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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재무적곤경에 빠졌을 때 회생이 가능한 기업, 즉 계속기업의 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은 기업은

자산구조조정(asset restructuring)과 부채구조조정(debt restructuring) 혹은 두가지 모두 이용하여 회생을

가능케 하되 회생의 가망이 없는 기업은 신속하게 퇴출시키는 것이 경제적으로 효율적이다. 자산구조조

정과 부채구조조정(신규자금조달 포함), 즉 기업구조조정은 기업가, 주주, 채권자 등 이해당사자간의 협

의에 의한 사적인 워크아웃절차 또는 법적 회사정리절차에 따라 행해지고 있다. 본 연구는 기업구조조정

과 관련된 기존의 연구를 종합 검토하고 우리나라의 기업구조조정 현황과 그 실태에 관해 살펴본 후 기

업퇴출제도의 낙후성과 그 원인을 지적하 다. 기업퇴출은 기업의 합병 및 결합과 함께 이론적으로는 기

업구조조정을 원활하게 하는 효과적인 절차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기업퇴출이 쉽게 일어나지 않아 기

업구조조정이 지연될 수 있다. 특히 정보의 비 칭, 채권자 등 기업이해관계자간의 첨예한 립, 자산유

통시장의 불완전성, 법과 제도의 낙후성 등은 기업퇴출을 어렵게 만드는 주요 요인들이다. 우리는 기업

구조조정에 관련된 여러 가지 법과 제도가 일관성과 원칙을 가질 수 있도록 통합되어야 한다고 본다. 뿐

만 아니라 회생가능성에 한 평가는 정보비 칭 하에서 가장 보수적으로 엄격하게 실행하여 기업퇴출에

있어서 단호함과 의지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I. 서 론

최근 기업의 구조조정이 국가 전체적으로 관심사가 되고 있는 가운데 기업퇴출제

도의 효율적 운 에 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원래 완전시장을 가정하는

경우 시장경쟁원리에 입각하여 적자생존의 논리에 따라 살아남을 수 없는 비효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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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기업들은 신속성과 형평성 기준에 의하여 과감하게 퇴출시키는 것이 원칙이다. 비

효율적인 기업의 퇴출은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가능하게 하여 사회∙경제적 가치

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기업퇴출은 기업을 구성하는 인적∙ 물적요소 가운데

비효율의 원인이 초래되어 이를 효율적인 것으로 체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연

스러운 경제현상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자본시장이 불완전한 현실 세계에서

재무적인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모두 비효율적인 기업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한시적

으로 어려움을 겪는 회생가능한 기업은 오히려 재건∙갱생의 기회를 제공해줌으로써

사회경제적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기업퇴출제도의 중요

한 역할은 재무적 곤경을 겪고 있는 기업중에서 비효율적 기업과 효율적 기업을 엄격

한 원칙하에 구분하여 비효율적인 기업들을 신속하고 질서정연하게 퇴출시키는 것과

효율적인 기업의 재건∙갱생을 도모할 수 있게 하는데 있다. 기업퇴출제도는 또한 정

상적으로 운 되고 있는 많은 기업들에게 재무구조를 견실하게 하고 경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신호(signal)를 보내는 역할도 수행한다.

기업의 재무적인 계약은 크게 나누어 부채계약, 공급업자 및 종업원과의 계약 등

엄격한 계약(hard contracts)과 보통주, 우선주 등 유연성 계약(soft contracts)의 범주로

구분할 수 있다. 가용 유동성자산(soft assets)의 부족에 기인하여 엄격한 재무계약의

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기업은 재무적어려움 또는 재무적곤경(financial

distress)에 직면하게 되고 부실기업의 낙인이 찍히게 된다. 부실기업의 도산은 직접적

으로는 주주, 종업원, 채권자, 거래업체에게 피해를 주게 되며 더 나아가 연쇄도산에

의한 산업기반의 붕괴, 금융기관의 부실화, 실업의 증가, 자원의 낭비 등을 초래하게

되어 사회전체적인 파급효과가 막 하므로 이에 한 처리가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

다.

재무적곤경에 처해있는 부실기업이라고 할지라도 효율적인 기업은 자산구조조정

(asset restructuring)과 부채구조조정(debt restructuring) 혹은 둘다 이용하여 재건∙갱

생을 도모할 수 있고, 비효율적인 기업은 신속하게 자산의 처분 또는 부채와 자본계

약의 이전을 통해 퇴출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산구조조정은 기업 자산의 매각 등

을 포함하며, 부채구조조정은 재무계약의 재조정(restructuring the financing contracts)

즉, 원금이나 이자의 감면과 상환유예 및 채무의 출자전환 등의 방법들을 포함한다.

또한 새로운 재무청구권 발행(new financing)을 통해 신규자금을 조달하는 것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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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기업부실 및 기업도산의 처리 유형은 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한 사적정리와 법에

토 를 두어 행해지는 법적정리로 나눌 수 있다. 사적정리에는 금융기관들간의 협약

에 의해 은행을 중심으로 행해지는 기업재건절차인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이 있고,

법적 정리에는 회사정리, 화의 및 채무기업의 청산∙해체를 목적으로 하는 파산제도

가 있다. 효율적인 부실기업을 재조직하기 위한 매커니즘의 선택은 상 적인 비용과

효익의 크기에 달려 있다. 

본 논문은 기업구조조정과 기업퇴출에 관련된 제반 문헌을 정리하여 우리 나라 기

업퇴출제도의 실효성에 관해 평가해보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기업구조조정작업의

일환으로서의 기업퇴출실적에 관해 검토해 보고자 한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

되어 있다. 우선 II절에서는 재무부실을 처리하기 위한 자산구조조정과 부채구조조정

에 관련된 기존연구들을 살펴 정리해 본다. III절과 IV절에서는 각각 워크아웃과 회

사정리 등 기업도산절차의 내용과 현황을 살펴보고 현행 제도와 정책에 있어서의 문

제점을 짚어본다. V절은 본 연구의 요약 및 결론이다.

II. 자산구조조정(asset restructuring)과

부채구조조정(debt restructuring)

기업이 재무적 곤경에 처했을 때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자산구조조정과 부

채구조조정이 있다. 재무부실은 기업의 유동성(soft asstes)이 기업의 엄격한 계약요건

(hard contracts)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자산의 일부 또는 전

체의 매각을 통해 현금자산을 확보하여 부실을 해소하는 방안이 자산구조조정이고,

부채의 일부 또는 전부의 탕감, 유예, 출자전환 등을 통해 엄격한 계약을 완화하여 부

실요인을 해소하는 방안이 부채구조조정이다. 일반적으로 자산구조조정과 부채구조

조정은 워크아웃, 회사정리, 화의, 파산 등 기업도산절차에 반 된다.

1. 자산구조조정에 관한 기존 연구

Shleifer와 Vishny(1992)는 재무부실에 직면한 기업이 자산을 매각할 때 유동성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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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이 발생함을 주장하 다. 특히 업종특화된 자산, 기업에 특화된 자산의 경우에는

업종전체가 침체되었을 때 자산매각이 어려워지고 그에 따른 유동성 비용이 높아지

기 때문에 이러한 기업은 사전적으로는 부채부담능력이 떨어지며, 사후적으로는 자

산구조조정보다는 부채구조조정이 더 유효함을 보 다.

한편, Lang, Poulsen과 Stulz(1994)는 채무상환을 위한 부실기업의 자산 매각은 그

기업의 주가에 정(+)의 효과를 가짐을 보 다. 또한 자산매각공시에 한 주가반응

의 결정요인으로 부실기업 즉 판매자의 재무적 상황과 채무상환을 위한 매각 금의

이용임을 밝혀 내었다. Brown, James와 Mooradian(1993)는 자산을 매각하는 기업은

여러개의 사업단위를 가지고 있으며, 자산을 매각하지 않은 기업들의 부분은 한사

업 단위만을 위함을 발견하 다. 그들은 또한 자산매각의 공시효과는 비유의적이

기는 하나 이후에 파산을 회피한 자산매각 기업들의 경우에는 유의적인 정(+)의 공

시효과가 있음을 발견하 다.

Asquith, Gertner와 Scharfstein(1994)는 자산매각이 파산을 회피하는 중요한 수단이

라는 결론을 내리고 자산의 20% 이상을 매각한 21개 기업들 중에 단지 3개 기업만이

파산으로 이행됨을 발견하 다. Hotchkiss(1992)도 파산에 들어간 규모 공개기업에

의한 자산매각 공시에 한 주가반응을 점검하여 자산매각의 공시 시점에서 0.85%의

유의적인 정(+)의 비정상수익률을 보임을 발견하 다. Ofek(1993) 역시 1983년과

1987년 사이에 재무부실을 겪은 358개 기업을 상으로 기업의 자본구조와 재무부실

에 한 기업의 반응과의 관계에 하여 실증분석을 하여 레버리지가 높은 기업일수

록 기업이 부실화되면 기업의 운 면에서 자산을 재구축하거나 종업원을 해고하는

등의 기업 행위를 빠르게 함을 발견하 다. 앞의 연구들은 또한 기업이 부실화되는

경우 자산매각과 함께 부채구조조정이 동시에 고려됨을 보여주고 있다. 

2. 부채구조조정에 관한 기존 연구

일반적으로 자산의 구조조정은 자산의 유통시장의 불완전성 때문에 신속하게 처리

되지 않는다. 반면에 부채의 구조조정은 채무이행유예 등의 조치를 통해 신속한 단기

적 처방이 가능하다. Haugen과 Senbet(1978, 1988)은 자본시장메커니즘이 완벽하게

작동한다면 부채계약의 재조정이 이루어질 것임을 보이고, 채무계약 등 엄격한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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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연한 계약으로 체가능하다고 주장하 다. 그들은 사적정리 메커니즘의 거래

비용이 별로 크지 않으며, 이것이 재무부실비용의 상한선을 형성해야 한다고 주장하

다. Roe와 Jensen(1989, 1991)도 사적 구조조정이 공식적인 파산절차에 한 안

이며 만약 비용면에서 효율적이라면 사적으로 재조정하는 것이 법적 정리보다 더 좋

은 방법이라고 주장하 다. Gilson, John과 Lang(1990) 역시 사적 구조조정과 공식적

인 파산과정 사이에 선택 문제에 있어 사적으로 부채를 재조정할 경우에 절감되는 비

용이 정(+)이면서 클수록 사적으로 해결할 유인이 강해진다고 보았다. 보다 구체적

으로 이들은 1978년과 1987년 사이에 심각한 재무부실을 경험한 169개 공개기업을

상으로 하여 연구한 결과, 기업구조조정을 하려는 기업에 있어서 무형자산이 많을

수록, 은행부채가 총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클수록, 채권자의 수가 적은 경우에

사적으로 부채를 재조정하는 것이 용이함을 발견하 다.

