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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중국은 <중화인민공화국기업파산법>을 제정하여 2007. 6. 1.부터 시행하면서 비로소 

파산절차에 관리인제도를 도입하였다. 본 논문은 중국의 기업파산절차에서 관리인의 

任免에 직접 관련된 절차적인 부분, 관리인에 대한 감독과 관리인의 책임을 주로 살

폈다. 

  법원은 미리 편제된 관리인명부에서 파산신청수리결정과 동시에 주로 사회중개

기구를 관리인으로 지정한다. 사회중개기구는 주로 변호사사무소, 회계사사무소와 

파산청산사무소를 가리킨다. 청산조와 개인(변호사나 회계사)도 관리인을 맡을 수 

있는데 청산조는 행정부서와 기구의 인원으로 구성된다. 관리인명부는 법원의 평가

심사위원회가 심사 확정한다. 법원의 관리인선임은 무작위, 경쟁, 추천의 세 가지 방식

에 의한다. 피지정자가 부적격 혹은 직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원은 

직권이나 채권자회의의 신청에 따라 교체할 수 있다. 관리인보수는 파산재산의 규모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계산한다. 청산조 중 관련 정부부서에서 파견된 자는 보수를 따로 

받지 않는다. 관리인에 대한 감독은 법원을 위주로 하여 채권자회의와 채권자위원회의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관리인이 근면의무와 충실의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손해

배상책임과 과태료를 부담하는 외에 형사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다.

  중국 기업파산법의 관리인은 기본적으로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방식에 따라 선임

되고, 업무를 수행하지만 청산조나 파산청산사무소 등의 특색이 있으며, 법원의 실무

관행이 아직은 충분히 확립되지 않았다. 한국 기업의 중국진출과 경영과정에서 최근에 

불거진 비정상철수의 원인 중 주요한 것으로 중국 기업파산제도에 대한 이해부족을 

들 수 있는데 파산절차에서 관건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관리인에 대한 본 연구는 이

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일정한 기여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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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는 말

기업파산은 기업이 변제기에 이른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회사정리, 화의나 

청산 등의 법정절차를 거쳐서 채무의 공평한 변제와 가능한 경우의 기업구제를 

실현하는 법률제도이다.1) 파산절차는 법원이 주관하는 법정절차이기는 하지만 파산

재산의 관리와 환가 등을 행하는 데에는 다량의 어려운 사실적 처분과 임기응변의 

조치가 필요하고 파산법원 스스로 모든 것을 담당하는 것은 무리이다.2) 따라서 

파산절차의 진행과정에서 파산재산의 관리, 처분, 업무경영을 책임지고 또한 파산

안의 제정과 집행을 책임지는 전문기관이 필요하게 된다. 파산절차는 법원의 주도 

하에 진행되는 것이지만 이런 기능을 담당하는 관리인은 파산사건의 구체적 진행에 

있어서 필수적이고 가장 중요한 기관이다.3) 중국은 1986년부터 시행된 <중화인민

공화국기업파산법(試行)>(이하 기업파산법(시행)이라고 약칭함)을 폐지하고 <중화

인민공화국기업파산법>(이하 기업파산법이라고 약칭함)을 제정하여 2007. 6. 1.부터 

시행하고 있다.4) 기업파산법에서 비로소 파산절차에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내용의 

관리인제도를 도입하였다.5) 기업파산법(시행)은 완비된 관리인제도를 두지 않고 

1) (중국) 王卫国, 산법精义, 2007. 7. 1. 법률출판사, 1면.
2) 중국의 도산제도는 우리의 회생제도에 해당하는 회사정리와 화의 절차 및 우리의 파산

제도에 해당하는 파산청산제도를 두고 있는데 이 세 가지 제도를 통칭하여 파산제도라

고 일컫는다. 본문에서도 대체로 이러한 용례에 따랐다. 또한 중국법률은 한 개의 조문 

내에서 ‘항’이 바뀔 때 따로 번호를 부여하지 않고 행을 바꾸어 이를 표시하고, ‘호’의 

경우에는 가지번호가 부여되므로 조문 인용시 이에 따랐다.
3)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실무연구회, 법인 산실무, 2006. 6. 박영사, 3면.  
4) 기업파산법 등 법문상으로는 ‘관리인’인데 강학상 ‘파산관리인’이라는 용어도 많이 사용

된다. 기업파산법은 모든 기업 즉 국유기업과 법인형 私營기업, 三資기업(중외合資경영

기업, 중외合作경영기업, 外資기업을 포괄하는 개념임),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 유한회

사와 주식회사 그리고 금융기구에까지 적용된다. 그러나 기업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적용되

지 않는다.
5) 세 종류의 파산절차에서 관리인의 명칭은 같고 동법 제3장에서 관리인에 대한 일반 규

정을 두고 있는데 제3장은 주로 파산청산절차에서의 관리인에 관한 것이다. 파산청산절

차에서는 주로 파산재산접수관리, 재산평가⋅관리⋅환가⋅분배를 책임진다. 회사정리나 

화의에서의 관리인에 대하여는 제8장의 회사정리와 제9장의 화의에서 나누어 규정하는

데 이때의 관리인직책은 파산청산중의 그것과 많이 다르다. 회사정리에서의 관리인은 

다시 셋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DIP (기존 경영자 관리인)에게 부당행위가 있을 때 

DIP를 대체하여 직접 회사정리자가 되는 경우 ; 정상적인 DIP에 대한 감독자인 경우 ; 

회사정리절차종결과 회사정리계획집행단계에서의 감독자가 그것이다. 화의절차에서 관

리인은 화의협의 성립시 채무자에게 재산과 영업을 이전할 가능성이 있다(기업파산법 

제98조 화의협의의 효력 발생). 각 절차에서의 호칭을 구분하여 그 지위나 직책상의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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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인직책을 공무원 등으로 구성되는 청산조에게 맡겼었다. 그런데 중국이 비록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관리인제도를 택하였다고는 하나 구법의 흔적인 이러한 청

산조가 현재도 존재하고 변호사나 회계사가 관리인이 되는 외에 관리업무를 위주

로 설립하는 파산청산사무소도 관리인이 될 수 있으며 관리인의 구체적인 업무수

행도 우리와는 적지 않게 다르다. 또한 신법 시행기간이 길지 않아 법원의 실무관

행이 아직 확고하게는 정착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점 등으로 인하여 법률규정을 파악하는 것만으로는 중국 관리인제도의 

운용과 기능에 대하여 선뜻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나아가 한국 기업의 중국

진출과 경영과정에서 최근에 불거진 비정상철수의 원인 중 주요한 것으로 중국 

기업파산제도에 대한 이해부족을 들 수 있는데 파산절차에서 관건적인 역할을 수

행하는 관리인에 대한 연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일정한 기여를 할 것이

라고 생각한다.6) 이러한 것이 본 논문의 착안점이 되었는데 관리인이 전체 파산

절차에서 지극히 중요한 역할을 발휘하는 만큼 관리인은 파산절차의 전과정에 관여

하므로 그에 대한 언급은 사실상 파산절차 전체에 대한 언급에 다름 아니다. 따라서 

연구의 범위를 적절히 제한하고 논의를 집중하기 위하여 그 임면에 직접 관련된 

절차적인 부분과 업무수행과 관련된 감독과 책임을 위주로 살피고, 관리인의 직책에 

대한 상세한 연구는 다른 기회로 미루기로 하고 본고에서는 필요한 범위에서 최

소한만 언급한다. 가급적 중국 법원의 실무를 반영하고자 하였으나 공개된 자료가 

많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주로 관련 규정과 출판된 문헌을 위주로 연구하였다.

II. 관리인의 자격

회사정리와 화의의 회생절차와 파산청산절차 진행과정에서 모두 채무자기업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데 이에는 영업유지, 권리행사, 재산의 정리와 처

분이 포함된다. 파산절차개시가 예상되는 상황 하에서는 채무자와 그 경영관리층

이를 나타내는 것이 좋다는 견해가 있다. (중국) 郭辉, “신구파산법관리인제도의 몇 가지 

문제의 비교”, 王欣新/尹正友 주편, 산법논단 제1집, 2008. 5. 법률출판사, 189면.
6) ‘비정상철수’는 한계상황에 처한 기업이 파산절차 등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경영자가 야반도주하여 귀국해 버리는 등 하는 소위 ‘무단철수’를 지칭한다. 근로자, 

채권자들에게 많은 피해를 야기하여 중국에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기도 하고 전체 

한국기업의 중국 관련 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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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도덕적 해이가 있을 수 있고 파산절차진행과정에서 여러 이해관계인 사이에 

이익충돌이 있다. 따라서 전술한 바와 같이 중립적인 전문기구로 하여금 파산절차

에서의 업무 특히 파산재산과 사무를 관리케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전문기구로서 

중국의 기업파산법이 마련한 것이 관리인이다. 우리나라 통합도산법에서의 관리인과 

기본적으로는 같은 개념이다. 각국의 입법례를 보면 파산관리인은 대부분 변호사나 

회계사가 맡는데 관리인의 자질과 업무수행태도는 파산절차의 순조로운 진행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우리나라의 경우 관리인은 통상 변호사 가운

데서 선임된다.7) 관리인의 자격과 관련하여 중국의 王衛國은 “청산인의 파산재산 

관리, 통제와 분배에는 회계사적 배경이 필요하나 관리인의 주관영업의 운영, 기

업부흥가능성에 대한 설명 및 가능한 상황 하에서의 회사정리계획의 작성은 경영

관리적 배경을 필요로 한다. 다만 법률의 이해, 공평무사, 영업과 재무문제에 대한 

충분한 경험은 실질적으로는 모두 요구되는 것이다. 특정한 영업관리에 대한 특별한 

지식이 필요한 경우 관리인은 항상 전문가를 초빙할 수 있다. 관리인의 전문능력과 

공평무사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율형 영업허가증제도를 기초로 한 자격규정을 둘 것을 

