회사)가 분할회사의 분할  채무에 해 연 책임을 부담하게 할 경우 책임재산은 5원이 아니라 25

원이 되고, 이러한 측면에서 분할회사의 채무자들이 과다하게 보호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해당 의견을 제

시해 주신 익명의 심사 원님께 감사의 말 을 드린다.

129) 이러한 방식은 회사 내 일부 사업부를 분리 매각하는 방식으로 많이 활용된다. 정 , M&A와 주주 보

호, 서울 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경인문화사, 2019, 88-89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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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합병과 분할 과정에서 회사채권자들의 부가 어떻게 변화하고 주주가 어떠

한 기회주의  행동을 할 수 있는지를 분석하며, 이를 바탕으로 행 채권자보호 제도가 

채권자보호라는 본연의 기능을 잘 수행하는지  신속한 합병과 분할 진행에 장애가 되지

는 않는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채권자보호 제도는 생각만큼 잘 작동하지는 

않고 있고, 보호 필요성이 없는 채권자를 과잉보호하는 한편 보호 필요성이 있는 채권자를 

잘 보호하지 못하며 합병과 분할 진행에도 불필요한 장애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하 다. 

본 논문은 무엇보다도 회사의 채권자들을 동일한 이해 계를 갖는 하나의 집단으로 보아

서는 안 되고 회사와의 상력이나 채권의 특성에 따라 매우 다른 이해 계를 갖고 있음을 

밝히고, 채권자보호 제도 역시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설계되어야 한다는 것을 제시하

다는 에서 의의를 갖는다. 특히 이의제출권과 같이 채권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

에는 채권자도 기회주의  행동을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주주와 채권자, 채권자와 채권자

간 부의 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밝혔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논문은 행 채권자보호 제도에 한 몇 가지 개선방안

을 제시하 다. 자가 제안한 개정안은 채권자의 기회주의  행동을 통제하고, 보호 필요

성이 있는 채권자만을 보호하며, 원활한 합병과 분할의 진행을 진한다는 에 있어서는 

상당한 효과가 있다. 하청업체와 같이 상력이 낮은 채권자나 채권 발생 사실을 알지 못

하는 불법행  피해자는 상법보다는 련 특별법을 통해 보호하는 것이 효율 인바, 그 구

체 인 입법방안에 해서는 후속연구에 맡기고자 한다.

본 논문을 통해 합병의 경우 50여년, 분할의 경우 20여년 유지된 행 채권자보호 제도

의 개정 필요성에 해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고, 본 논문이 제시한 분석의 틀이 이러한 연

구에 미력하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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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Framework for Creditor Protection Mechanism 
in Corporate Mergers and Divisions

Joon Hyug CHUNG*
<Abstract>
Similarly with major European jurisdictions and Japan, the Korean Commercial Code provides for 

certain creditor protection mechanisms in case of corporate mergers and divisions. Creditors are 
exposed to changes in financial stability of debtor companies due to the universal transfer triggered by 
mergers of divisions, which do not require their individual consent, hence such protection is required. 
Under the Korean Commercial Code, in case of a merger, a creditor may request premature payment 
or collateral to assure performance. In case of a division, divided companies bear joint and several 
liabilities for any liabilities that arised before the division, but they may choose to be released from 
such liabilities if same protection measures as in case of the merger are offered to the dissenting 
creditors.

Such protection mechanisms apply to all creditors regardless of whether their actual position 
worsens due to the merger or division. While this overprotects creditors who are not harmed by the 
merger or division as they can request additional collateral to the company, the current mechanism 
does neither protect suppliers with inferior bargaining power or tort victims who are unaware of the 
existence of their claims as they cannot raise objections when the merger or division is announced. 
Also, these requirements prove costly for the transacting companies as excessive collateral requests 
by disputing creditors may delay or even block the merger or division.

This paper reviews how creditors are affected by the merger or division of debtor companies and 
suggests a new proposal for more efficient and balanced creditor protection. In case of merger, 
adequate safeguards shall be provided only when creditors are harmed by the transaction, which can be 
determined by observing changes in the credit ratings of the company. Any merger transactions should 
be allowed to be completed despite of any disagreements between dissenting creditors and the merging 
companies, which shall be resolved by a decision of the court. As for division, I suggest that each 
involved divided company should be required to guarantee the performance of the liabilities of the 
other involved company that antedate the division.

Keywords : Creditor protection, Merger, Corporate division, Demerger, Corporate creditors, 
Agency prob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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