그러나 사적 구조조정은 비용 절감분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에 하여 만장일치

의 동의가 필요한데 이에 한 저해요인이 존재한다. 예컨 채권의 교환제의에 한

채권자 선택에 따른 지연문제(holdout problem), 정보비 칭(information asymmetry)

및 이해관계의 상충과 연합(coalitions and conflict)을 들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Gertner와 Scharfstein(1991)은 사적으로 부채를 재조정하여 기업을 구조조정하는 경

우에 채권자들 사이에 협조가 제 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를 중요한 비효율성의 원

천으로 보고, 이러한 문제는 투자의 효율성 측면에서 은행부채가 다른 부채에 비해

상위의 부채일 때, 채권의 만기가 짧을 때, 채권에 우선권이 보장되어 있을 때 과소투

자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하 으며, 그 반 일 경우에는 과 투자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하 다.

기업내부자와 채권자들사이에 정보비 칭이 존재하는 경우에 채권자들은 워크아웃

에서 제안된 새로운 청구권의 가치를 적절하게 평가할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난다.

Giammarino(1989)는 이러한 정보비 칭이 존재하는 경우에 채권자들이 실제로 상호

효익이 되는 사적재조정을 거절하고 균형에서 많은 비용이 초래되는 법적정리를 선

택하게 됨을 모형을 통해 보여 주었다. Brown(1989)은 칭적 정보하에서 사적 워크

아웃과 파산과정 사이에 선택을 점검하 다. 그는 법적정리의 규칙을 모형화하여 균

형이 항상 성공적인 사적 워크아웃을 포함함을 보여주고 있다.

복잡한 자본구조를 가진 전형적인 기업의 경우 채무자, 상거래 채권자, 주주,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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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등 여러 집단의 청구권자들이 존재한다. 이런 경우 사적재조직 비용이 다른 안

들보다 적은 경우에도 여러 청구권자들 사이의 분배가 성공적인 부채재조정에 하

여 중요할 수 있다. 집단간 이해상충 및 연합형성을 모형화하는데 포함되는 협상문제

가 연구되어 왔으며 이들 이해상충은 투자왜곡으로 이끌 수 있다. Bulow와 Shoven

(1978)은 부실기업의 파산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주주와 은행이 담합을 하여 기업 존

속시와 청산시 자신들의 가치를 비교하여 기업을 존속시켰을때의 자신들의 가치가

청산시켰을때의 자신들의 가치보다 더 크면 기업을 존속시키고 그렇지 않으면 기업

을 청산시킨다고 주장하고, 이러한 결정은 기업전체적인 측면에서 볼 때 비효율적일

수 있다고 주장하 다. Brown(1989)은 기업을 재조직했을때의 가치가 청산했을때의

가치보다 크다는 가정하에, 기업가치가 급격히 감소하는 부실기업의 경우 부분의

경우에 상호이익이 되는 기업재조직 계획들이 존재함을 주장하 다. Asquith,

Gertner, and Scharfstein(1994)은 1976년과 1989년 사이에 정크본드를 발행한 후 재

무부실을 겪은 102개 기업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 자산매각과 자본지출 감소가 재

무부실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 의하여 이용되어짐을 발견하 다. 반면에 은행들은

부분 원금을 상환 받고, 워크아웃 기업에 신규자금을 거의 제공하지 않음을 보임으로

써 교환제의(exchange offers)를 통한 부채의 구조조정이 워크아웃 성공의 중요한 결

정요인임을 밝혀 내었다. 

3. 기업도산절차에 관한 기존연구

미국의 회사정리제도라 볼 수 있는 Chapter 11과 관련된 연구는 주로 파산비용측

정, 도산공시효과, 절 우선원칙 위배정도, 회사정리제도의 효율성에 맞춰 행해져 왔

다. 

1) 파산비용에 관한 연구

파산비용의 내용과 규모에 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다. Miller(1976)는 직접적인 파

산비용의 크기가 법인세감면으로 인한 가치의 증가분에 비해 작을 것이라고 주장하

고, Haugen과 Senbet(1978)은 완전자본시장에서 파산비용은 사적 구조조정의 비용

에 비해 낮을 것임을 증명하 다. 실증적으로 측정된 파산비용의 크기에도 결과가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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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하지 않고 있다. Warner(1977)는 1933년부터 1955년 사이에 파산한 11개의 철도

회사에 있어서의 파산직접비용을 조사한 결과, 파산시점에서 기업의 시장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평균적으로 5.3% 정도 되는 것을 발견하 다. 한편 Ang, Chua와

McConnell(1982)은 1963년과 1979년 사이에 파산한 89개 기업을 상으로 파산직접

비용을 기업의 청산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측정하여, 파산직접비용의 평균값은

기업청산가치의 7.5% 정도가 되는 것을 발견하 고, Altman(1984) 역시 1970년과

1978년 사이에 파산한 18기업에 하여 파산 1년 전 시장가치로 측정한 평균 파산직

접비용이 4.3% 정도, Weiss(1990)는 1980년과 1986년 사이에 파산한 31개 기업을

상으로 하여 파산 1년 전 시장가치로 측정한 파산직접비용이 3.1%가 됨을 발견하

다.

2) 도산공시효과

기업의 도산(bankruptcies) 또는 퇴출과 관련된 구조조정이 시장에서 어떻게 평가되

고 있는가에 한 많은 연구가 있다. Clark와 Weinstein(1983)은 월별수익률과 일별

수익률을 이용하여 도산시점에 있어서의 수익률을 측정하 다. 1938년 6월부터 1979

년 9월 사이에 파산한 NYSE 상장기업들의 월별수익률이 도산시점에 급격히 감소하

는 것을 발견하 다. 또한 1962년 7월부터 1979년 9월 사이에 도산한 NYSE와

AMEX 상장기업들의 일별수익률이 도산시점을 전후한 3일간 급격히 감소하여 누적

평균초과수익률이 -47%가 됨을 발견하 다. Eberhart, Moore와 Rosenfeldt(1990)는

1979년과 1986년 사이 Chapter 11하에서 도산공표를 한 30개 기업도 도산시점을 전

후로 하여 주식의 시장가치가 급격히 떨어지는 것을 발견하 다.

Gilson, John과 Lang(1990)은 1978년과 1988년 사이에 사적으로 부채를 재조정하

여 기업을 재조직한 80개 기업과 Chapter 11에 들어간 89개 기업을 선정하여 두 그

룹의 공표시점에서의 2일간 비정상수익률을 비교하 다. 사적으로 부채를 재조정하

여 기업을 재조직한 기업의 비정상수익률은 비유의적이었으나, Chapter 11에 들어가

는 기업의 비정상수익률은 공표시점에서 유의적인 부(-)의 비정상수익률인 약 -16%

정도가 나타나는 것을 발견하 다. 이 결과는 Chapter 11에 들어가는 기업의 부실상

태가 워크아웃에 들어가는 기업보다 부실상태가 더 심각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Lang과 Stulz(1992)는 1970년과 1989년 사이에 도산한 기업들의 공표 시점에서 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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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 같은 업종에 속하는 경쟁기업의 주식가치가 평균 1% 정도 감소하는 것을 발

견하 다. 그들은 부채가 많은 기업일수록, 파산한 기업의 주식수익률과 파산하지 않

은 기업의 주식수익률의 상관관계가 높을수록 이러한 효과는 커진다는 것도 밝히고

있다.

3) 절 우선순위의 원칙 위배정도

미국의 회사정리제도인 Chapter 11에 관한 논문의 거의 반 이상이 기업도산시 절

우선순위의 원칙(the absolute priority rule)이 과연 지켜지는지의 여부에 초점이 모아

져 있다.1) Frank와 Torous(1989)는 1970년과 1984년 사이에 Chapter 11(1978년 법

개정 전에는 Chapter X)을 받고 빠져 나온 30개의 기업을 상으로 한 Chapter 11의

제도적 특징의 연구에서 Chapter 11이 복잡하고, 장기간이 소요(재조직에 소요되는

평균기간: 3.67년)되며, 비용이 많이 들고, 주주의 절 우선순위 규칙이 자주 위배되

는 것을 발견하 다. 그들은 27개 기업 중 21개 기업에서 절 우선순위 규칙이 위배

됨을 보고 기업이 파산했을 때 발생하는 절 우선순위 규칙의 위배는 예외가 아니라

일종의 규칙이라고 주장하 다. 

Weiss(1990) 역시 1979년 11월부터 1986년 12월 사이에 Chapter 11을 신청한 37개

기업을 연구 상으로 하여 절 우선순위 규칙 위배가 37개 기업 가운데 29개 기업에

서 일어남을 발견하 다. 절 우선순위 규칙의 위배는 무담보채권자들 사이와 무담

보채권자와 주주 사이에서 주로 발생하 으며 담보권을 갖고 있는 채권자들에 있어

서는 절 우선의 원칙이 잘 준수되는 것을 발견하 다. 또한 기업규모가 큰 경우 및

신청 법원이 뉴욕인 경우에 주주들에게 더 유리한 방향으로 위배되는 것을 발견하

다.

1978년 개정파산법이 공표된 이후 1979년부터 1986년까지 Chapter 11을 신청한 30

개 기업의 경우 이해관계자들 사이에 몫의 배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연구한

Eberhart, Moore와 Roenfeldt(EMR: 1990)는 30개 기업 가운데 24개 기업과 관련된

채권자들은 자신들의 몫을 제 로 받지 못했으며, 이들 24개 기업가운데 23개 기업

에서 절 우선순위 규칙이 위배되었음을 보 다. 절 우선순위 규칙의 위배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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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23개 기업의 경우 주주의 절 우선순위 위배 정도는 재조직된 기업 가치의 평균

9.87%로 나타났다. 절 우선순위 규칙이 위배되는 이유는 첫째, 경 자가 최초의 재

조직 계획안을 작성∙제출할 독점권을 가지고 있어 강한 협상 우위를 점유하기 때문

이다. 둘째로, 채권자들은 기업 가치에 한 정보가 부족하고 협상의 지연에 따른 잠

재적 비용의 초래, 강제적 조항(cram down)의 절차 등을 회피하려 하기 때문이다.

EMR은 파산 공시 이후의 주가가 절 우선순위 규칙을 위배하여 받게 되는 금액의

현재가치를 반 하며, 절 우선순위 규칙의 위배는 재조직계획안의 승인을 지연시킬

수 있는 주주의 권리를 포기하는 가라고 주장하고, 재조직안의 지연되는 정도와 주

주가 받는 몫과는 부(-)의 관계가 있음을 확인하 다. 

Frank와 Torous(1994)는 1983년과 1990년 사이에 사적으로 부채를 재조정하여 기

업을 재조직한 45개 기업과 Chapter 11을 통해서 기업을 재조직한 37개 기업(전체

82개 기업)을 연구 상으로 하여 서로 비교하 다. 일반적으로 Chapter 11에 들어간

많은 기업들은 먼저 사적으로 기업을 재조직하는 것을 시도하다 실패한 기업들이다.