고려할 수 있다.”라고 한다.8) 기업파산법은 법원이 파산신청수리결정을 함과 동시에 

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였다(제13조, 이하 기업파산법의 조문을 인용하는 경우는 

‘법 제*조’라고 함). 구체적인 관리인지정방법 등에 관하여는 2007. 4. 4. 공포된 최

고인민법원의 <기업파산사건심리의 관리인지정에 관한 규정>(法釋[2007] 제8호, 이

하 관리인지정규정이라고 함)이 상세히 정하고 있다. 기업파산법과 관리인지정규정

은 파산절차에서 관리인을 맡을 수 있는 자로서 청산조, 사회중개기구와 개인을 

든다.9) 관리인은 미리 편제된 관리인명부에서 지정하는데 사회중개기구와 개인의 

7) 문유석, “파산재단운영실무”, 남효순/김재형 편저, 통합도산법, 2006. 6. 법문사, 487면.
8) (중국) 王卫国, 산법精义, 2007. 7. 1. 법률출판사, 66면.
9) 청산조는 구법인 기업파산법(시행)과 기타 법률에 따라 관련 부서와 기구의 인원으로 

구성한다. 기업파산법(시행)이 규정한 청산조는 파산관재인이라고도 하는데 파산청산

사무의 책임자이자 집행기구로서 파산재산의 보관, 정리, 가치평가, 처리 및 분배의 

업무처리 기구이고, 법원이 파산선고 후 15일 내에 채무자기업의 상급주관부서, 정부

재정부서 등 관련 부서와 전문가 중에서 지정한다(동법 제24조). 청산조는 법원에 대

하여 책임을 지고, 보고하며 법원의 감독을 받는데 법원은 청산조의 직무를 해제하거

나 새로 지정할 수 있다. 청산조의 결정에 불만이 있는 채권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청산조의 구성을 보더라도 파산절차에의 행정간여가 지나칠 여지가 

있고, 기업경영을 맡지도 않았던 청산조가 파산절차에 소극적일 가능성이 있음을 쉽

게 짐작할 수 있다. 현행 기업파산법이 청산조 대신 관리인제도를 신설한 것은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측면도 있다. 김성균, “중국국유기업의 도산제도”, 기업법연구 제2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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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인명부편입에는 일정한 자격이 요구된다. 즉 기업파산법은 관리인에 대하여 

일정한 적극요건과 소극요건을 정하고(법 제24조) 관리인지정규정은 관리인명부 

편입신청에 필요한 요건을 더욱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10) 먼저 사회중개기구와 

개인의 관리인 담임에 대하여 보고, 구법인 기업파산법(시행) 하에서 관리인업무를 

수행하던 기구인 청산조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특정한 경우에 여전히 관리인의 

업무를 수행하며 통상의 경우와 다른 점이 많아 이를 별도의 항에서 논한다.

1. 관리인의 자격

가. 적극적 자격

(1) 사회중개기구인 관리인

법원이 파산사건을 수리한 때 일반적으로 미리 작성된 관리인명단 중의 사회중

개기구에서 관리인을 지정한다.11) 그런데 기업파산법과 관리인지정규정에 의하면 

여기서 말하는 사회중개기구는 주로 변호사사무소, 회계사사무소와 파산청산사무

소를 가리킨다.12) 관리인으로 지정되는 사회중개기구는 관련 자격 등에 관한 법률

과 사법해석의 규정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한다.13) 그리고 실제적으로 관리업무를 

   제1호, 2007. 3. 한국기업법학회, 52면.

사회중개기구는 일정한 전문지식과 기능을 바탕으로 법정요건을 갖추어 설립하고, 수

탁받은 대리, 평가, 자문, 인증, 소개 등의 용역제공을 업무로 하는 조직체를 가르킨다. 
10) 법 제24조 (관리인의 임직자격) 관리인은 관련 부분과 기구의 인원으로 구성되는 청산

조 혹은 법에 따라 설립된 변호사사무소, 회계사사무소와 파산청산사무소 등 사회중개

기구가 맡을 수 있다.

법원은 파산기업의 실제상황에 따라 유관 중개기구의 의견을 구한 후, 전문지식을 갖

추고 또한 영업자격을 취득한 해당 기구의 인원으로 하여금 관리인을 맡도록 지정할 

수 있다.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인을 맡을 수 없다.

(1) 고의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2) 관련 전문영업증서가 취소된 경우

(3) 본 사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4) 법원이 관리인을 맡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기타의 경우 개인이 관리인을 맡는 

경우 영업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11) 관리인지정규정 제16조 기업파산사건을 수리한 법원은 일반적으로 관리인명부 중의 사

회중개기구가 관리인을 맡도록 지정하여야 한다.
12) 관리인지정규정 제2조 고급법원은 본 관할구의 변호사사무소, 회계사사무소, 파산청산

사무소 등 사회중개기구와 전문직업종사자의 수와 기업파산사건의 수에 근거하여 그 

법원이나 관할하는 중급법원이 관리인명부를 확정하게 하여야 한다.
13) 사법해석은 사법기관이 특정 사건이나 법률문제에 대하여 행하는 법률해석의 일종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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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할 자인 사회중개기구의 구성원은 법률과 재무지식 그리고 기업관리, 금융, 

무역 등 관련 전문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그러데 변호사와 회계사에 대하여는 

관련 법규정이 비교적 완비되어 있으나 역시 사회중개기구에 속하는 파산청산

사무소에 대한 법규가 현재로서는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구체적인 기준이나 심사

방법이 확립되어 있지 않다. 관리인지정규정은 파산청산사무소가 관리인명부편입

을 신청할 때 해당 기구 전문직종사자의 법률 혹은 등록회계사 자격증서나 경영

관리경력의 증명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는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자격요건이 

필요한지가 불분명하다. 이에 대한 입법적 보완이 시급하다. 한국의 파산 및 회생

절차에서 원칙적으로 개인이 관리인을 맡는 것과는 달리 중국에서 사회중개기구

가 관리인을 맡도록 하는 이유는 규모가 큰 기업이 파산절차에 들어간 후 복잡한 

채권채무의 정리, 기업근로자재배치 등 일련의 복잡한 문제에 직면할 수 있고 이 

경우에 개인관리인이 왕왕 성공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수 있음을 감안한 

것이다.14) 

(2) 개인인 관리인

기업파산법의 적용대상인 기업이 상술한 바와 같이 반드시 사회중개기구가 관리

인을 맡아야 할 정도로 규모 등이 큰 것만은 아니다. 채무자기업의 규모가 비교적 

적고 채권채무관계가 비교적 명확한 경우에는 절차비용을 절약하기 위하여 전문

지식을 갖춘 개인에게 관리인을 맡기는 것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법원은 파산기업의 

실제상황에 따라 유관 중개기구의 의견을 구한 후 전문지식과 영업자격을 갖춘 

해당 기구의 인원으로 하여금 관리인을 맡도록 지정할 수 있고(법 제24조 제2항), 

사실이 분명하고, 채권채무가 간단하며 채무자재산이 상대적으로 집중된 기업파산

사건에 대하여 법원은 관리인명부중의 개인을 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관리인

지정규정 제17조). 여기의 사회중개기구도 주로 변호사사무소, 회계사사무소와 파

산청산사무소를 가리키므로 관리인을 담당할 개인에게 요구되는 자격은 위의 각 

자격을 지칭한다. 즉 개인의 경우 기본적으로 변호사나 회계사의 자격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15) 나아가 기업파산법은 개인인 관리인의 자력과 관련된 요구를 하고 

의미를 넘어서 일정한 경우에는 보편적인 법규로서의 효력을 지닌다. 이러한 법규적 

효력을 가진 사법해석은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이 解释, 规定, 批复, 决定의 

형식으로 공포한다. 본문에서는 주로 관리인지정규정을 가르키는데 동규정도 이러한 

법규효력을 가진 사법해석에 속한다.
14) (중국) 王卫国, 산법精义, 2007. 7. 1. 법률출판사, 6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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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관리인이 근면, 충실의무에 위반하여 채권자, 채무자 혹은 제3자에게 손실을 

가한 경우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다(법 제130조). 그런데 개인이 관리인을 맡을 

경우 책임재산의 부족하다면 관리인의 업무상 근면과 성실을 담보하는데 문제가 

될 여지가 있으므로 관리인을 맡는 개인은 영업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법 제24조 

제4항).16) 잠재적인 배상금 마련기제의 사회화를 통하여 피해자는 물론 채권자, 채무자 

및 제3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한편 관리인의 입장에서는 스스로의 재산적 위험과 

정신적 부담을 낮출 수 있어서 관리인제도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

(3) 청산조인 관리인

기업파산법은 또한 ‘청산조’가 관리인을 맡는 것을 예정하고 있기도 한데(법 제24조 

제1항) 기업파산법은 청산조의 구성원이 되는 관련 행정부서와 기구의 인원에 대

하여 달리 어떠한 자격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다. 주로 행정부서에 소속된 자가 청

산조의 구성원으로서 관리인업무를 수행한다. 항을 바꾸어 다시 논하기로 하고 청

산조가 관리인을 맡는 경우를 보면 (가) 기업파산법 시행시 이미 파산청산선고가 

되어 기업파산법(시행)의 규정에 따라 청산조를 만든 경우 ; (나) 회사법에 따라 

구성된 청산조가 법정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 (다) 국유기업에 대하여 국무원의 관련 

특별 규정에 근거한 파산을 실시하면서 청산조를 구성한 경우 ; (라) 법률이 규정

하는 기타의 경우가 있다.

나. 소극적 요건

관리인의 권한이 광범위하고 직책이 중대한 점 등을 고려하여 기업파산법은 단

순히 적극적 측면에서 기술적인 업무자격만을 요구하는데 그치지 않고 인격적⋅

도덕적 조건의 충족을 요구한다. 따라서 형식적으로는 관리인의 자격을 갖춘 자라도 

일정한 경우에는 관리인을 맡을 수 없다(법 제24조 제3항).