연구결과 Chapter 11에서의 채권의 회복률(recovery ratio)은 달러당 51센트로 사적으

로 재조직한 경우의 회복률인 달러당 80센트보다 더 낮아 사적으로 기업을 재조직하

려 할 때 채권자가 주주에게 양보하는 부분이 큼을 보 다. Chapter 11의 경우 주주의

절 우선순위 위배 정도는 재조직된 기업 가치의 2.3%이고, 사적으로 재조직하는 경

우에는 주주의 절 우선순위 위배가 재조직된 기업 가치의 9.5%로 사적으로 재조직

하는 경우에 주주의 절 우선순위 위배가 더 크다는 것을 발견하 다. 그리고 사적으

로 기업을 재조직할 경우 주주들만 이익을 얻었지만, Chapter 11에서는 하위채권자들

과 우선주주들도 이익을 얻었음을 보 다. Chapter 11을 통해서 기업을 재조직할 때

보다 사적으로 기업을 재조직할 때 주주들에게 더 유리하게 절 우선순위가 위배되

는 이유는 채권자가 Chapter 11에 소요되는 비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주주들에게 자신

들의 몫을 더 많이 양보하기 때문이라고 하 다. 한편 그들은 재조직에 소요되는 평

균기간이 Chapter 11의 경우가 27개월(중위수)이고 사적으로 재조직하는 경우는 17

개월(중위수)임을 발견하 다. 

위와 반 의 결과도 있다. Betker(1995)는 1982년과 1990년 사이에 Chapter 11을

통하여 재조직된 75개 기업표본에서 주주의 절 우선순위 위배 정도와 이의 결정 요

인에 하여 연구하 다. 먼저 75개 기업을 연구 상으로 하여 분석한 결과 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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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절 우선순위 위배 정도는 재조직된 기업가치의 2.86%(중위수 0.88%)에 불과

하여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표본 중 주주의 절 우선순위 위배 정도는 21

개 기업에서 0이었고 20개 기업에서는 1%도 되지 않았다. 이전의 연구들이 부실기

업의 주주(혹은 주주의 입장을 변하는 경 자)들이 재조직안의 통과를 지연시켜

채권자들에게 재무부실 비용을 부과하는 능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반해

Betker(1995)는 이러한 권한은 실제로는 경 자들이 행사하며 파산시 경 자와 주주

사이에도 리인 문제가 심각할 수 있어 주주의 협상력이 크지 않음을 주장하 다.

주주의 협상력은 경 자의 유인 및 채권자가 경 자를 통제하는 정도에 달려 있다고

보았다. 실증분석에서 주주의 절 우선순위 위배 정도는 지불능력이 많을수록, 정리

담보권 및 은행이 보유한 청구권의 비중이 작을수록, 최고경 자의 지분이 많을수록,

최고경 자의 보수와 주주의 부가 정(+)의 관계를 가질 때, 기업이 재조직안을 독점

적으로 제안할 권리를 가질 때 크게 위배됨을 발견하 다. 

4) 회사정리제도의 효율성에 관한 연구

미국의 회사정리제도라 할 수 있는 Chapter 11의 효율성에 관한 연구는 과연

Chapter 11이 회생가능한 부실기업의 회생을 촉진하며 회생불가능한 기업의 퇴출을

촉진하는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Gilson, John과 Lang(1990)은 실증분석을 통해 부실기업들이 사적으로 부채를 재

조정하여 기업을 재조직하는 것이 Chapter 11을 통하여 기업을 재조직하는 것보다 더

높은 기업가치를 가지며 평균적으로 기업재조직에 소요되는 시간도 적게 걸리는 것

을 발견하고, 사적으로 부채를 재조정하여 기업을 재조직하는 것이 좀더 효율적이라

고 주장하 다. 그들은 기업재조직을 하려는 기업에 있어서 무형자산이 많을수록, 은

행부채가 총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클수록, 채권자의 수가 적은 경우에 사적으로

부채를 재조정하는 것이 용이함을 발견하 다. 

한편, Gertner와 Scharfstein(1991)과 Chen, Weston과 Altman(1995)은 Chapter 11

의 특성인 자동보전처분, 절 우선원칙 위배 등에 의하여 Chapter 11내에서의 투자가

사적으로 기업을 재조직하는 과정에서의 투자보다 더 증가된다고 주장하고 이렇게

증가된 투자와 기업의 재무구조와의 관계를 연구하 다. 그들은 채권자들 사이의 난

이한 이해조정을 중요한 비효율성의 원천으로 보고 있다. 이는 투자 측면에서 은행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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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가 다른 부채에 비하여 상위의 부채일 때 채권의 만기가 짧을 때, 채권에 우선권 보

장이 되어 있을 때 과소 투자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 다.

Schwartz(1993)는 사적으로 부채를 재조정하여 기업을 재조직하는 경우에 각 채권

자들이 재조정안에 해서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 재조정안이 통과되면 자신은 원래

의 몫을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적으로 부채를 재조정하는 것에 반 하려는 유인

이 있게 되는 것을 사적으로 부채를 재조정 할 때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보았다. 그는

기업이 채권자 모두가 동의하면서 만일 기업이 파산했을 때 받게 되는 몫의 우선 순

위 로 줄 수 있는 재조정안을 만들게 되면 이러한 문제점을 없앨 수 있다고 하 다.

이러한 안은 각각의 채권자들에게 파산했을 때보다 더 많은 몫을 주게 되고, 만일 기

업이 제시한 이러한 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파산할 것이라는 기업의 위협 때문에 채권

자들에 의해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하 다. 

Finkelstein(1993)은 사적으로 부채를 재조정하여 기업을 재조직하는 경우에 있어서

의 문제점으로 다수의 채권자들이 존재하는 경우에 각각의 채권자들이 재조정안에

해서 반 하더라도 재조정안이 통과되면 자신은 원래의 몫을 다 받을 수 있기 때문

에 사적으로 부채를 재조정하는 것에 반 하려는 유인 문제보다는 협상 자체를 못하

게 하는 채권자들 사이의 집합적 행동을 더 큰 문제로 보았다.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해서는 부채 계약에 일정기간 동안 채권자들의 집합적 권리를 정지시키는 조항

과 채권자들 사이의 만장일치 동의조항을 삽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 조항들을 삽

입하면 훨씬 더 쉽게 사적으로 부채를 재조정하여 기업을 재조직할 수 있다고 주장하

다. 

White(1994)는 Chapter 11 내에서 기업을 재조직하는 경우와 사적으로 부채를 재조

정하여 기업을 재조직하는 경우에 있어서 주주와 채권자 사이에 기업 가치에 한 정

보불균형으로 인하여 효율적인 부실기업이 청산하거나 비효율적인 부실기업이 존속

하는 결과를 가져 올 수 있기 때문에 둘 다 비효율적이라고 주장하 다. 이 중에서 사

적으로 부채를 재조정하여 기업을 재조직하는 경우가 Chapter 11을 통하여 기업을 재

조직하는 경우보다는 좀 더 효율적이라고 주장하 다. 

Hotchkiss(1995)는 Chapter 11의 효율성 정도에 관하여 실증분석을 하 다. Chapter

11을 경험한 197개 기업들에 하여 기업을 재조직한 후의 기업 성과를 측정하 는

데 40% 정도의 기업들이 파산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업손실을 계속했으며, 16%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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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기업들이 또 다시 Chapter 11에 들어간 것을 보고 Chapter 11이 비효율적이라고

주장하 다.

Giammarino(1990)는 부실기업의 문제를 해결시 비용이 적게 들면서 기업과 채권자

사이에 상호 이익이 되는 사적으로 기업을 재조직하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

과 채권자 사이에 정보불균형이 존재할 경우에는 비용이 많이 소요되지만 공적으로

기업을 재조직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수 있음을 보 다. 한편 Mooradian(1994)은

Chapter 11이 비효율적인 부실기업이 효율적인 부실기업을 모방하는데 비용을 부과

하여 Chapter 11내에서는 비효율적인 부실기업이 자발적으로 파산하게 되고 효율적

인 부실기업만이 살아남게 되어 Chapter 11이 효율적인 제도라고 하 다. 

Chen, Weston과 Altman(1995)는 절 우선순위 원칙의 위배, 채권자들 사이에 만

장일치를 요하지 않는 투표권 규칙이 Chapter 11 내에서의 이해관계인들 사이에 협상

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들이 기업재조직 계획에 쉽게 동의하도록 한다고 하 다.

Alderson과 Betker(1995)는 1982년과 1993년 사이의 Chapter 11을 통하여 재조직된

88개 기업을 선정하여 높은 청산비용을 가진 기업일수록 Chapter 11을 통한 기업 재

조직 후에 낮은 부채비율을 갖게 되고, 공적이고 담보권이 없는 부채를 많이 쓰며, 배

당과 자본지출, 자본구조 변경 등을 금지하는 부채계약을 덜하는 것을 발견 하 다.

Alderson과 Betker(1998)의 또 다른 연구는 1983년과 1993년 사이에 Chapter 11으로

부터 빠져나온 기업들의 파산후의 현금흐름이 기업재조직 이후에 정상화됨을 발견하

다. Andrade와 Kaplan(1998)은 파산이나 재무부실로부터 빠져 나온 20개의 주식을

점검하고서 그들 기업이 빠져 나온 후에 비정상적으로 잘 수행함을 밝혀냈다.

Eberhart, Altman과 Aggarwal(1998)은 Chapter 11으로부터 빠져 나온 131개 기업의

주식수익률을 평가하 다. 빠져 나온 후 200일 동안의 수익률이 큰 정(+)의 초과수

익률을 얻음을 발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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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워크아웃(workouts)의 내용과 문제점

1. 워크아웃(Workouts)이란?2)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은 국의 중앙은행인 란은행이 90년 초반 량으로

발생한 부실기업을 정리하기 위해서 채무기업과 채권자를 중재하면서 개발된 런던식

추진방식(London approach)이다. 경제적 회생가능성은 있으나 단기유동성 악화로 재

무적 곤경을 겪고 있는 기업을 상으로 법적정리를 이용하지 않고, 채권금융기관들

과 채무자인 기업간에 협상과 조정과정을 거쳐 채무조건의 완화라는 사적인 화의를

시도하는 것이다. 기업개선작업에 있어 채권금융기관들은 채무조정을 위한 구체적인

수단으로써 출원리금의 상환유예, 이자감면, 단기 출의 중장기 전환 등 만기연장,

채무면제, 출금의 출자전환 및 전환사채로의 전환, 신규자금 지원, 보증채무회소

등을 사용한다. 이같은 부채구조조정에 해 채무기업은 자산매각, 한계계열사의 정

리, 인력감축 및 경비절감, 핵심사업의 정비, 업전략의 전환 등 자구노력을 병행한

다. 나아가 손실분담 차원에서 주주들의 감자 및 유상증자, 주주의 사재출연 등이

이루어진다.

1997년에 IMF 체제라는 경제위기를 맞이하여 기업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절실하게

두되었다. 이에 따라 1998년 6월 25일 210개 금융기관들이 상호간의 이해를 합리

적으로 조정하고 공조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금융기관

협약’을 체결하고, 이 협약을 토 로 기업구조조정을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워

크아웃(기업개선작업)을 선택하 다. 주채권은행 내지 여신최다은행이 주관은행으로

서 자격을 가지고 채권금융기관 협의회를 소집하여 기업개선작업을 주관하며, 기업

개선계획안까지 주도적으로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기업개선작업은 협약에 가입한

금융기관과 당해기업이 자율적인 협의에 의해 기업개선계획을 마련하고 추진하게 된

다. 만약 협약에 가입한 채권금융기관간에 이견이 발생하면 협약에 명시된 바에 의해

기업구조조정위원회를3) 통해 중재가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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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협약은 기업개선작업이 진행되는 절차에 해 큰 윤곽을 규정하고 있

고, 협약에 가입한 채권금융기관들로 하여금 기업개선작업 상기업에 하여 일정

기간 채권행사를 유예하도록 하고 있다. 협약은 은행권을 비롯하여 종금사, 증권사,

투신사, 보험사, 리스사, 할부금융회사 등 부분의 국내금융기관들이 가입하고 있어

상거래채권과 상호신용금고 같은 소액채권 금융기관의 채권을 제외한 거의 모든 금

융채권에 해 구속력을 갖는 사적 계약의 형태를 띠고 있다.

이 협약은 1998년 6월 25일에 제정되어 1998년 8월 14일과 10월 1일에 두차례 개

정된 상태이다. 협약의 기본정신은4) 채권금융기관간 신속하고 원활한 합의를 도출하

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만을 명시하고, 협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들은 그때 그때

이해당사자들간의 자율적인 합의에 의해서 결정하여 금융관행으로 정착되도록 하는

것이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채권행사 유예 상 채권, 채권행사 유예기간, 협약위원회

구성과 역할, 기업구조조정위원회 설치와 기능,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소집과 구성, 채

권금융기관 운 위원회 구성,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의결방법, 조정신청과 위약금 부

과 등이다. 협약에 따라서 기업개선작업은 협약에 가입한 금융기관 전체가 일정한 원

칙 하에 일관성 있는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하게 된다. 기업개선작업 추진원칙에는 손

실최소화의 원칙(적격 상 선정의 원칙), 손실분담의 원칙(형평성의 원칙), 공평성

의 원칙, 신속성의 원칙(비용최소화의 원칙)이 있다.

2. 기업개선작업의 절차

1) 상기업의 선정

주관은행은 기업 스스로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주관은행이 적절한 상기업을 정

하여 기업개선작업 추진 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이외에도 협약에서는 주관은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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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업구조조정위원회는 협약에 의거하여 설치된 채권금융기관들의 이견조정기구로서 순수 민

간 자율기구이다. 기업개선작업의 상기업 선정으로부터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운 , 기업

개선 계획안안의 작성등에 전문적인 자문을 하고 있으며, 협약에 한 실무적인 해석기능을

가지고 있다. 또한 소원신청과 조정신청에 한 중재권한이 있으며, 채권금융기관의 자율합

의사항 위반에 해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기업구조조정위원회에는 7명의

조정위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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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닌 채권금융기관이 단독 또는 복수로 합쳐서 채권총액의 1/4 이상이 될 경우 주관

은행으로 하여금 기업개선작업의 상기업을 지정하여 선정할 수 있게끔 규정하고

있다.

2)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소집통보

기업개선작업 상기업이 선정되고 나면 주관은행은 기업구조조정위원회와 사전협

의를 거쳐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소집을 통보하게 된다. 협약운 준칙에 따라 주관은

행은 소집통보 당일에 주요 채권금융기관들과 조율을 하게 되며, 이들로부터 상기

업으로서의 적격여부에 하여 이견이 나오는 경우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서 상기

업으로 선정하게된 충분한 해명을 하여야 한다. 

3) 채권금융기관협의회 개최

주관은행은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소집을 통보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채권금융기

관협의회를 개최하게 되며, 채권총액기준 3/4 이상의 찬성으로 기업개선작업 추진

상으로 가결되는 경우 기업개선작업을 추진하게 된다. 이와 동시에 기업실사가 필요

한 경우 기업실사용역기관의 선정방법과 그에 따른 채권행사 유예기간을 정하게 된

다.

4) 기업실사작업5)

부분의 경우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결의에 의하여 기업실사가 이루어진다. 주관

은행은 기업실사용역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받아 실사의 범위와 일정을 규정하는 기

업실사계획서를 마련하게 되고, 실사기간 중에 주관은행은 외부자문기관들의 도움을

받아 기업개선계획안을 마련하게 된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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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업실사의 필요성은 보수적인 견지에서 채권자가 확보할 수 있는 실질적인 청산가치를 확인

하는데 있다. 이같은 실사결과를 토 로 하여 채권자 조별로 회수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치

를 확인하게 되며, 기업개선작업의 실행을 통하여 각 조별 채권자가 획득할 수 있는 기 회

수율과 비교하여 안을 판단하게 하는 기초자료가 된다.

기업실사의 기본방향과 기본원칙은 www.everwin.co.kr/crc/main_f4.htm, 기업개선작업해설

(5)를, 기업실사의 내용과 범위는 www.everwin.co.kr/crc/main_f4.htm, 기업개선작업해설(6)을
참조하기 바란다.



5) 기업개선계획 확정

기업개선계획안이 마련되고 나면 채권행사 유예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채권금융기

관협의회를 개최하여 역시 총채권액 3/4 이상의 찬성으로 기업개선계획을 확정하게

된다. 주관은행은 기업개선계획안을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 상정하기 전에 여러 차례

의 운 위원회와 사전회의를 거쳐 채권금융기관간에 첨예한 이해관계를 사전에 조정

함으로써 보다 원만한 기업개선계획안을 마련하는 운 의 묘를 발휘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6) 기업개선약정 체결

기업개선계획안이 확정되면 이를 기초로 주관은행은 해당기업과 기업개선약정

(MOU)을 체결하게 된다. 여기에는 채권금융기관들이 이행해야할 사항과 해당기업

이 이행해야 할 자구계획 및 제반 구조조정약속 등이 반 되며, 미이행시 처리할 방

법 등에 해서도 구체적으로 내용이 담기게 된다. 

7) 사후관리

기업개선약정이 체결되고 나면 주관은행은 관리단을 구성하여 해당기업에 파견하

게 된다. 이외에도 경 정상화를 겨냥한 경 감시 차원에서 정기적인 보고체계의 구

축, 사외이사나 사외감사의 선임, 또는 경 평가위원회와 같은 조직구성을 통하여 경

진을 평가하거나 상기업의 약정이행사항을 면 히 파악하는 등 모니터링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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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업개선작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수익가치와 청산가치가 큰 차이를 보여야 하며, 이외에도

채권단의 선부담수준의 과다 여부, 주주 및 경 진의 자구노력수준과 실현가능성, 추정된

업성과의 실현가능성 및 위험수준, 추가자금지원의 가능성, 경 실패의 재연가능성, 유동

화될 청산가치의 운용시 기회이득상실, 법정관리 및 화의에 비한 기 회수율의 비교 등을

검토하게 된다.

7)‘기업개선작업추진요령’에 명시된 졸업의 개념적 조건과 기본조건의 상당부분을 충족하여

졸업의 조건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면, 상기업은 스스로 주관은행에 졸업을 신청할 수 있고

주관은행은 자체판단에 의해 졸업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은행은 기업구조조정

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졸업추진위원회에 졸업조건의 충족여부를 판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3. 워크아웃의 현황

<표 1>의 상단을 보면 2000년 3월 29일 현재 은행별로 기업개선약정 확정기업의

분포를 나타내주고 있다. 조흥은행이 20개사, 제일은행이 17사, 한빛은행 14개사 순

이다. <표 1>의 하단은 2000년 3월 29일까지 워크아웃으로 선정된 104개 기업의 처

리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워크아웃을 졸업한 기업은 2개사(한창화학과 한국컴퓨터)

이며 합병이 15개사, 중단이 10개사이다. 워크아웃이 중단된 10개사 가운데 5개사는

법정관리를 신청하여 개시받았으며 77개사가 워크아웃을 진행중이다.

<표 2>은 워크아웃의 소집통보에서 기업개선약정이 확정될때까지의 기간을 보여주

고 있다. 약 77% 정도가 2개월과 3개월 사이 및 3개월과 4개월 사이에 분포되어 있

다. 워크아웃을 졸업한 기업은 한창화학과 한국컴퓨터인데 이들의 소집통보일에서

워크아웃 졸업시까지의 소요기간은 한국컴퓨터의 경우 약 1년 6개월이 소요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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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워크아웃 현황(2000. 3. 29 현재)

은행 제일 조흥 한빛 서을 산업 외환 부산 구 기타 계

기업수 17 20 14 6 4 4 4 4 4 77

자료: 기업구조조정위원회

처리내역 진행중 졸업* 중단** 합병*** 계(선정기업)

기업수 77 2 10 15 104

자료: 기업구조조정위원회, 2000. 3. 29 현재

*: 한창화학, 한국컴퓨터

**: 통일4개사, 경기화학, 달재화학, 아남전자, 기업리스, 삼협개발, 해표푸드

특히 10개사 가운데 5개사는 법정관리 신청하여 개시결정이 내려짐.

***: 고합 3, 동국 2, 신원 2, 신동방 1, 진도 2개사, 강원 2, 동보 1, 신우 1, 미주 1

<표 2> 워크아웃에서 소요기간(소집통보~기업개선약정 확정)

소요기간 1월 이하 1월~2월 2월~3월 3월~4월 4월~5월 5월~6월 6월~7월 계

기업수 2 5 25 34 9 1 1 77

자료: 기업개선작업 진행 현황, 2000.3.29 기업구조조정위원회



한창화학의 경우는 이보다 더 짧게 소요되었다.

<표 3>을 보면 1999년말 현재 기업개선약정을 체결한 64개업체( 우계열 5개사

제외)는 총 9조 4,838억원의 자구계획중 3조 2,499억원의 자구이행으로 전체계획

비 34.3%를 실현하 다. 1999년말까지의 자구계획(5.1조원) 비 자구이행률은

64.3%이다. 이 가운데 자산매각의 실적은 1조 3,546억원으로 이행률은 28.2%이다.

이는 총자구계획중 40.9%를 차지하는 부동산 매각의 이행률이 26.6%에 불과한데 기

인한다. 사적으로 기업갱생을 꾀하는 경우에 자산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자산매각이

이용되고 있으나 그 실적은 매우 부진한 형편이다.