(1) 고의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범죄혐의자의 주관적 악성과 범죄의 경중을 고려한 규정인데 구체적으로 어느 

15) 관리인지정규정 제8조 제1호는 개인이 관리인명부에의 편입을 신청하는 경우 제출할 

자료로서 변호사나 등록회계사자격 영업증서 복사본과 영업년한 증명을 요구한다.
16) 관리인지정규정 제8조 제4호는 개인이 관리인명부에의 편입을 신청하는 경우 영업책임

보험을 제출하도록 요구한다. 같은 취지에서 동규정 제7조 제4호는 파산청산사무소의 

경우 ‘독립하여 민사책임을 질 수 있다는 증명자료’를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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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 한정하는지에 대한 규정은 미비하여 문제점이 있

다. 과실행위로 인한 형사처벌은 문제되지 않지만 고의범죄이기만 하면 그 처벌이 

매우 가벼워서 반사회성이 크지 않은 경우라도 관리인자격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2) 관련 전문영업허가가 취소된 경우

관리인을 맡기 위하여서는 변호사, 회계사 등 해당 전문직 영업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영업허가의 취소는 관리인의 전제자격이 상실된 것을 의미할 뿐 아니라 관련 

법률법규의 위반을 뜻하므로 해당자를 관리인으로 하기는 적절하지 않다. 취소된 

영업허가가 일정한 경우에 다시 회복할 수 있다고 하여도 기업파산법이 관리인의 

임직자격에 대하여 엄격한 요구를 하는 점을 감안하면 자격이 취소되기만 하면 

관리인을 맡을 수 없다고 볼 것이다.

(3) 사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관리인을 맡는 기구나 개인이 파산사건의 채권자와 같은 당사자 본인이거나 당사자

의 가까운 친척인 경우 해당 파산사건의 처리결과가 동인의 이익에 직접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 해당 기구나 개인은 관리인을 맡을 수 없다. 관리인지정

규정은 이를 좀 더 구체화하여 관리인의 직책일 충실히 이행하는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이해관계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를 열거한다(제23조). 사회중개기구, 

청산조의 구성원에게 (가) 채권자, 채무자와 결산되지 않은 채권채무관계가 있는 

경우 ; (나) 법원이 파산신청을 수리하기 전 3년 내에 채무자에게 비교적 고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 (다) 현재 혹은 법원의 파산신청 수리 전 3년의 기간에 

채무자, 채권자의 지배주주나 실질적인 지배자인 경우 ; (라) 현재 혹은 법원의 파산

신청 수리 전 3년의 기간에 채무자, 채권자의 재무고문, 법률고문을 맡은 경우 ; 

(마) 법원이 관리인의 직책일 충실히 이행하는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

하는 기타의 경우가 이러한 것이다. 동규정 제24조는 청산조의 구성원인 파견인원, 

사회중개기구의 파견인원, 개인관리인과 관련하여 유사한 규정을 두었다.

(4) 법원이 관리인을 맡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기타의 경우

사회중개기구와 개인에게 (가) 영업, 경영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행위로 인하여 

행정기관, 감독기구 혹은 업계자율조직의 행정처벌이나 제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 (나) 위법행위혐의로 관련 부서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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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직무이행의 부적당 혹은 법원지정의 거부 등으로 법원으로부터 관리인명부

에서 제명당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 (라) 관리인이 갖추어야 할 전문

능력이 결여된 경우 ; (마) 민사책임능력이 결핍된 경우 ; (바) 법원이 관리인 직책

이행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기타 상황이 있는 경우에도 관리인을 

맡을 수 없다(동규정 제9조). 여기에서의 기타 상황에는 파산사건의 구체적인 상

황에 비추어 위 (가) 내지 (다)호의 상황종료시로부터 일정한 시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나 개인이 비교적 큰 채무를 부담한 채 이행기가 도래하였음에도 아직 변제

하지 않은 경우 등 관리인의 공정한 직무수행에 우려가 있을 수 상황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5) 관리인지정절차에 들어간 후, 사회중개기구나 개인은 그 사건과 이해관계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스스로 회피신청을 하고 법원에 서면으로 상황설명을 하

여야 한다. 법원은 사회중개기구나 개인이 본사건과 이해관계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사건의 관리인으로 지정하여서는 안된다(동규정 제25조). 사회중개기구나 개인

이 중대한 채무분쟁이나 위법행위혐의로 인하여 관련 부서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경우 법원은 그 사건의 관리인으로 지정하여서는 안된다(동규정 제26조).

2. 청산조의 관리인 담임

중국 기업파산법이 관리인제도를 새로 두어 담당하게 한 관리인직능은 기업파

산법(시행) 하에서는 ‘청산조’에 의하여 수행되었는데 이러한 청산조제도에 대하여

는 여러 가지 단점이 지적되었다. 첫째 청산조는 파산선고 후 비로소 성립하는데 

파산신청시부터 파산선고까지의 기간이 통상 장기이므로 그동안 채무자의 재산과 

사무는 기존경영관리층이 여전히 장악하고 어떠한 법정감독도 없어서 자산유실의 

위험이 커지게 되고, 둘째 청산조구성원은 주로 정부부서에서 충당되므로 중립성과 

전문성 뿐 아니라 업무의 투명성도 결여되며, 셋째 청산조에 대한 감독, 파면과 

책임추궁기제가 없다.17) 현행 기업파산법은 이와 달리 관리인제도를 두는데 상술

한대로 동법 제24조와 관련하여 청산조가 관리인의 업무 등을 수행하는 경우를 

관리인지정규정이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등 중국의 파산 및 기업해산 절차에서 청

17) (중국) 王卫国, 산법精义, 2007. 7. 1. 법률출판사,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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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조가 여전히 존재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18) 그러나 청산조는 신구파산법 실시와 

관련된 과도기적 문제를 해결하고, 국무원이 국유기업에 대하여 하는 특별조치와 

기타의 법률에 여지를 두기 위하여 신법의 실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겨둔 것

에 불과하다. 따라서 청산조를 지정할 필요성은 다분히 기업파산법 시행 전의 특

수한 정책적인 문제를 해결하여야 하는 상황 등에서 존재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 옳고, 청산조의 구성이 신법 하에서 향후에도 일반화한다고 하기는 어렵다. 

청산조는 기업파산법(시행)하에서의 청산조가 현행 기업파산법 하에서의 관리인으

로 옮겨가는 단계에 존재하는 과도적 성격의 기구이다.19)

가. 기존의 청산조 존재

파산신청 수리 전 관련 규정에 따라 이미 청산조가 구성되어 있고 법원이 관리

인지정규정 제19조 규정에 부합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청산조가 관리인을 맡

을 수 있다(동규정 제18조 제1호).20) ‘관련 규정에 따라 이미 청산조가 구성되어 

18) 관리인지정규정 제18조 기업파산사건에 다음 열거의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법원

은 청산조를 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파산신청 수리 전 관련 규정에 따라 이미 청산조가 성립하였고, 법원이 본규정 제

19조 규정에 부합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기업파산법 제133조 규정의 사건을 심리하는 경우

(3) 관련 법률이 기업파산 시 청산조를 만들도록 규정한 경우

(4) 법원이 청산조를 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기타 경우
19) 실제로 운남성의 경우 국유기업파산사건을 보면 기업파산신청의 준비단계에서 기업이 

구성하는 행정청산조에는 그 기업과 주관부서의 사람 뿐 아니라 직업적인 관리인도 이

미 그에 참여하여 행정청산조의 파산관련 업무를 돕는다. 법원의 파산신청수리 후 행

정청산조는 예컨대 기업의 기존 업무자를 배제하는 등의 필요한 인력조정을 거쳐 직접 

법원지정의 관리인이 된다. 실제에 있어서 이러한 청산조는 구법 하에서의 청산조와 

많이 다른데 이미 전문적인 직업관리인이 청산업무에 참여하여 전문적인 청산업무에 

속하는 많은 양의 업무를 행하고 청산조에 속하는 행정부서의 사람은 주로 정부의 관

련부서와의 협조와 업무연락 등을 담당한다. 이러한 구조는 파산절차에서 정부부서의 

협력을 얻어야 하는 실제적 필요를 충족하고 한편으로는 파산업무의 전문화를 기하여 

파산절차의 효율을 높일 수 있으며 청산조는 파산채무자의 상황을 매우 잘 파악하고 

있으므로 파산절차진입 후 계속하여 직접 관리인을 맡음으로써 상황을 새로이 파악하고 

장악하는 시간과 노력 등을 절약할 수 있다. 그래서 청산조로 하여금 관리인을 맡게 

하는 것은 최소한 현재와 장래의 일정 시기에서는 필요하고도 필연적인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 杨凌萍，“파산관리인제도 - 이상과 현실의 게임”, 王欣新/尹正友 주편, 

산법논단 제2집, 2009. 5. 법률출판사, 93면.
20) 관리인지정규정 제19조 청산조가 관리인인 경우, 법원은 정부 유관 부서, 관리인명부

에 편입된 사회중개기구, 금융자산과리 회사중 청산조의 구성원을 지정할 수 있고, 인

민은행과 금융감독관리기구는 관련 법률과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인원을 파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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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경우’는 파산신청수리 전 관련 법규에 따라 ‘청산조’, ‘청산위원회’, ‘행정청

산조(행정정리조)’가 만들어진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관련 법률규정을 간략히 살

펴본다.

중국 회사에 대한 비파산청산의 기본적 규정인 회사법 제184조는 자원청산과 

강제청산을 구분한다.21) 동조에 의하면 해산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해산하는 경우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15일 내에 청산조를 구성하고 청산을 개시하여야 한다. 유한

책임회사의 청산조는 주주로, 주식회사의 청산조는 이사나 주주총회가 확정한 인

원으로 각 구성한다. 위 기한이 지나도록 청산조구성과 청산이 진행되지 않으면 

채권자는 법원에 청산조구성과 청산절차진행을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은 신청을 수

리하면 즉시 청산조를 조직하여 청산을 진행하여야 한다.