그러나 부채구조조정의 측면에서보면 매우 활발하게 부채의 구조조정이 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예컨 <표 4>를 보면 1999년말 현재 채권금융기관은 기업개선계획

이 확정된 65개업체에 한 채권액 33조 6,762억원에 하여 이자감면 19조 4,211억

원을 실시하 으며(계획 비 90.8%), 출자전환은 2조 2,157억원 실시하 다.(계획

비 40.3%) 그리고 신규여신의 경우 운 자금 9,221억원, 무역금융 7,305억원 등 총 1

조 6,526억원을 지원하 다(계획 비 92.2%). 1999년말 현재 채권금융기관은 우계

열 12개사에 한 채권액 64조 4,728억원에 하여 이자감면 35조 4,23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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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기업개선약정 체결업체의 자구계획 및 실적( 우계열 5개사 제외)

(단위: 억원, %) 

구 분 외자유치*
자산매각 계열사 유상

기타*** 계
부동산 정리 증자**

주채무계열 계획 13,218 31,308 24,801 9,968 4,108 13,577 72,179
(29개사) 실적 9,136 10,972 8,636 985 2,846 4,668 28,607

중견 기업 계획 3,512 16,749 13,997 512 221 1,665 22,659
(35개사) 실적 452 2,574 1,680 46 172 648 3,892

계(64개사) 계획 16,730 48,057 38,798 10,480 4,329 15,242 94,838
(구성비) (17.6) (50.7) (80.7) (11.1) (4.5) (16.1) (100)

실적 9,588 13,546 10,316 1,031 3,018 5,316 32,499
(이행율) (57.3) (28.2) (26.6) (9.8) (69.7) (34.9) (34.3)

*: 자산 및 지분의 해외매각, 외국기관의 유상증자 참여 등

**: 채권단 출자전환제의

***: 경 개선, 주주 사재출연 등 자료: 금융감독원, 1999.12.30



(54.9%), 출자전환 26조 6,433억원(41.4%) 등으로 채무조정하고 4조 9,759억원의

신규자금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4. 문제점 및 개선방안

워크아웃은 경제적 회생가능성은 있으나 단기 유동성 악화로 재무적 곤경에 처한

기업이 상이 된다. <표 1>의 하단에서 보는바와 같이 워크아웃 중단율(중단기업수

/선정기업수)이 9.6%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워크아웃의 취지에 맞게 선정단계에

서 경제외적 논리를 배제하고 경제적 회생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해 보수적 입장에

서 워크아웃 상기업을 선정해야 한다. 채권총액 기준 3/4 이상의 찬성으로 기업개

선작업 추진 상으로 가결되는 경우 기업개선을 추진하게 되는데 특히 주관은행의

상기업의 경제적 회생가능성에 한 면 한 검토와 분석이 요구된다. 기업개선작

업 추진 상으로 가결되고 나면 주관은행은 기업실사용역기관을 통해 해당기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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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채무조정계획 및 실적

(단위: 억원, %)

채무조정#

구 분 채무상환유예 신규여신

이자감면* 정상금리
출자전환** 기타*** 계

주채무계열 계획 184,478 28,618 52,141 18,376 283,613 12,472
(29개 업체) 실적 166,052 24,424 19,756 18,246 228,478 12,214

중견 기업 계획 29,418 14,251 2,798 6,682 53,149 5,447
(36개 업체) 실적 28,159 12,977 2,401 7,002 50,539 4,312

계 계획 213,896 42,869 54,939 25,058 336,762 17,919
(65개 업체) 실적 194,211 37,401 22,157 25,248 279,017 16,526

(이행율) (90.8) (87.2) (40.3) (100.8) (82.9) (92.2)

#: 보증채무 5조 3,112억원 포함, 채무재조정업체는 재조정후 계획 및 실적 기준

*: 우 금리포함(보증채무중 지급금 발생시 이자면제의 경우 포함)

**: 출금출자전환 및 전환사채인수

***: 상환, 보증채무 면제 및 주채무전환

자료: 금융감독원, 1999. 12. 30.



한 기업실사가 이루어지는데 이 단계에서 기업실사 내용에 한 채권금융기관의 엄

정한 평가를 통해 실사기관의 책임여부를 규명토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여 기업개선

작업 과정에서의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기업실사 내용에 한 보수적인 입장

을 견지하여 기업개선작업 추진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표 3>을 살펴보면

1999년말 현재 기업개선약정을 체결한 64개 업체( 우계열 5개사 제외)는 총 9조

4,838억원의 자구계획 중 3조 2,499억원의 자구이행으로 전체계획 비 34.3%를 실

현하 다. 1999년 말까지의 자구계획(5.1조원) 비 자구이행률은 64.3%이다. 이 가

운데 자산매각의 실적은 1조 3,546억원으로 이행률은 28.2%이다. 여기에서 보는바와

같이 채무기업의 자구계획 비 이행실적이 미흡하다. 워크아웃에 들어간 기업들의

경 진들이 살을 깎는 자구노력을 게을리하고 과감한 자산매각 및 소극적인 인력감

축 등을 포함한 방만한 경 을 해 도덕적 해이(moral hazard)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

서 채권금융기관들이 주체가 되어 경 진을 감시하고 평가하여 문제가 있는 경우 경

진을 교체해야 한다. 아울러 해당기업에 파견한 경 관리단에 전문가를 입하여

기업개선작업 상업체에 한 철저한 사후관리가 요구된다. 채무조정 측면에서는

<표 4>를 보면 1999년말 현재 금융기관의 출자전환 계획 비 실적, 즉 이행율이

40.3%에 불과한데 선정단계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면 자연스럽게 금융기관의 출자

전환도 활성화 될 것이다. 기업개선약정이 확정된 77개 기업 가운데 정부가 1 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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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우 12개 계열사에 한 채무조정계획

(단위: 억원, %)

채무조정

구분 채무상환유예 출자전환
기타** 계

신규여신

이자감면* 정상금리 출자전환 CB인수

계획 354,233 7,798 57,182 209,261 16,254 644,728 49,759
(구성비) (54.9) (1.2) (8.9) (32.5) (2.5) (100.0)

보증채무 359,325 8,182 57,182 209,261 78,383 712,333
포함시 (50.4) (1.1) (8.0) (29.4) (11.0) (100.0) 49.759

*: 우 금리포함

**: 상계, 보증채무 면제 및 주채무전환 등

자료: 금융감독원, 1999. 12. 30.



인 은행(한빛, 조흥, 제일, 외환, 산업)이 담당하는 기업수는 59개 기업으로 76.7%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개선작업은 경제외적 논리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금융기관의 민 화를 통하여 자율성이 확보되어야 한다(서정환

(2000)). 

IV. 법적 기업도산절차의 내용과 문제점

재판이라는 절차를 통해 추진되는 법적정리에는 기업의 재건이나 갱생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정리법상의 회사정리제도와 화의법상의 화의가 있고, 채무기업의 청산∙해

체를 목적으로 하는 파산법에 의한 파산제도 및 강제화의가 있다. 법적정리의 경우

청산형 도산절차가 개시되더라도 그후의 상황전개에 따라 재건이 아직 가능할 때는

재건형 도산절차로의 이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즉 파산절차로부터 강제화의절

차로의 이행,8) 파산절차로부터 화의나 회사정리절차로의 이행이 가능하며, 재건형

도산절차가 선택되더라도 그 실행에 실패한때에는 결국 파산 등의 청산형 도산절차

로 이행하게 된다. 여기에서는 법적정리(회사정리, 화의, 파산)의 내용, 절차 및 현황

에 하여 설명한다. 아울러 문제점 및 개선방안도 제시한다.

1. 회사정리제도

1) 회사정리절차란?

회사정리제도는 재정적 궁핍으로 파탄에 직면하 으나 경제적으로 갱생의 가치가

있는 주식회사에 관하여 채권자, 주주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조정하며, 그 사

업의 정리재건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회사정리절차는 그 절차 개시전의 원

인에 의하여 생긴 회사에 한 채권을 정리채권 또는 정리담보권으로 하여 그 채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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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파산법상의 강제화의는 파산 선고후 파산절차중에 파산적 청산을 회피하고 파산자의 경제적

갱생을 위하여 파산절차를 종료시키는 화의를 가리키며, 파산선고전에 파산선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행하는 화의법상의 화의와 구별된다. 따라서 화의법상의 화의를‘파산예방을 위한 화

의’라고도한다.



개별적 행사를 금지하고 정리채권 또는 정리담보권에 한 감면이나 기한의 유예, 주

식 또는 사채의 발행, 주주의 주식에 한 무상소각 등 권리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정리계획을 수립하며 정리계획상 인정되지 않는 권리는 원칙적으로 실권되도록 하는

한편, 정리회사로 하여금 경 을 계속하여 수익을 올리면서 유휴자산 등을 매각하여

변제자금을 마련하게 함으로써 회사를 갱생시키는 절차이다. 원래 기업이 도산에 이

른 경우 자본주의 경제체제하에서는 시장경쟁의 원리에 의하여 기업을 해체하는 것

이 원칙이므로, 기업을 재건하는 회사정리절차는 도산처리 절차중에서는 예외적인

제도라고 볼 수 있다. 주식회사는 자본의 집중, 손실위험의 분산, 고용확산 등의 경제

적 기능을 가지고, 현 산업 사회에 있어 독자적인 사회적 가치를 창조하고 있으므

로, 주식회사인 기업이 파탄에 빠졌다고 하여 이를 해체한다는 것은 주주나 회사채권

자 등 이해관계인들에게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큰 손실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회사정

리절차는 이와 같은 사회 경제적 가치를 지닌 기업의 해체를 방지하고 그 정리 재건

을 도모하는데 그 존재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결국 회사정리절차의 일환으로서

회사정리제도는 파탄에 직면한 회사 재산의 청산 해체를 회피하고 사업의 유지 계속

을 지향하는 한편, 기업에 게재된 법률관계의 조정, 즉 이해관계인의 이해의 조정을

그 목적으로 함으로 기업의 구제와 이해관계의 조정이라는 사고의 교착이 그 이념적

기반을 이룬다고 할 수 있다.

2) 회사정리 절차

회사정리를 신청한 기업이 성공적으로 종결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모든 회사정리

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① 회사정리 신청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함이 없이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

을 때나 회사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 회사는 법원에 법정관

리를 신청할 수 있다. 회사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자본의

1/10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또는 발행주식 총수의 1/10 이상에 해당하

는 주식을 가진 주주도 이를 신청 할 수 있다. 회사정리 신청과 더불어 재산보전처분

신청도 동시에 하며 절차의 비용으로 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예납 하여야 한다.9)

② 보전처분/보전관리인 선임(다른 절차의 중지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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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정리절차개시의 결정을 하기 전에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

으로 회사의 업무와 재산에 관하여 가압류, 가처분 기타 필요한 보전처분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보전처분 여부는 신청후 14

일 이내에 결정해야 한다. 

③ 정리절차개시결정(관리인 선임)

법원은 정리절차 개시의 결정과 동시에 관리위원회10)와 채권자협의회11)의 의견을

들어 1인 또는 수인의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12) 정리채권, 정리담보권과 주식의

신고기간(개시 결정 일로부터 2주 이상 2개월 이하), 제1회 관계인 집회기일(개시

결정 일로부터 4개월 이내), 정리계획안 제출기간 등 기일을 공고하여야 한다.

정리절차 개시 후 그 종료까지는 정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면 자본의 감소, 신주나

사채의 발행, 합병, 해산, 회사의 조직변경을 할 수 없으며, 회사 사업의 경 과 재산

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리는 관리인에게 전속한다.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1인 또는 수인의 조사위원을 선임하여 정리절차를

계속 진행함이 적정한지에 관하여 의견서(조사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게 할 수 있다.

최근의 개정안에서는(1999. 12. 31 개정) 조사위원을 개시결정후에 선임하도록 되어

있다. 신청후 1개월 이내에 개시결정을 내려야 한다.

④ 제1회 관계인 집회

관리인은 정리절차에 이르게 된 사정, 회사의 업무와 재산에 관한 경과와 현상,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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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참고로 화의절차에 있어서의 예납금 산정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부채 총액 30억 미만: 1,400만원, 30억 이상: 1,600만원, 100억 이상: 2,400만원

300억 이상: 2,600만원, 500억 이상: 2,900만원, 700억 이상: 3,200만원

1,000억 이상: 3,800만원, 3,000억 이상: 4,300만원 5,000억 이상: 4,800만원이다.

10) 관리위원회는 서울지방법원에 설치하며 위원장1인을 포함한 3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3년이고 위원중 과반수는 상임으로 한다. 관리위원회는 보전관리인∙관리

인∙조사위원의 선임에 한 의견제시, 보전관리인∙관리인 및 조사위원의 업무수행의 적정

성에 관한 감독 및 평가, 정리계획안에 한 심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11) 관리위원회(관리위원회가 설치안된 경우는 법원)는 정리절차 개시 신청후에 회사의 주요 채

권자들을 구성원으로 채권자협의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협의회는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담보

권자외의 채권자가 과반수이어야 한다. 협의회는 채권자들사이의 이해를 조정하여 법원에 의

견을 제시할 수 있다.

12) 은행∙신탁회사 및 종합금융회사도 관리인이 될 수 있다.



사의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가 회사를 청산할 때의 가치보다 큰지의 여부 등을 조

사하여 요약∙보고하며, 법원은 관리인, 회사와 신고한 정리채권자, 정리 담보권자

및 주주로부터 관리인의 선임과 회사의 업무 및 재산의 관리, 정리절차를 계속진행함

이 적정한지의 여부에 관한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권리의 확정

신고기간에 접수된 정리채권∙정리담보권을 조사 기일 내에 조사하여 정리채권 및

정리담보권을 확정한다.

⑥ 정리계획안 작성제출

관리인은 정리채권, 정리담보권과 주식의 신고기간 만료 후 법원이 정한 기간 내에

정리계획안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신고기간 만료 후 원칙적으로 4개월

이내에 작성 제출). 정리계획안의 내용은 정리계획안 제출에 이르기까지의 경과와 현

황, 정리계획안의 요지, 정리담보권 및 정리채권에 한 권리변경 및 변제 계획, 공익

채권과 변제방법, 변제자금의 조달방법, 자구노력의 추진, 예상초과수익금의 처리 방

법, 분쟁이 해결 안된 권리, 주주의 권리변경, 임원의 선임, 정관의 변경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⑦ 제2회 관계인 집회(정리계획안 심리)

정리계획안의 제출자(관리인)로부터 계획안에 한 설명을 들은 후 법원은 관리인,

회사와 신고한 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 및 주주로부터 계획안에 한 의견을 들어

야 한다.

⑧ 제3회 관계인 집회(정리계획안 결의)

관계인 집회에서 정리계획안을 가결함에는 정리채권자의 조는 정리채권자 의결권

총액의 ⅔ 이상, 정리담보권자의 조에서는 정리담보권 의결권 총액의 ¾ 이상, 청산

을 위한 계획안에 하여는 의결권행사 가능한 정리 담보권자 전원의 동의, 주주의

조에 있어서는 주주 의결권 총액의 ½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13)

회사정리의 보다 신속한 종결을 위하여 채무의 최장 유예기간을 20년에서 10년으

로 단축(담보가 있는 때에는 그 담보물의 내용기간)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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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정리절차의 개시 당시 회사의 부채 총액이 자산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주는 의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정리절차개시 당시 회사의 부채 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회사발

행 주식의 ½ 이상을 소각하는 방법으로 자본을 감소시켜야 하며 회사의 이사나 이에

준하는 자 또는 지배인의 중 한 책임이 있는 행위로 인하여 정리절차 개시의 원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행위에 상당한 향력을 행사한 주주 및 그 친족 기타 법원 규

칙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가진 주식 ⅔ 이상을 소각하는 방법으로 자본을

감소하여야 한다.

⑨ 정리계획안 인가

가결된 정리계획안은 법원의 인가 결정으로서14) 효력을 발생하는데 정리 채권자,

정리담보권자와 주주의 권리는 정리계획안 로 변경된다. 정리계획안이 정리 절차

개시일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가결되지 아니하면 법원이 직권으로 정리절차폐지 결

정을 하여 파산절차를 밟도록 하 다.

⑩ 정리계획수행 및 종결

정리계획에 따른 변제가 시작된 이후 정리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원은 관리인,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

로 정리절차의 종결을 결정한다.15) 법정관리의 종결 결정이 확정되면 회사정리절차

가 종결되며, 정리회사는 통상의 회사로 복귀하여 업을 계속하게 된다.

3) 회사정리 현황

① 회사정리사건접수 및 정리절차 개시결정 추이

회사정리사건의 접수 상황은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2년 89건, 1995년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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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회사정리법 제 233조: 정리계획인가의 요건

정리절차 또는 계획이 법률의 규정에 합치되어 있을 것, 계획이 공정. 형평하고 수행 가능할

것, 결의를 성실, 공정한 방법으로 하 을 것 등이다.

만약 정리계획안에 관하여 관계인 집회에서 법정의 액 또는 수 이상의 의결권을 가진자의 동

의를 얻지 못한 조가 있는 경우에도 법원은 정리계획안을 변경하여 그 조의 정리채권자, 정

리담보권자, 또는 주주에 하여 그 권리를 보호하는 조항을 정하고 계획 인가의 결정을 할

수 있다.

15) 정리계획에 따른 변제가 이행되고 있을 것, 회사의 총자산이 총부채를 초과할 것, 2년 이상

연속하여 당기순이익을 실현하고 있을 것, 위의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더라도 자금력 있는

제3자가 인수하여 정리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리절차를 직권으

로 조기 종결할 수 있다.



건 1996년 52건, 1997년 132건, 1998년 148건 등 1991년 이후에 급증하고 있다. 1

년간 평균 접수 건수는 최근 16년간 56.8건이고, 회사정리사건의 개시결정상황은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시결정비율이16) 1992년부터 약간 낮아지는 추세인데

그 원인은 1992년 7월 회사정리사건처리요령 예규17)가 제정됨에 따라 담당재판부가

갱생가능성을 신중히 판단한데 기인한다. 평균 인용률 (인용사건수/(인용사건수+

기각사건수)은 최근 16년간 69%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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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회사정리사건의 접수 및 개시결정 추이

구분 상 사 건 처 리 사 건 미 제

년도 전년미제 금년접수 소 계 인 용 기 각 기 타 소 계

1983 16 47 63 31 6 1 38 25
1984 25 52 77 35 9 9 53 24
1985 24 40 64 27 13 15 55 9
1986 9 26 35 8 10 6 24 11
1987 11 30 41 18 1 4 23 18
1988 18 26 44 18 3 3 24 20
1989 20 27 47 29 1 3 33 14
1990 14 15 29 17 4 0 21 8
1991 8 64 72 26 10 10 46 26
1992 26 89 115 44 35 10 89 26
1993 26 41 67 17 17 1 35 32
1994 32 42 74 27 17 3 47 27
1995 27 79 106 32 29 15 76 30
1996 30 52 82 29 17 9 55 27
1997 27 132 159 43 24 20 87 72
1998 72 148 220 92 25 17 134 86

합 계 910 493 221 126 840

주: 처리사건의 기타 란은 취하임

자료제공: 법원행정처, 사법년감 각호

16) 개시결정 비율은 <표 7>에서 인용/소계를 가리킨다.

17) 회사정리 사건처리요령 예규는 1992년에 제정되었으며 회사정리개시결정시 요건, 관리인 선

정기준, 구사주의 향력 배제, 정리회사 및 관리인에 한 법원의 감독에 관한 사항이 들어

있다. 1996년과 1998년에 예규가 개정되었다. 



② 개시 결정 후 사건처리 추이

개시 결정한 사건 수는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근 16년간 개시 결정한 연평

균 사건 수는 30.6(489/16)건으로 일본의 15년간 개시 결정한 연평균 사건 수 17.3건

보다 높다. 정리절차가 종료된 회사 중에서 성공적으로 종결된 회사의 비율(종결사건

수/처리사건수)은 최근 16년간 40.3%(151/375)이다. 우리 나라에서 갱생 목적을 달

성한 사건 비율이 낮은 점은 회사정리 절차단계에서 경제적 갱생가능성에 한 심사

및 개시 결정된 회사의 관리인 선임, 감독이 적절하 는지 점검의 필요성이 두된

다. 

1993년 이후 정리절차가 폐지된 회사가 증가한 원인은 처리요령이 제정됨에 따라

담당 재판부가 정리회사의 갱생가망성을 적극적으로 심사하여 갱생가망성이 없는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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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개시 결정 후 회사정리사건의 상 수 및 사건추이

구분 상 사 건 처 리 사 건 미 제

년도 전년미제 금년접수 소 계 종 결 폐 지 기 타 소 계

1983 55 31 86 1 3 0 4 82
1984 82 35 117 16 12 1 29 88
1985 88 27 115 2 9 0 11 104
1986 104 8 112 1 5 0 6 106
1987 106 18 124 9 9 1 20 104
1988 104 18 122 6 4 0 10 112
1989 112 29 141 9 3 3 15 126
1990 126 17 143 10 4 7 21 122
1991 122 26 148 8 3 9 20 128
1992 128 44 172 10 3 4 17 155
1993 155 17 172 4 12 0 16 156
1994 156 27 183 9 16 1 26 157
1995 157 28 185 5 24 1 30 155
1996 155 29 184 12 16 2 30 154
1997 154 43 197 11 13 8 32 165
1998 165 92 257 38 23 27 88 169

합 계 489 151 159 65 375

사건의 기타 란은 정리계획 불인가임. 

자료제공 : 법원행정처, 사법년감 각호



사에 하여 직권으로 폐지한데 있다.

③ 회사정리기간

1998년 상반기를 기준으로 볼 때 회사정리절차가 진행중인 기업은 상장기업 45개

사를 포함하여 215개사에 달하고 있다. <표 7>를 보면 정리절차가 진행중인 기업의

회사정리기간을 보여주고 있다. 서울지방법원의 경우 신청에서 보전까지 평균 0.77개

월, 보전에서 개시까지 평균 7.84개월, 개시에서 인가까지는 평균 19.65개월이 소요

된다. 10개 지방법원에서 회사정리절차가 진행중인 기업들의 회사정리기간을 살펴보

면 신청에서 보전까지 평균 1.18개월, 보전에서 개시까지 평균 5.52개월, 개시에서 인

가까지는 평균 12.67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는 종결된 기업의 회사정리기간을 나타내고 있다. 신청에서 개시까지 소요

되는 시간은 평균 6개월이며 개시에서 인가까지는 평균 1.15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

났다. 한편 인가에서 종결까지는 평균 7.78년이 소요되며 신청에서 종결까지 평균 9.3

년이 소요되었다. 