<외상투자기업청산방법>이 규정하는 청산은 보통청산과 특별청산의 두 가지가 

있다. 자원청산에 해당하는 보통청산은 기업이 스스로 청산위원회를 조직하여 진

행하는 청산으로서 청산위원회는 기업의 의사결정기구가 그 구성원 중에서 선임

하거나 관련 전문가를 초빙하여 맡게 한다(제9조). 강제청산에 해당하는 특별청산

은 기업이 보통청산을 할 수 없거나 보통청산에 중대한 장애가 생긴 경우 기업심

사비준기관이나 그로부터 위탁받은 부서가 중외투자자, 관련 기관의 대표와 전문

가로써 청산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하는 청산이다(제36조).

금융기구의 청산은 해산청산과 취소청산으로 구분된다. 상업은행법은 해산으로 

인하여 법에 따라 구성되는 청산조(제69조 제2항)와 취소로 인하여 은감(银监)위

원회가 구성하는 청산조(제70조)를 나누어 규정한다.22) 보험법도 해산으로 인하여 

법에 따라 성립하는 청산조(제89조)와 취소로 인하여 보험감독관리기구가 만드는 

청산조(제150조)를 구분하여 규정한다.23) <금융기구취소조례>는 은행과 비은행 금

청산조에 참가할 수 있다.
21) 중국의 기업에 대한 파산청산단계 이전의 청산은 주주에 의하여 주도되는지 여부에 따라 

자원청산과 강제청산의 두 가지로 나뉘고 강제청산은 다시 행정기구에 의한 것과 법원

에 의한 것으로 구분된다. 
22) 상업은행법 제69조 제2항 상업은행은 해산하는 경우 법에 따라 청산조를 구성하여 청

산을 진행하고, 청산계획에 따라 즉시 예금원금과 이자 등 채무를 변제하여야 한다. 

국무원은행감독관리기구는 청산과정을 감독한다.

제70조 산업은행이 경영허가증정지로 취소되는 경우 국무원은행감독관리기구는 법에 

따라 즉시 청산조를 구성하여 청산을 진행하고, 청산계획에 따라 즉시 예금원금과 이자 

등 채무를 변제하여야 한다.
23) 보험법 제89조 보험회사는 분할,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할 필요가 있거나, 주주회, 주주

총회가 해산을 결의하거나 회사정관 규정의 해산사유 발생으로 인하여 보험감독관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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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기구의 취소시 인민은행이나 그가 위탁한 정부기구에 의하여 청산조를 구성하

는 것으로 규정한다(제8조).24) <신탁투자회사관리방법>, <리스(金融租赁)회사관리

방법> 등의 법규, 규장은 모두 해산원인이 발생하여 법에 따라 구성하여야 하는 

청산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파산실무를 보면 금융기구의 청산은 비주주 즉 

행정기구가 주도하는 강제청산을 위주로 하고 그때의 청산조를 ‘행정청산조(행정

정리조)’라고 한다.25)

이상의 각종 청산조는 모두 관리인지정규정의 ‘파산신청 수리 전 관련 규정에 

따라 이미 청산조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되나 파산신청 수리 전에 구성된 

청산조 모두가 계속하여 관리인으로 지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기업파

산법의 규정, 관리인지정규정 등에 따라 청산조구성원의 관리인적격성을 다시 심

사하여야 한다. 심사를 거쳐 규정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받은 자만이 비로소 관

리인으로 지정받을 수 있다. 채권자나 채무자와 이해관계가 있거나 청산조구성원

이 채무자 기업의 주주나 이사 등인 경우와 같이 관련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

우에는 관리인지정규정에 따라 청산조 아닌 자를 별도로 관리인을 지정하게 될 

것이다.

한편 기업파산법 시행시 구법에 따라 이미 수리하여 심리 중인 파산사건 중 아직 

파산선고를 하지 않은 경우나 청산조를 구성하지 않은 경우는 이와 구별되는 문제

구의 비준 후 해산한다. 

생명보험업무를 경영하는 보험회사는 분할, 합병이나 법에 따른 취소로 인한 경우 외

에는 해산할 수 없다.

보험회사는 해산하는 경우 법에 따라 청산조를 구성하여 청산을 진행하여야 한다.

제150조 보험회사가 위법경영으로 인하여 법에 따라 보헙업무경영허가증이 정지되는 

경우 혹은 상환능력이 국무원보험감독관리기구가 규정하는 표준보다 낮아 취소하지 않

으면 보험시장질서에 중대한 위해를 가하고 공공이익을 해하는 경우 국무원보험감독관

리기구가 취소하고 공고하며 법에 따라 즉시 청산조를 조직하여 청산을 진행한다.
24) <금융기구취소조례> 제8조 상업은행이 법에 따라 취소되는 경우 중국인민은행이 청산

조를 조직하고, 비은행금융기구가 법에 따라 취소되는 경우 중국인민은행이 위탁한 관

련 지방정부가 청산조를 조직한다. 청산은 취소결정이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작한

다. 청산조는 중국인민은행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보고업무를 한다.

청산조는 중국인민은행, 재정, 감사 등 관련 부서, 지방정부의 대표와 취소된 금융기구 

주주의 대표 및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다. 청산조조장과 구성원은 중국인민은행이 지정

하거나 중국인민은행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청산기간에 청산조는 피취소금융기구에 대한 관리직권을 행사하고, 청산조조장은 피취

소금융기구 법정대표자의 직권을 행사한다.   
25) (중국) 奚晓明 주편, 기업 산법에 한 최고인민법원 사법해석의 이해와 용, 2007. 

5. 1. 인민법원출판사, 7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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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이 경우에는 신법에 따라 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26) 이는 신구법 시행에 

걸친 경과조치에 속하고 청산조의 관리인담임 규정의 적용범위에는 직접 관련되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로 위 문제는 본조 중에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나. 정책적 파산

기업파산법 제133조는 동법 시행 전 국무원이 규정하는 기간과 범위 내의 국유

기업이 실시하는 파산의 특수사무는 국무원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도록 규정

한다. 이 경우에도 청산조가 관리인으로 되는데 이는 국가계획에 편입된 국유기업의 

정책적 파산을 가르킨다.27) 사실상 구법의 유물인 청산조를 기업파산법이 관리인

으로 수용하는 이유는 주로 국유기업 정책적 파산사건의 특수한 수요를 고려한 

때문이다. 국유기업의 정책적 파산의 실질은 정부의 기업에 대한 행정폐업 혹은 

구조조정절차로서 기업파산법에 의한 파산절차와 관련이 많지 않다. 관련성이 있

다면 채무면제문제정도에 불과하다. 정부부서의 인력으로 청산조를 구성하여 파산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많은 폐단이 있지만 청산조가 국유기업의 정책적 파산 과정

에서 적극적인 작용을 하는 측면도 있다. 관련 정부부서가 파산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파산기업근로자의 재배치, 퇴직자의 사회화관리, 비경영성자산의 이전, 

장기투자의 정리, 세금과 행정문제의 해결 등에 대하여 행정적 수단과 협력을 제

공할 수 있는 것이다.

다. 법률의 규정

전술한 상업은행법 등의 일부 법률은 특정 기업의 파산시 청산조를 구성하여 

파산절차를 진행할 것을 규정한다. 이들 대부분은 기업파산법 반포 전에 제정실시

된 것이어서 관리인제도를 고려할 수 없었고, 청산조를 관리인으로 칭할 수도 또한 

그럴 필요도 없었다.28) 한편으로는 현행 법체계상으로도 청산조를 관리인으로 할 

26) 최고인민법원 <기업파산법 시행 시 심리미결인 기업파산사건의 법률적용의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 제3조 이미 청산조가 성립한 경우 기업파산법 시행 후 법원은 그 

청산조를 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아직 청산조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기업파산법과 <기업파산사건심리 관리인지

정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에 따라 즉시 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27) 국유기업의 정책적 파산은 일정 범위 내의 국유기업파산에 대하여 행정적 수단을 위주로 

하는 구조조정에 가까운데 근로자보호를 매우 중시한다는 등의 특색이 있다. 자세한 

내용은 김성균, “중국국유기업의 도산제도”, 기업법연구 제21권 제1호, 2007. 3. 한국기업

법학회, 60∼72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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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가 있다. 기업파산법이 비록 금융기구가 파산을 실시하는 경우 국무원이 본법

과 기타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실시방법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함에도 불구

하고(법 제134조 제2항), 현재 금융기구의 파산에 대하여 아직 구체적인 법규가 

없으며 제정시기를 예측하기도 어렵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일부 금융기

구의 파산문제는 매우 중요할 뿐 아니라 반드시 해결하여야 한다. 그래서 동조는 

나아가 “상업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 금융기구가 본법 제2조 규정의 상황이 

있는 경우 국무원금융감독관리기구는 법원에 해당 금융기구에 대하여 회사정리 

혹은 파산청산을 진행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국무원금융감독관리기구는 중

대한 경영위험이 나타난 금융기구에 대하여 법에 의하여 접수관리, 위탁관리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경우 법원에 해당 금융기구를 피고나 피집행인으로 하는 민사소송

절차 혹은 집행절차를 중지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법 제134조 

제1항). 금융관리감독기구와 관련 행정부서의 파산절차 참가와 감독이라는 현실적인 

수요를 해결하는 방법으로서 현재는 법원이 해당 부서의 인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청산조를 관리인으로 지정하는 형식을 통하는 방법이 있을 뿐이다. 금융자산관리

회사가 사회중개기구에 속하지는 않으므로 청산조의 구성원이 되는 형식으로써만 

관리인직무를 맡을 수 있다.29) 그러나 이는 과도기적인 임시적 변용으로 밖에 볼 

수 없으므로 입법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라. 법원이 인정하는 기타의 경우

본호는 상술한 경우 외에도 파산절차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청산조를 관리인

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위하여 둔 일종의 수권규정이다. 그러나 상술한 

바와 같이 청산조는 구법의 유물로서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본호의 적용은 엄격히 제한되어야 할 것이다.   

마. 청산조가 관리인인 경우의 특칙

청산조가 관리인을 맡는 경우에 법원은 관리인명부에 편입된 사회중개기구는 

물론 유관 정부부서나 금융자산관리회사 중에서도 구성원을 지정할 수 있고, 인민

28) 다만 보험법은 2009. 2. 28. 개정되어 동년 10. 1.부터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

전히 청산조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29) 금융자산관리회사는 국무원의 결정으로 설립되어 국유은행의 불량대출자산을 구매하

고, 이로 인하여 형성된 자산을 관리, 처분하는 것을 업무로 하는 國有獨資非銀行금융

기구로서 관련 법규로는 <금융자산관리공사조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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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과 금융감독관리기구는 인원을 파견하여 청산조에 참가할 수 있다. 최고인민

법원의 <기업파산사건심리의 몇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이하 심리규정이라고 한

다)에 의하면 청산조구성원을 청산중개기구와 회계사, 변호사 중에서 충당할 수 

있다(제48조). 구법인 기업파산법(시행) 실시 당시 청산조의 구성과 관련한 법원의 

실무에서도 사회중개기구로부터 청산조구성원을 지정하여 청산조의 전문성을 강

화하는 경우가 점점 많았었다. 그런데 이러한 사회중개기구가 파산청산업무를 맡

는데 필요한 자격기준, 지위와 직책에 대하여 관련 법규가 없었던 까닭에 법원이 

사회중개기구를 지정함에 있어서 주관성과 수의성이 개재될 가능성이 많았고, 결국 

파산청산업무를 담당하는 사회중개기구가 당연히 갖추어야 하는 중립성, 공정성, 

전문성이 최대한도로 발휘하기 어려웠다.30)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전술한 바와 같이 

관리인지정규정은 청산조의 구성원을 맡는 사회중개기구는 반드시 관리인명부에 

편입된 사회중개기구여야 한다고 명시하였다(제19조). 이미 심사를 거치고 공개된 

관리인명부는 법원이 사회중개기구를 청산조구성원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발생

할 수 있는 주관성과 수의성을 어느 정도는 제거해 줄 수 있다.

III. 임명과 교체

1. 법원의 관리인 지정

가. 관리인의 법적성질

관리인의 법적성질에 관한 중국의 대표적인 학설로는 채권자대표설, 채무자대표설, 

재단대표설, 수탁인설과 법정기구설이 있다. 주도적인 견해는 관리인을 법률이 파

산절차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설정한 법정직능이행기구로 이해하는 법정기구

설이다. 채권자대표설과 채무자대표설은 파산관리인의 업무중립성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재단대표설과 수탁인설은 각각 파산재단과 신탁의 개념을 기초로 하는데 기업

파산법이 이를 채택하지는 않았다. 입법과정에서 채권자대표설에 기하여 채권자회의

에서 관리인을 임명하자는 주장이 한 때 강하였으나 파산절차에서 채권자이익의 

보호유지가 중요하지만 관리인은 독립적, 중립적이어야 하고 파산재산보호와 전체

30) (중국) 奚晓明 주편, 기업 산법에 한 최고인민법원 사법해석의 이해와 용, 2007. 

5. 1. 인민법원출판사, 7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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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와 채무자, 근로자 등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위하여 개별채권자를 상대

로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원이 관리인을 지정하는 것으로 

입법하였다(법 제22조).31) 법원지정방식은 채권자회의선임방식에 비하여 비교적 

빨리 조건에 맞는 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어서 적시에 채무자재산을 접수관리하고, 

관리인 부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채권자의 손실을 막는데 유리한 점이 있다.32) 

한편 채권자에 의한 관리인감독을 위하여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관리인에 대한 

채권자회의의 교체청구권을 두었다. 

나. 관리인명부의 작성

중국의 파산절차에서 관리인은 법정기구로서 채권자가 아닌 법원에 의하여 만

들어진다. 구체적인 관리인 지정은 관리인명부의 편제를 기초로 한다. 관리인지정

규정에 의하면 법원의 기업파산사건심리는 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하는데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관리인은 관리인명부로부터 지정하여야 한다(제1조). 

관리인명부는 법원이 작성한다. 일반적으로 각지의 고급인민법원에서 관할지역의 

관리인명부를 만드는데 고급법원은 중급법원으로 하여금 그 관할지역의 관리인명

부를 만들게 할 수도 있다(관리인지정규정 제2조). 기업파산법의 관리인에 대한 

자격요건과 관리인지정규정 제3조를 종합하여 보면 중국의 모든 변호사사무소, 회

계사사무소, 파산청산사무소와 청산조직 그리고 중개기구의 구성원 중 전문지식과 

영업허가를 갖춘 개인은 소극적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파산관리

인자격이 있다.33) 그러나 중국 법원의 실무상 관리인명부의 작성시 일정한 기준을 

두기 때문에 해당하는 모든 기구나 개인이 관리인명부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2007년 북경시고급법원이 편제한 관리인명부에 등재된 기구관리인은 100

곳으로서 그중에는 변호사사무소 65개소, 회계사사무소 33개소, 파산청산사무소 

2개소이고 개인관리인은 20명으로서 변호사와 회계사가 각 10명이다. 그런데 2009년 

말 북경시에 등록된 변호사사무소는 1,300곳에 이르고, 2008년 말 북경시에 등록

31) (중국) 王卫国, 산법精义, 2007. 7. 1. 법률출판사, 36면.
32) (중국) 徐俊福, “파산관리인제도의 건립과 우리나라 변호사업의 새로운 기회”, 王欣新/

尹正友 주편, 산법논단 제1집, 2008. 5. 법률출판사, 151면.
33) 관리인지정규정 제3조 기업파산법규정의 조건에 부합하는 사회중개기구와 관련 전문지

식을 갖추고 영업자격이 있는 그의 인원은 모두 관리인명부에의 편입을 신청할 수 있

다. 이미 기구관리인명부에 편입된 사회중개기구 중의 관련 전문지식을 갖추고 영업자

격이 있는 인원은 개인관리인명부에의 편입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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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회계사사무소는 500곳에 이른다. 그 외에도 관련 법규가 미비하고 통계가 없어 

확인하기 어렵지만 많은 수의 파산청산사무소가 있다.34) 전국적으로 2009년 말 1만

5천여 개의 변호사무소와 16만6천여 명의 변호사가 있는 점을 감안하면 회계사사

무소와 기업파산법 시행 후 무수히 생긴 파산청산사무소를 계산하지 않아도 관리

인명부에 등재된 사회중개기구의 숫자가 너무 적은 감이 있다. 그러나 1998년부터 

2007년의 10년간 전국 법원이 수리한 파산사건은 64,311건으로서 일년 평균 6,500

건에 미치지 못하고 2006년에는 4,235건, 2007년에는 3,817건에 불과하다.35) 결국 

형식적 자격자를 모두 관리인명부에 편입할 필요는 없고, 이들이 모두 관리인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질을 가졌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일정 정도 이상의 자질과 경

험을 갖춘 자를 엄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향후 관리인제도가 좀 더 성숙하여졌을 

때 관리인명부의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관리인명부 작성의 합리성과 공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원이 관리인명부 편입

신청서를 받고 평가심사위원회가 심사하여 확정한다(관리인지정규정 제4조 제1항, 

제10조). 관리인명부에 편입되고자 하는 변호사사무소, 회계사사무소, 파산청산사

무소 및 개인은 관리인으로서의 전문자격 증명서, 처벌 관계 서류 등의 자료를 제

출하여야 한다(동규정 제6조 내지 제8조). 변호사사무소와 회계사사무소가 신청하

는 경우와 달리 파산청산사무소 및 개인은 업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

사책임부담능력에 관한 자료로서 ‘독립하여 민사책임을 질 수 있다는 증명자료나 

영업책임보험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아직 파산청산사무소의 자격이나 영업허가

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책임자력에 대한 보장이 확실치 않은 개

인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변호사사무

소나 회계사사무소라도 반드시 책임자력이 충분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러한 경우에도 유사하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관리인명부의 사전 작성방법은 각 법원이 구체적인 파산사건 심리를 위하여 관

리인을 선임할 때 자의성이나 부정 소지를 줄이고 공정하게 우수한 자를 선택하는 

34) 2007년 작성된 상해시의 관리인명부에는 변호사사무소 12곳, 회계사사무소 4곳과 파산

청산사무소 4곳만이 올라 있는데 변호사사무소는 2010년 현재 거의 1,000여 개에 이르

고, 회계사사무소는 2008년 말에만도 230개를 넘어 등록되었다. 중경시고급법원이 최

초로 만든 관리인명부에 편입된 곳은 20곳에 불과한데 그중 변호사사무소 14곳, 회계

사사무소 5곳, 파산청산사무소가 1곳이다.
35) (중국) 奚晓明, ‘법원의 기업파산사건심리의 기본상황과 당면한 새로운 문제’, 2008. 1. 

13. 合同纠纷网 http://www.contracts.com.cn, 2010. 4. 28. 최종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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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이 있다. 반면에 관리인직에 대한 일종의 진입장벽을 두는 것이어서 자격을 

갖춘 많은 기구와 개인은 관리인 담임 기회를 사실상 봉쇄당할 수 있다. 법원이 

구성하는 평가심사위원회가 관리인업무를 희망하는 기구나 개인을 충분히 파악하

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고 관리인명부작성자와 관리인선임자가 동일하여 오류시정

기회가 적어질 수 있다는 것도 문제이다. 관련 업종협회의 추천을 요건으로 하거나 

아예 관리인명부를 해당 협회에서 작성하는 것을 합리적인 대안으로서 고려할 수 

있다.

다. 관리인 지정 방법

전술한대로 관리인을 선임할 때 법원은 반드시 관리인명부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지정절차는 관리인지정규정이 비교적 상세하게 정하고 있는데 지정방식은 

무작위, 경쟁, 추천의 세 가지 방식이 있다. 