회사정리절차가 폐지된 기업의 회사정리기간은 <표 9>에 계산되어 있다. 신청에서

개시까지 평균 7.2개월, 개시에서 인가까지 1.77년, 16개의 자료를 이용해서 계산한

인가에서 폐지까지는 평균 6.69년이 걸려 법정관리운 에 많은 문제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신청에서 폐지까지는 평균 6.54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④ 회사정리와 관련된 기타현황

<표 10>은 서울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및 광주지방법원에서 회사정리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들의 자료를 정리한 것이다. 서울지방법원의 경우 중위수에 해당되는 자본

금은 121억, 자산액은 1,019억이며 부채액은 989억에 달한다. 한편, 관리인의 선임

경위를 살펴보면 구 사주와 관련되는 경우가 약 20%에 해당되며 구 사주와 무관한

경우는 80%이다. 서울지방법원의 경우 조사위원으로 신용평가기관 및 회계법인이

선임되는 경우는 88%이고 변호사가 선임되는 경우는 12%이다.

<표 11>은 상장기업의 법정관리 처리현황을 나타낸다. 이는 1998년도 말 시점에서

파악했는데 총 110건 가운데 취하 3건, 기각 21건, 폐지 8건 ,종결 13건, 진행 중에

있는 기업이 65건이다.

회사정리절차에 들어가게 되는 경우 폭적인 인원감축과 조직축소, 계열사정리

및 자산매각(부동산 포함)을 통해 자구적인 노력을 경주하게 된다. 이들 내용은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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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정리절차가 진행중인 기업의 회사정리기간

구분 기업수

법원 (상장기업수)
신청-보전 보전-개시 개시-인가

서 울 63(28) n=63 n=52 n=31
23.2일 235.5일 589.6일

0.77월 7.84월 19.65월

구 33(2) n=25 n=14 n=9
34.4일 190.3일 372일

1.15월 6.34월 12.4월

인 천 27(3) - n=27 n=21
139.0일 389일

4.63월 12.96월

수 원 24(1) n=24 n=22 n=16
25.9일 152.6일 369.6일

0.86월 5.08월 12.31월

청 주 14(0) n=13 n=12 n=7
38.5일 142.9일 444.9일

1.28월 4.76월 14.82월

부 산 13(5) n=13 n=13 n=8
34.7일 154.2일 344.4일

1.16월 5.14월 11.48월

광 주 13(2) n=11 n=10 n=9
92.3일 132.1일 308.9일

3.07월 4.4월 10.29월

전 11(0) - n=7 n=6
180.7일 546.3일

6.02월 18.21월

창 원 10(4) n=9 n=5 n=4
24일 118.2일 207일

0.8월 3.94월 6.9월

전 주 7(0) n=7 n=3 n=3
45.7일 210일 230일

1.52월 7월 7.67월

종 합 215(45) n=165 n=165 n=114
35.5일 165.5일 380.2일

1.18월 5.52월 12.67월

*서울의 경우 98. 2. 28, 구는 98. 5. 31, 인천은 98. 3. 12, 수원은 98. 6. 30, 청주는 98. 6. 10, 부산은

98. 6. 30, 광주는 98. 2. 28, 전은 98. 6. 05, 창원은 98. 4. 30, 전주는 98. 4. 01(현재시점으로 작성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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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법정관리 종결기업의 회사정리기간

내용
기업수 평 균 중위수 최 소 최

구분

신청-개시 51 179일 140일 50일 547일

5.97월 4.67월 1.67월 18.23월

0.5년 0.39년 0.14년 1.52년

개시-인가 47 414일 309일 132일 4118일

13.8월 10.3월 4.4월 137.27월

1.15년 0.86년 0.37년 11.44년

인가-종결 47 2802일 2840일 435일 5529일

93.40월 94.68월 14.52월 184.32월

7.78년 7.98년 1.21년 15.36년

신청-종결 51 3347일 3590일 1358일 6404일

111.58월 119.67월 45.27월 213.47월

9.3년 9.97년 3.77년 17.79년

<표 9> 법정관리가 폐지된 기업의 회사정리기간

내용
기업수 평 균 중위수 최 소 최

구분

신청-개시 41 216일 182일 31일 592일

7.2월 6.07월 1월 19.73
0.6년 0.51년 0.08년 1.64년

개시-인가 16 638일 469일 125일 1527일

21.29월 15.63월 4.17월 50.9월

1.77년 1.3년 0.35년 4.24년

인가-폐지 16 2407일 2476일 330일 5804일

80.25월 82.53월 11월 193.5월

6.69년 6.88년 0.92년 16.12년

신청-폐지 41 2353일 2157일 421일 6133일

78.44월 71.9월 14.03월 204.43월

6.54년 5.99년 1.17년 17.04년



에 의하여 인가된 정리계획안의 내용가운데 정리절차 개시신청후의 경 개선 노력부

분에 나와 있는데 인원감축과 조직축소 측면에서는 강도높은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자산매각 부분은 언급만 있을 뿐 구체적인 실적은 몇 개 기업만 간략하게 언

급되어 있을 뿐이다. 참조로 1993년 5월 18일에 회사정리를 신청한 한양(주)의 경우

1995년 8월 31일까지 비효율적인 장비 638 (99억원)를 매각하 다. 1997년 10월

24일에 회사정리를 신청한 기아자동차의 경우 97년중 자산매각 실적은 370억원이다.

향후에 자산매각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최도성∙강호정 185

<표 10> 서울, 창원, 광주지방법원의 회사정리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법원
서울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 계

자본금 37,067 13,958 2,191 17,739
(중위수) (12,100) (13,600) (1,253) (10,750)

n=107 n=10 n=11 n=128

자 산 390,933 97,840 51,459 180,077
(중위수) (101,900) (81,450) (18,450) (148,657)

n=109 n=10 n=10 n=129

부 채 417,818 121,830 82,969 207,539
(중위수) (98,900) (85,650) (23,150) (97,148)

n=109 n=10 n=10 n=129

관리인 - 330만/월 213.8만/월 271.9만/월

보 수 보너스 425% 보너스 200% 보너스 312.5%
n=8 n=10 n=18

관리인 구사주관련(2) 구사주관련(7) 구사주관련(7) 구사주관련(16)
선임경위 구사주무관(58) 구사주무관(3) 구사주무관(4) 구사주무관(65)

조사위원 신용평가기관(19) - - -

선 임 회계법인(31)
변호사(7)

n=57

조사위원 22,223,809원 - - -

보 수 n=42

*서울 99.3.30, 창원 98.4.30, 광주 98.2.28 (현재시점에서 작성한 것임) 



<표 12>는 법원에 의해 인가된 정리계획안 자료를 이용하여 자본감소율을 계산한

것이다. 자본감소율은 정리계획안을 통하여 이루어진 자본금(인가후 자본금은 신주

발행 고려 않함) 감소액을 정리계획 인가전 자본금으로 나누어 계산한 것이다. 전체

적으로 약 58% 정도(상장기업: 53.5%, 비상장기업: 62.81%) 감소되었다.

<표 13>과 <표 14>는 정리채권자와 정리담보권자의 손실율을 나타낸 것이다. 정리

채권자 및 정리담보권자의 손실율은 정리계획안 자료에 나와 있는 확정채권총괄표상

의 원금과 경과이자 부분을 합산하여 나오는 채권청구액과 정리계획안 자료에 나오

는 종합변제계획표상의 금액을 12%로 할인하여 산출된 금액과의 차이 즉, 손실액을

채권청구액으로 나누어 계산하 다. 정리채권자의 경우 전체적으로 평균손실율이

60.38%(상장기업: 62.76%, 비상장기업: 58%)이고, 정리담보권자의 전체평균손실율

은 26.51%( 상장기업: 27.17%, 비상장기업: 25.84%)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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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상장기업의 법정관리 처리현황(1977년�1998년)

구 분

내 용
건 수 비 율(%)

취 하 3 2.7
기 각 21 19.1
폐 지 8 7.3
종 결 13 11.8
진행중 65 59.1

계 110 100

<표 12> 자본감소율

상장기업 비상장기업 전체

평 균 53.5 62.8 58.2
중 위 수 80 69 74.5
최 소 0 0 0
최 95.6 100 97.8

기 업 수 38 58 96

자료: 각 회사의 정리계획안

자본감소율=(정리계획안을 통하여 이루어진 자본금 감소액/ 정리계획 인가전 자본금)*100
인가후 자본금은 신주발행 고려 않함



4) 문제점 및 개선방안

회사정리절차의 가장 큰 문제점중의 하나는 법원과 회사정리 신청기업간의 정보불

균형의 존재이다. 이로 인하여 법정관리 개시결정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지헌열과 최도성(1998)). 즉 비효율적인 기업들까지 회사정리를 받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9년 12월 31일에 개정된 회사정리

법에서는 형식적 요건만 충족이 되면 개시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개

시결정을 신속하게 내린다는 측면에서 보면 긍정적이지만 회사정리 절차의 취지와는

상반되는 비효율을 수반하게 된다. 따라서 개시결정은 신속하게 하되 갱생가능한 효

율적인 기업과 갱생불가능한 비효율적인 기업을 구분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도 엄격

한 기준(보수적인 판단)을 요구하는 쪽으로 회사정리법의 개정이 요망된다. 미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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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정리채권자의 손실율(%)

상장기업 비상장기업 전체

평 균 62.8 58.0 60.4
중 위 수 64.5 57.3 60.9
최 소 25.2 10.2 17.7
최 91.4 100.0 95.7

기 업 수 38 58 96

자료: 각 회사의 정리계획안

정리채권자 손실율=(채권청구액-종합변제계획표상의 금액을 12%로 할인한 금액)/채권청구

액)*100

<표 14> 정리담보권자의 손실율(%)

상장기업 비상장기업 전체

평 균 27.2 25.8 26.5
중 위 수 23.2 21.3 22.2
최 소 0 0 0
최 85.4 80.0 80.7

기 업 수 38 58 96

자료: 각 회사의 정리계획안

정리담보권자 손실율=(채권청구액-종합변제계획표상의 금액을 12%로 할인한 금액)/채권청구

액)*100



회사정리제도라 볼 수 있는 Chapter 11의 경우 평균 2.3년이 소요되는 반면 우리나라

의 경우 회사정리를 통한 재조직화 소요기간은 평균 9.3년이다. 회사정리기간에 장기

간이 소요되어 막 한 비용이 초래되고 있는 실정에 있다. 따라서 회사정리 기간을

최 한 단축할 필요가 있다. 이를 보완하기 방법으로 사전조정제도(Prepackaged

bankruptcy)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전조정제도가 도입되는 경우 금융기관이

사적으로 합의한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계획안이 법적인 효력을 발휘할 수 있어

기업구조조정이 훨씬 앞당겨질 수 있고 워크아웃 계획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회사정

리절차를 비롯한 법적절차를 이용하는 경우 단기간내에(약 3개월) 기업구조조정에

착수하여 기업갱생을 도모할 수 있다.18) 그리고 정리계획안이 법원에 의하여 인가된

기업이 인수 및 합병(M&A) 등을 통해 외부자본을 유입하거나 채무변제 목표를 계획

보다 빨리 달성하는 경우 회사정리를 조기에 종결할 필요가 있다. 