무작위방식은 관리인을 지정하는 기본 방식으로서 순번제와 제비뽑기 등의 방법

으로 결정하는 것이다. 무작위지정은 법원의 지나친 주관의 개입을 피할 수 있고 

절차의 공개, 공정,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다.36) 법원은 일반적으로 관리인명부에 

등재된 명단에 따른 순번, 추첨 등의 무작위방식을 채택하여 공개적으로 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관리인지정규정 제20조). 경쟁방식은 법원이 관리인명부 중의 중

개기구로 하여금 경쟁에 참여하도록 공고하고 법원의 평심위원회에서 선발하는 

것이다. 경쟁방식은 상업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 금융기구나 전국범위에서 중

대한 영향이 있고 법률관계가 복잡하며 채무자재산이 분산되어 있는 기업파산사

건에 대하여 적용된다(동규정 제21조 제1항).37) 추천방식은 경쟁방식보다도 더욱 

36) (중국) 奚晓明 주편, 기업 산법에 한 최고인민법원 사법해석의 이해와 용, 2007. 

5. 1. 인민법원출판사, 83면.
37) 관리인지정규정 제21조 상업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 금융기구나 전국범위에서 중

대한 영향이 있고, 법률관계가 복잡하며 채무자재산이 분산된 기업파산사건에 대하여 

법원은 공고의 방식으로써 각지 법원의 관리인명부에 편입된 사회중개기구가 경쟁에 

참가하도록 초청하고, 경쟁에 참여한 사회중개기구로부터 관리인을 지정할 수 있다. 경

쟁에 참여한 사회중개기구는 세 곳보다 적을 수 없다.

경쟁방식으로 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 법원은 전문적인 평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평심위원회는 사건의 특징을 감안하고 사회중개기구의 전문업수준, 경험, 기구규모, 선

결제시가격 등 요소를 종합적으로 따져서 경쟁에 참여한 사회중개기구 중 우수한 자를 

선정하여 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관리인으로 지정된 사회중개기구는 평심위원회구

성원 1/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경쟁방식을 택하여 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 법원은 1 내지 2명의 후보 사회중개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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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된 범위에 적용되는 것인데 행정정리, 청산을 거친 금융기구의 파산사건에 적용

된다.38) 금융감독관리기구가 관리인명부 안에서 관리인후보자를 법원에 추천하고 

최종적으로는 법원이 결정한다. 법원이 추천내용에 기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피추

천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39) 법원은 관리인지정시 일반적으로 사회중개

기구를 선택하여야 하고 관리업무가 비교적 수월한 기업파산사건에 대하여 비로소 

개인을 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음은 전술한 바와 같다.

라. 관리인의 지정시기

관리인은 파산절차의 개시시점인 법원의 파산신청수리결정시에 지정하여야 한다

(법 제13조). 신속한 관리인지정은 채무자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매우 필요하다. 구

법인 기업파산법(시행) 하에서 청산조는 법원의 파산선고 후 임명하였다. 그런데 

파산절차는 법원의 사건수리시부터 이미 진행되고 법원실무를 보더라도 심리로 

인해 파산신청수리 및 파산선고부터 파산청산절차종결까지는 통상적으로 일정한 

기간의 경과를 필요로 한다. 결국 파산사건 수리 후 청산조 구성까지의 기간에는 

상술한대로 파산기업의 재산과 사무는 여전히 기존 경영층의 수중에 있기 때문에 

이들에 의한 기업재산의 이전, 사적인 분배나 낭비, 은닉, 손상 그리고 장부조작이나 

잘못은폐의 기회와 가능성이 있었다. 이러한 점 등을 감안하여 현행 기업파산법은 

법원이 파산신청수리결정을 할 때 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였는바 관리인의 지정을 

조속화하여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파산절차의 공정과 질서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마. 필요한 보조인력의 초빙

일반적으로 파산절차에서 관리인직무의 수행은 비교적 복잡하여 법률, 회계, 금융 

등 다방면의 전문지식이 필요하다. 파산절차가 관리인의 주도 하에 진행되는 것이

지만 이러한 전문적이고 복잡한 문제를 모두 관리인에게만 기대어 처리하기는 어

를 정하여 관리인교체 필요시의 교체人選으로 하여야 한다. 
38) 관리인지정규정 제22조 행정정리, 청산을 거친 상업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금

융기구의 파산사건에 대하여 법원은 본 규정 제18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관리인을 

지정하는 외에 금융관리감독기구가 추천한 이미 관리인명부에 편입된 사회중개기구 중

에서 관리인을 지정할 수도 있다.
39) (중국) 奚晓明 주편, 기업 산법에 한 최고인민법원 사법해석의 이해와 용, 2007. 

5. 1. 인민법원출판사, 8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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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울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여 관리인으로 하여금 법원의 허가를 받아 필

요한 업무인력을 초빙할 수 있도록 하였다(법 제28조 제1항). 관리인이 이러한 전

문가를 초빙하는 것은 절차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파산비용

의 증가를 가져와 채권자의 손실에 귀결될 수 있다. 이 때문에 보조인력초빙은 파

산업무에 필수적인 경우로 제한되어야만 하고 따라서 법원의 허가를 반드시 거치

도록 한 것이다. 여기서의 필요한 보조인력은 두 종류로 분류할 수 있는데 채무자

기업의 관련자 등과 같이 직접 관리인의 지휘 하에 관련 업무를 하는 자 및 관리

인이 초빙한 법률, 감정, 회계사무소 등이다.40) 

2. 관리인의 변경

법원이나 채권자회의가 관리인으로 지정된 자가 부적격 혹은 관리인직을 수행

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혹은 신청에 따라 적시에 

관리인이나 그 구성원을 교체할 필요가 있다. 기업파산법이 규정하는 관리인의 교

체는 사직의 경우와 법원에 의한 변경의 두 가지가 있다.

가. 관리인의 사직

관리인이 업무수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원인으로 사직할 수 있는데 관리인업무의 

중요성과 특수성을 감안하여 기업파산법은 관리인사직에 대하여 일정한 제한을 

하고 있다. 즉 관리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사임할 수 없고 관리인이 직무를 

사임하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법 제29조). 구체적인 내용은 관리인의 

감독에 대한 부분에서 다시 논한다.

나. 법원의 관리인 변경 

관리인의 선발과 지정에 있어서 채권자는 중요한 이해관계를 가진다. 그리고 

파산절차에서 전체 채권자의 공동의사를 대표하고 개별 채권자의 독립된 이익에 

관련된 요구를 적절히 반영하는 조직은 채권자회의이다. 그런데 기업파산법이 파

산사건수리와 동시에 관리인을 지정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으므로 절차개시 단계에

서는 아직 구성되지도 않은 채권자회의를 소집할 수 없어서 채권자의 의사를 반

영하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기업파산법은 사후청구로써 관리인을 

40) (중국) 尹正友, “파산절차 중 관리인의 필요인원에 대한 초빙 시론”, 王欣新/尹正友 주

편, 산법논단 제2집, 2009. 5. 법률출판사, 8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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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할 권한을 채권자회의에게 부여하였다. 즉 채권자회의는 관리인이 적법하거나 

공정하게 직무를 이행할 수 없거나 기타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원에 변경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법 제22조 제2항). 변경신청권은 관리인에 대

한 채권자의 감독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채권자회의가 관리인변경을 신청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이 규정한 사유 즉 관리인이 적법하거나 공정하게 직

무를 이행할 수 없거나 기타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상황이 있어야 

하고 채권자회의결의를 거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관리인지정규정 제31조 제

1항). 법원은 채권자회의의 관리인변경신청에 기속되지 않고 그 인용여부를 결정

한다. 신청을 받은 후 관리인의 서면설명을 받은 때로부터 10일 내에 관리인변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41) 관리인변경사유는 관리인지정규정에 좀 더 구체화되어 

있다. 관리인을 맡은 사회중개기구와 개인에게 공통적인 사유는 자격허가나 영업

허가가 정지되거나 말소된 경우, 본 사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직무이행시 고

의나 중과실로 채권자이익을 해친 경우, 동규정 제26조의 상황이 있는 경우이다. 

사회중개기구에 특유한 사유로는 해산 또는 파산사유가 출현하거나 업무자격책임

위험의 부담능력을 상실한 경우가 있고, 개인의 경우 실종 혹은 사망이나 민사행

위능력 상실의 경우, 건강상 직무이행을 할 수 없는 경우, 업무자격책임보험의 실

효된 경우가 변경사유로 추가된다. 위 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은 채권자회의의 신

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관리인교체결정을 할 수 있고, 청산조의 구성원인 파견인

원과 사회중개기구의 파견인원에게도 이를 참조하여 적용한다(동규정 제33조, 제

34조). 법원은 관리인을 교체한 경우 결정서를 원래의 관리인, 새로운 관리인, 파

산신청인, 채무자 및 채무자기업의 등기기관에 송달하고 공고하여야 한다(동규정 

제38조).

Ⅳ. 관리인의 보수

1. 관리인의 보수의 결정과 이의

채권자이익의 최대화는 채무자재산의 가치최대화에 크게 의존하고 이러한 가치

41) 관리인지정규정 제32조 법원은 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리인의 서면설명

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내에 신청의 기각결정을 하여야 한다.

법원은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리인의 서면설명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내에 신청의 관리인교체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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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화는 양질의 전문적인 관리를 필요로 한다. 관리인은 파산절차의 진행과정에

서 업무수행을 위하여 많은 시간, 노력과 전문적 지식을 사용한다. 관리인에게 정

당한 대가를 지불하여 적극적 업무수행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고 나아가 관리인제

도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도 적정한 보수의 지급은 필요하다. 중국에서

도 파산관리인이 새롭게 각광받는 직업이 되고 있으며 기업파산법 실시 이후에 

많은 파산청산사무소가 생겨나는 등 관리인제도도 전문화의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파산재산관리과정에서의 정당한 지출에 대하여 보상받는 외에 관리인은 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하여 보수를 받는데 보수는 관리인의 자격과 임무에 상응하게 

결정되어 위험과 보상 간에 균형을 이루어서 유능하고 자격 있는 전문가를 적절

히 이끌어 내어야 한다.42) 한편 관리인의 보수는 다른 채무의 변제에 앞서 파산

재산으로부터 우선 지급되는 것이어서 그 규모는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이익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상당하고 공평한 보수로써 우수한 전문가를 파산관리

절차에 들어오도록 유도하는 측면과 채무자의 재산가치와 이익의 최대화를 적절히 

실현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여부가 관리인보수결정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43) 중국 

기업파산법은 강한 기술적 성격을 지니는 보수결정방법 등에 대하여 세세한 규정을 

두지 않고 최고인민법원의 사법해석에 수권하였다(제22조 제3항). 이에 따라 최고

인민법원은 2007. 4. 4. <기업파산사건심리관리인보수확정에 관한 규정>(이하 관

리인보수규정이라고 한다.)을 제정하였다. 동규정은 관리인은 기업파산법 제25조 

규정의 직책을 이행하고 상응하는 보수를 받을 권한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제1조 

제1항).

42) (중국) 王卫国, 산법精义, 2007. 7. 1. 법률출판사, 63면.
43) 최고인민법원의 <기업파산사건심리관리인보수확정에 관한 규정> 

제12조 관리인의 보수는 채무자의 재산으로부터 우선 지급한다. 

채무자의 재산이 관리인의 보수와 관리인의 직무집행비용을 지급하기에 부족한 경우 

관리인은 법원에 파산절차의 종결을 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채권자, 관리인, 채무자의 

출자자나 기타 이해관계인이 상술한 보수와 비용을 대지급할 의향이 있는 경우 파산절

차는 계속 진행할 수 있다.

상술한 대지급한 비용은 파산비용으로서 채무자의 재산으로부터 대지급자에게 수시로 

변제한다.

제13조  관리인이 담보물의 보호, 환가, 교부 등 관리업무에 대하여 합리적인 노력을 

들인 경우 담보권자에게서 적당한 보수를 받을 권한이 있다. 관리인과 담보권자가 상

술한 보수액에 관하여 합의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은 본 규정 제2조 규정의 방법을 참조

하여 확정하여야 하고, 다만 보수비율은 동조가 규정한 제한범위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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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법원의 결정

파산관리인은 그 성질상 법정기구에 속하고 법원, 채권자와 채무자로부터 중립적

인데 관리인의 보수결정권자는 법원이다(법 제28조 제2항). 상술한 바와 같이 관

리인 보수의 계산기준, 지불방식과 채권자회의의 이의권 등 구체적 내용은 관리인

보수규정이 정하고 있다. 관리인의 보수는 파산비용에 속한다(법 제41조). 따라서 

다른 파산채권에 비하여 우선변제받는 지위를 누리고 이는 유능한 전문가를 관리

인으로 유도하고 관리업무수준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된다. 지급시기는 관리인의 

업무충실도와 주의도의 제고는 물론 본인의 이익에 대하여 적지 않은 의미를 갖

는데, 늦어도 곤란하지만 지나친 조기지급은 관리인에 대한 실효적인 통제를 어렵

게 할 수도 있다. 법원은 파산사건의 실제상황에 따라 분할하여 지급하거나 마지

막에 일시불로 지급할 수 있다(관리인지정규정 제3조). 일반적으로 내용이 비교적 

간단하고 단기인 사건은 후불일시급으로 지급하고 내용이 복잡하고 장기에 걸친 

사건은 보수 일부를 미리 선지급할 수 있으며 채무가 분할 변제되는 사건의 경우

에는 관리인의 보수도 분할 지급할 것이다.44)

나. 채권자회의의 이의권

관리인보수규정이 비교적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법원이 관리인 보수를 구

체적으로 정할 때 상당한 정도의 재량권을 가질 수 밖에 없고 상술한대로 관리인 

보수는 채권자의 변제이익에 영향을 주게 된다. 따라서 채권자에게 관리인 보수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기업파산법은 채권자회의에게 이의권을 

부여하는데 채권자회의는 이의가 있는 경우 채권자회의의 결의를 첨부하여 법원

에 서면으로 구체적 취지와 이유를 제출한다(관리인보수규정 제17조). 이의권은 

관리인으로 하여금 더욱 최선을 다하도록 하고 채권자이익을 최대한도로 보호하게 

하는 장치이다. 관리인은 보수안에 대하여 채권자회의와 협의할 수 있고 합의된 

내용을 채권자회의의 결의와 함께 서면으로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은 협의결과가 

적법하고 타인의 권익을 해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에 따라서 관리인의 

보수안을 조정하여야 한다(동규정 제7조). 관리인과 채권자간의 협조관계 유지를 

촉진하기 위하여 둔 것이다. 

44) (중국) 奚晓明 주편, 기업 산법에 한 최고인민법원 사법해석의 이해와 용, 2007. 

5. 1. 인민법원출판사, 15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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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리인보수의 기준

 관리인보수는 파산사건의 규모, 복잡성, 관리인 선임기간, 업무량 등을 감안하고 

소송비용, 자산평가나 경매 등에 관련된 비용 등을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게 

된다. 일반적으로는 업무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것과 파산재산의 수액에 의하는 두 

방식이 있다. 중국 파산법규상의 계산방식은 파산재산의 금액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계산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은 관리인으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파산재산을 찾고 

보호하게 하고 결과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채권변제에도 유리하다. 한편 재산증가나 

유지에 큰 관련이 없는 업무에 대하여는 반대로 소극적으로 작용할 여지도 있다. 

그러나 업무시간에 따라 보수를 계산하는 방식이 세밀한 법률체계는 물론 완성된 

사업신용체계의 수립을 그 전제요건으로 하는 점을 감안한다면 법률체제와 사회

신용체제가 비교적 불완전한 국가에서의 합리적 선택일 수 없다. 중국의 현 상황

에서는 파산재산의 가액에 따른 보수결정이 바람직하고 중국 최고인민법원도 같

은 입장이다.45) 

법원은 채무자가 최종적으로 채무변제에 제공할 수 있는 재산가치 총액에 따라 

일정한 비율의 범위 내에서 단계별로 관리인의 보수를 확정하는데 인민폐 백만위

안(이하 중국의 인민폐를 표기하는 경우 위안이라고 함)을 초과하지 않으면 12% 

이하, 백만위안 초과부터 5백만위안까지의 부분은 10% 이하, 5백만위안 초과부터 

천만위안까지의 부분은 8% 이하, 천만위안 초과부터 5천만위안까지의 부분은 6% 

이하, 5천만위안 초과부터 1억 위안까지의 부분은 3% 이하, 1억 위안 초과부터 5억 

위안까지의 부분은 1% 이하, 5억 위안 초과 부분은 0.5% 이하에서 확정한다. 담보

권자가 우선 변제받은 담보물의 가치는 위 재산가치총액에 산입하지 않는다(관리

인보수규정 제2조 제1항, 제2항). 그러나 각 파산사건에서의 실제 업무량과 책임

부담이 다르기 때문에 파산재산의 액수만을 관리인보수 결정의 유일한 기준으로 

할 수는 없고 사건의 복잡성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정할 필요가 있다. 

45) 중국에서 분배가능한 파산재산가치에 따라 관리인보수를 계산하는 방식을 채용한 것은 

첫째 현재 전면적인 시간표준의 보수계산방식은 아직 미성숙단계에 있고 이를 뒷받침

할 사회의 다른 제도가 완비되지 않았으며 도덕적 위험이 높고 사회인지도가 낮으며, 

둘째 대상물가액의 일정한 비율에 따른 보수 계산은 간단하고 용이하며 사회적으로도 

받아들이기 쉽고, 셋째 관리인에게 재산을 더 많이 회수하도록 유인을 제공할 수 있고 

채권자이익 보호에 유리하며, 넷째 국제적으로도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러한 방식을 채

용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중국) ‘파산법사법해석에 관한 기자의 질문에 대한 최고인민

법원 民2庭 책임자의 답변’, 2007. 4. 17. 中國网  http://www.china.com.cn/policy, 2010. 

4. 19.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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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 비율의 30% 범위 내에서 유동적으로 

정할 수 있다(동조 제3항). 일정한 경우에는 관리인희망자의 의견을 참고한다. 공

개경쟁방식으로 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 사회중개기구의 제안에 근거하여 규정범

위 내에서 정할 수 있다(동규정 제5조 제1항). 법원은 관리인보수안 확정 후 파산

사건과 관리인 업무이행의 실제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동규정 제8조). 관리인 

보수의 확정이나 조정에 있어서는 사건의 복잡성, 관리인의 근면정도, 실제 공헌과 

부담하는 위험과 책임, 관리인 주소지 주민의 가처분수입과 물가수준 및 관리인 

보수에 영향을 주는 기타 상황을 고려한다(동규정 제9조).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

를 받아 필요한 업무인력을 초빙하는 경우의 비용은 관리인의 보수와는 별개인지 

혹은 결정된 관리인보수에 포함되는지 의문이 있을 수 있다. 별도로 인정한다면 

관리인은 타인을 이용하여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방법으로 노력 없이 보수를 취하는 

결과가 되므로 업무감독과 이중지출방지를 위하여도 이는 제한되어야 한다. 관리인

보수규정은 위와 같은 인력초빙에 필요한 비용은 관리인의 보수에서 지급하도록 

하였다(동규정 제14조). 그러나 청산조 중 관련 정부부서에서 파견된 자의 경우는 

보수를 받지 않는다(동규정 제15조). 정부부서의 공무원이 청산조의 구성원으로 

근무하는 것은 그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본래의 공무수행이라는 성격이 

있음을 반영한 것이다. 

V. 관리인의 직무

관리인의 직무내용은 파산절차의 전 분야에 미치는 것으로서 본문의 주된 논술

범위를 벗어나는데 후술하는 관리인의 책임과 불가분적으로 관련이 있으므로 여

기에서 간략히 언급한다.