회사정리절차를 밟고 있는 기업의 재건 및 갱생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

법정관리인이다. 현행 회사정리법은 법정관리인이 회사정리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많

은 제약이 존재하므로 자율과 책임의 원칙하에 중 한 의사결정을 제외한 결정은 법

정관리인이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며, 관리인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

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회사정리제도의 문제점으로 자주 거론되는 내용가운데 하나가 담당판사의 인원 및

전문성 부족을 제기한다. 향후 담당판사의 인원 증가 및 회사정리를 전담하는 판사를

양성할 필요가 있고, 담당판사들의 전문성 부족 부분은 외부의 전문기관(예: 신용평

가회사 등)에 아웃소싱(outsourcing)으로 해결 가능할 것이다.

회사정리절차에 있어 구경 진의 경 권은 부실경 의 책임을 물어 당연히 박탈하

고,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완전소각하고 소액주주의 경우는 보호의 필요성이

존재하므로 차등소각을 고려할 여지는 있으나 이에 해서는 좀더 심도있는 연구과

제라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정리계획안을 작성할 때 일반적으로 채무변제계획이 10

년인데, 비현실적인 계획안이 인가되지 않도록 법원은 보수적인 결정을 할 필요가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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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현행 회사정리법은 정리절차개시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정리계획안이 가결되어야 하며

평균 1년이상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이다. <표 7>, <표 8>, <표 9> 참조할 것.



2. 화의

1) 내용 및 절차

화의법상의 화의란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염려가 있는 경

우에 법원, 정리위원, 화의관재인의 보조∙감독하에 채무자는 파산선고를 예방하고,

채권자도 파산선고시보다 유리한 변제를 받을 목적으로 체결되는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 채권에 관한 변제방법(화의조건)에 관한 일종의 합의를 말한다. 화의는 파산

적 청산을 예방하고 기업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파산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파산을 면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각 채권자들과 개별적인 청산 합의를 하는 방법이 있

다. 그러나 채무자가 모든 채권자들과 개별적인 청산합의를 하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일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다수의 채권자와 청산 조건에 합의가 되었음에도 소수의

채권자들의 무리한 요구에 의하여 청산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 소수채권자들의 무리한 요구를 모두 들어줄 필요없이 법원, 기

타공적기관의 보조∙감독하에 일정한 법정요건의 다수 채권자들의 동의만 얻으면 채

무변제조건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하고, 모든 채권자들을 구속하는 제도

가 화의이다. 화의제도는 회사정리절차보다 그 효력 및 집행에 있어 다소 미진한 점

이 있다. 화의의 효력을 받는 것은 일반채권자뿐이고 조세채권자 등 일반의 우선권있

는 채권자와 근저당권자 등 변제권자는 화의의 구속을 받지 않는다. 화의의 경우 일

단 화의인가 결정이 확정된 후에는 그 화의조건의 이행여부가 원칙적으로 완전히 채

무자에게 맡겨져 있다. 특히 화의절차에서는 구경 자가 개시 결정 후에 경 권과 주

주권을 상실하지 않고 다수결로 반 채권자를 구속할 수 있으며, 화의인가 결정 확정

후에는 회사정리와는 달리 법원의 강력한 감독을 받지 않기 때문에 채무자회사 경

자의 입장에서 매력적인 제도이다.

화의제도는 신청→보전처분(보전관재인 선임)→정리위원 선임∙조사→개시여부

결정(관재인선임)→채권자 집회의 화의조건 가결∙인가→화의조건의 이행 순으로 절

차가 진행된다.

화의제도는 1962년도에 도입되었으나 거의 이용되지 않고 있다가 법원에서 회사정

리절차 개시요건을 강화하고 동시에 구사주에 하여 원칙적으로 경 권을 박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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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모두 소각하자 1995년 이후부터 기업갱생제도로서 이용되기 시작한 뒤 최근

급증하여 1998년의 경우 전체 도산사건의 59%를 차지하 다.

<표 15>를 보면 화의신청 건수는 1996년에 9건, 1997년에 322건, 1998년은 728건

에 달한다. 1984년부터 1998년 동안의 화의인용률(인용/(인용+기각))은 86.2%이

다. 1998년의 경우 개시결정이 내려진 591건 가운데 종결 337건, 폐지1건, 기타 35

건 등 373건이 처리되었다.

2) 문제점 및 개선방안

현행 화의제도의 문제점으로는 화의조건 이행여부가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또한

구경 진의 경 권과 주주권이 계속 유지되므로 이를 악용할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

특히 화의개시 결정을 내릴 때 신속하면서도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도록 하고, 실현

불가능한 장미빛 화의조건은 엄격하게 검토하여 인가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기업

이 도산에 직면하게 되는 경우 법의 테두리 밖에서 사적으로 처리하는 워크아웃 제도

가 존재하고, 1998년 2월 24일에 개정된 회사정리법에서도 중소기업의 특례를 인정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회사정리법으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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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화의사건처리 현황

구분 접수 처리
미제

년도 전년미제 본년 합계 인용 기각 기타* 합계

1984 2 2 2 2
1985 2 2 2 2
1989 2 2 2 2
1995 13 13 5 1 2 8 5
1996 5 9 14 2 10 12 2
1997 322 61 0 25 86
1998 238 728 966 547 96 131 774 192

계 243 999 617 99 170 886 199

주: 기타란은 취하임

자료: 법원행정처, 사법년감 각호



3. 파산

1) 내용 및 절차

법인이 재정적 파탄으로 총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 을 때, 강제적으

로 전 재산을 관리∙환가하여 채권자에게 절 우선순위에 입각하여 변제하는 채무기

업의 청산∙해체를 목적으로 한다. 파산법상의 강제화의는 파산선고후 파산절차중에

파산적 청산을 회피하고 파산자의 경제적 갱생을 위하여 파산절차를 종료시키는 화

의를 가리킨다. 파산절차는 신청→파산선고→채권자집회→채권조사→채권확정→배

당률 결정→최후배당→채권자집회→파산종결 결정 순으로 진행된다. 파산신청과 최

후배당 사이에 강제화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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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 파산사건 처리 현황

구분 접수 처리
미제

년도 전년미제 본년 합계 인용 기각 기타 합계

1984 7 12 19 8 3 2 13 6
1985 6 11 17 5 1 3 9 8
1986 8 26 34 9 4 9 22 12
1987 12 20 32 17 1 4 22 10
1988 10 21 31 10 2 14 26 5
1989 5 37 47 16 11 27 15
1990 15 27 42 13 4 13 30 12
1992 10 14 24 7 1 7 15 9
1993 9 26 35 14 3 17 18
1994 18 18 36 6 9 15 21
1995 21 12 33 14 7 5 26 7
1996 7 18 25 3 7 10 15
1997 10 1 10 21
1998 32 467 499 189 11 86 286 213

계 160 709 874 321 35 183 539 351

자료제공: 법원행정처, 사법년감 각호



2) 현황

<표 16>를 보면 파산신청 건수는 1996년에 18건에서 1998년에 467건으로 급증하

다. 1984년부터 1998년까지의 인용율(인용/(인용+기각)은 90.2%이다.

1998년의 경우 203건의 파산선고 이후 종결 56건, 폐지 113건, 기타 5건등 174건

이 처리되었다. 

V. 요약 및 결론

기업이 이용가능한 유동성 자산의 부족에 기인하여 채무계약의무를 이행하지 못하

게 되는 경우 기업은 재무적곤경(financial distress)에 직면하게 된다. 재무적곤경에 처

해있으나 회생이 가능한 기업은 자산구조조정(asset restructuring)과 부채구조조정

(debt restructuring) 혹은 둘을 다 이용하여 갱생을 가능케 하되 회생의 가망이 없는

기업은 신속하게 퇴출시키는 것이 경제적으로 효율적이다. 자산구조조정과 부채구조

조정(신규자금조달 포함)은 기업가, 주주, 채권자 등 이해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한 사

적인 워크아웃절차 또는 법적 회사정리절차에 따라 행해지고 있다. 본 연구는 자산구

조조정과 부채구조조정과 관련된 기존의 연구를 검토하고, 우리 나라의 경우 워크아

웃과 회사정리로 구분하여 그 현황을 살펴보았다. 또한 기업도산절차와 관련하여 워

크아웃, 회사정리제도, 화의, 파산과 관련된 기존연구를 정리하고, 각 절차의 내용,

절차 및 현황을 살펴보았다. 아울러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개념적으로 제시하 다.

기업퇴출은 기업의 합병 및 결합과 함께 이론적으로는 기업구조조정을 원활하게

하는 효과적인 절차이다. 그러나 현실상 기업퇴출이 쉽게 일어나지 않아 기업구조조

정이 지연되고 있다. 특히 정보의 비 칭, 채권자 등 기업 이해관계자간의 첨예한

립, 자산유통시장의 불완전성, 법 및 제도의 낙후성 등은 기업퇴출을 어렵게 만드는

주요 요인들이다. 더 이상 기업구조조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제도의 개선과 함께 일관

성있는 정책의 집행으로 기업의 퇴출이 일어나도록 해야 한다. 위크아웃이나 회사정

리의 경우 상기업 선정시 경제외적 논리를 배제하고 철저한 경제성 논리에 입각한

보수적 기준에 입각하여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정보비 칭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

에서 효율적인 부실기업들가운데 이들 절차를 받지 못하는 기업이 생길지라도 엄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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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보수적인 견지에서 회생가능성이 매우 높은 효율적 부실기업만을 상으로 해

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기준을 일관성있고 형평성있게 적용하여 경제적으로 회

생가능성이 없는 기업의 경우에도 과감하게 청산시켜 기존에 널리 퍼져있는 마

불사(too-big-to-fail)의 안이한 관념을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 아울러 각 절차의 진행

과 관련, 자율성에 입각하여 권한을 강화하면서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여하는 방향

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들 절차들이 효율적으로 운 되도록 장기적

인 기업퇴출기반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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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porate restructuring and corporate exits

Choi, Dosoung*
Kang, Ho Jung**

ABSTRACT

When a firm is under financial distress, it is optimal and efficient that the firm which is

viable, i.e., the going concern value is higher than the liquidation value, should be

restructured via asset restructuring and/or debt restructuring and the firm which is not viable

should be liquidated immediately. Corporate restructuring takes place via a private workout

or legal corporate reorganization. This study reviews comprehensively the literature on

corporate restructuring, examines the efficiency of private workouts and corporate

reorganizations, and criticizes the inefficiencies of corporate exit practices. Corporate exits,

such as private workouts and legal reorganizations, are an alternative means of corporate

restructuring. However, legal and conventional impediments delay the corporate exit

procedure, thus delaying the progress of corporate restructuing. The major impediments of

efficient exit are informational asymmetry, struggles between classes of claimholders,

inefficient asset markets, and underdeveloped legal and institutional practices of corporate

exits. We claim that all the laws and regulations that pertain to corporate reorganization

should be integrated so that consistentcy and principles are maintained in the process of

corporate exit and reorganization. Further, the viability of a financially distressed firm shou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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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 evaluated with the most conservative standards so that only viable firms can be revived and

nonviable firms are removed, thus allowing efficient separation and enhancing the efficacy of

the corporate exit laws and regulation.

Keywords: corporate restructuring, corporate exit, workout, re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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