1. 관리인직무에 대한 일반규정

관리인은 파산절차에서 채무자기업의 경영관리를 책임지고 채무자재산에 대하여 

관리, 처분, 정리, 환가와 분배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관리인의 직무는 범위가 넓고 

당사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관계가 있으므로 직책의 명확화, 업무효율의 제고 및 

관리인감독의 편의를 위하여 기업파산법은 관리인의 직책에 대한 일반규정을 두어 

9가지를 규정하였다(제25조). 관리인은 채권자와 채무자로부터 독립하여 중립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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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직책을 수행한다. 법률이 규정한 관리인의 직책을 증설, 제한 또는 박탈할 수 

없고 관리인은 법정된 직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1) 재산과 장부 등의 접수관리

법원의 지정 후 관리인은 제일 먼저 채무자의 재산, 인장과 장부, 문서 등의 자

료를 접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후속 관리업무를 위한 필요조건이다. 채무자가 

일단 파산절차에 들어가면 그 재산은 보전상태에 들어가고 관리인은 채무자 보유의 

재산을 조사하여야 한다. 부동산, 동산과 지적재산권을 포함한 각종 재산의 상황과 

업무를 파악하고 접수한다. 이를 위하여 채무자는 각종 인장, 계약도장, 재무도장, 

인사도장, 행정도장, 통관수속도장 등은 물론 각종 장부문서, 기업영업허가증, 세무

등록증, 부동산권리증, 각종 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모두 관리인에게 넘겨져야 한다. 

(2) 재산상황의 조사와 보고

관리인이 재산상황보고를 하여야 채권자회의가 비로소 결의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파산청산사건 심리도 이를 근거로 한다. 따라서 관리인은 채무자재산상황에 대하여 

정확한 조사를 하여 파산청산절차의 순조로운 진행과 채무자재산가치의 최대화를 

기하여야 한다.

(3) 채무자의 내부관리 사무

채무자의 내부관리는 주로 은행계좌관리, 채권추심과 재무감사 등을 포함한 재무

관리, 고정자산, 유동자산, 무형자산, 투자자산관리와 재건절차관리 등의 자산관리 

및 채무자기업내부의 잔류인원 관리와 퇴직인원의 재배치 등의 인력관리를 가르

킨다.

(4) 채무자 지출의 관리

채무자가 파산절차 진입 후에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사무실의 임대, 사무비용의 지출 등과 같은 일상적인 지출을 필요로 할 수 있다. 

채무자가 계속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생산과 경영에 필요한 전기수도비용, 통신비

용과 인건비 등의 일상유지비용은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비용의 

지출여부와 지출액수는 모두 관리인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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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차채권자회의 소집 전 채무자의 영업 계속 여부 결정

채무자의 영업을 계속할지 여부는 채무자재산의 증감에 대하여 매우 중요하고 

채권자의 이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원칙적으로 채무자기업이 파산절차에 

진입하게 되면 파산자는 경영활동을 정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계속경영이 파산재

산의 보전이나 증식에 도움이 되고 채권자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에 법원은 이를 

허가할 수 있다(법 제26조, 심리규정 제33조).46) 파산절차에 대하여 가장 큰 이해

관계를 가지는 채권자가 제1차 채권자회의에서 채무자의 영업을 계속할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이로써 스스로의 이익 최대화를 실현하게 될 것이다. 다만 파산

신청 수리 후 제1차 채권자회의의 소집 전에도 계속경영이 필요할 수 있는데 이

때 채무자기업은 관리인의 관리 아래에 있으므로 이 시기에 채무자의 영업을 계

속할지 여부는 관리인이 채무자자산과 채무 변제율의 증가여부를 바탕으로 결정

하여야 한다.

(6) 재산의 관리와 처분

관리인은 채무자재산을 접수 관리함에 있어서 부당한 손실을 피하고 최선을 다

하여 증가하도록 하여야 한다. 관리는 채무자기업에 대한 재무관리와 감사, 은행

계좌의 관리 등을 포함한다. 관리자산에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 고정자산과 유동

자산, 투자자산이 포함되고 진행 중인 건설절차 등의 관리도 포함한다. 기타의 것

으로는 환취권자에 대한 재산 반환, 별제권자에 대한 담보물 교부, 상계권자의 상

계주장 승인, 파산비용의 지불 등이 있다.

(7) 소송, 중재 등 법률절차 참가

파산절차 개시 후 관리인은 채무자의 대외사무를 전부 책임진다. 파산절차의 

진행 중 채무자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이나 중재, 민사집행 등 법률절차가 진행될 

수도 있고 채무자가 다른 민사주체를 상대로 소송, 중재 등을 통하여 권리주장을 

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법률절차에서 모두 관리인이 채무자를 대표한다.

46) 기업파산법 제26조 (관리인 결정권의 제한) 제1차 채권자회의 소집 전 관리인은 채무

자의 영업 계속 혹은 정지를 결정하거나 혹은 본법 제69조 규정의 행위 중 하나가 있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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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채권자회의의 소집

관리인은 채권자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는 외에 채권자회의에 보고하여 채권자

회의의 결정에도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서도 관리인은 채권자회의의 

소집제의권을 갖는다.

(9) 법원이 인정하는 기타 직무

관리인은 실제적으로 법원의 파산사건처리에 있어서 협조역할을 하므로 법원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법원이 그 직무에 관여할 필요가 있다. 법률에 관리인의 구

체적인 직무 전부를 명시할 수 없으므로 상술한 이외의 기타 직무를 관리인이 수

행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둔 것이다.

2. 관리인직무에 대한 특별규정

기업파산법이 그 외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주요한 관리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47)

(1) 미이행계약의 해제 혹은 계속이행 여부 결정(제18조)

(2) 파산절차 전의 부정당한 재산처분행위의 취소와 회수(제32, 34조)

(3) 채무자의 출자자에 대한 출자의무보충이행 요구(제35조)

(4) 채무자관리층의 부당수입과 불법점유기업재산의 회수(제36조)

(5) 질물과 유치물의 회수(제37조)

(6) 환취권자의 환취 승인(제38, 39조)

(7) 채권신고접수, 근로자채권의 조사와 채권표의 작성(제48, 57조)

(8) 회사정리기간 채무자영업의 담당 혹은 감독(제73, 74조)

(9) 회사정리계획초안의 작성과 제출(제79, 80조)

(10) 회사정리계획비준 신청(제86조)

(11) 회사정리계획미통과표결조와의 협의(제87조) 

(12) 회사정리계획집행의 감독(제90조)  

(13) 파산선고 후 파산환가방안의 작성(제111조)  

(14) 파산분배방안의 작성과 집행(제115∼119조) 

47) 제25조 제2항 본법에 관리인의 직책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을 적용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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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파산절차종결 청구(제120조) 

(16) 파산절차종결시 파산기업의 등록 말소(제121조) 

Ⅵ. 감독과 책임

1. 직무이행에 대한 감독

관리인의 직책은 파산절차의 전과정에 관련될 뿐 아니라 권한이 크고 광범위하

므로 남용되거나 부적정하게 행사된다면 파산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고 

전체채권자의 이익에 손해를 가하므로 관리인에 대한 적절한 감독은 매우 필요한 

것이다.48) 중국의 구법인 기업파산법(시행)은 주로 행정기관의 인력을 활용하여 

현행법에서의 관리인에 해당하는 청산조를 구성하였으므로 청산조에 대하여 달리 

감독체제를 두지 않았다. 현행 기업파산법은 비교적 완비된 관리인 감독체제를 마

련하였다. 관리인 감독주체는 법원, 채권자회의와 채권자위원회의 세 곳으로서 직

무감독의 구체적 방식과 정도는 각각 다른데 핵심적 감독자는 법원이다.49) 그 외

에도 변호사협회 등 관리인이 속하는 민간자율기구에 의한 감독, 사회중개기구가 

관리인업무를 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구에 의한 구성원감독이 있을 수 있다.50)  

 

가. 법원의 감독

관리인은 파산절차에서 채무자의 재산과 영업사무의 관리를 담당하는 법정기구

이지 법원의 파산사건심리를 함에 있어서의 보조기구는 아니고 독립하여 직책을 

이행하고 스스로 책임을 지지만 우리법과 마찬가지로 중국의 관리인은 법원에 의

하여 선임되고 법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파산절차는 법원의 주도 하에 진행되는 

48) 감독은 양날의 검과 같아서 감독기제의 설계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며 적절히 사용될 

때 가장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관리인의 수족을 묶어 관리인의 업

무정열을 해치고 관리인의 업무능동성, 창조성을 압살하여 절차의 효율을 낮추고 파산

절차의 효용도 희생시킬 수 있다. (중국) 吴庆宝/王建平 주편, 산사건재 표 규범, 

2009. 10. 인민법원출판사, 112면. 
49) (중국) 张英秋/赵欣, “파산관리인에 대한 법원의 감독을 정비하여야”, 110法律咨询 http:// 

www.110.com, 2010. 4. 20. 최종방문.
50) (중국) 徐俊福, “파산관리인제도의 건립과 우리나라 변호사업의 새로운 기회”, 王欣新/

尹正友 주편, 산법논단 제1집, 2008. 5. 법률출판사, 151면.



114   �서울대학교 法學� 제51권 제3호 (2010. 9.)

것이므로 법원은 관리인의 선임단계에서부터 그 직무집행에 이르기까지 전면적이

고 상시적인 감독을 한다. 법원은 파산절차진행의 합법성, 공정성을 기하여 각 이

해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할 책무가 있고 여기에 법원의 감독근거가 있다. 

(1) 관리인의 보고의무, 관리인변경 등 

법원의 감독을 가능하고 실효적인 것으로 하기 위하여 관리인은 법원에 업무보

고를 하여야 한다. 보고범위는 법률에 구체적인 규정이 없지만 원칙적으로 관리인

이 행하는 파산관리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포함한다. 관리인은 근면⋅충실의무에 

따라 실제상황을 즉시 사실대로 보고하여야 한다. 법원은 관리인에게 사항을 지정

하여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보고는 통상 사후보고일 것이나 사전보고일 수도 있고 

일반적으로 서면형식으로 한다.51) 관리인은 그 직무의 이행을 반드시 법원에 보고

해야 하고(법 제23조), 채무자의 계속 경영 여부를 결정할 때 등에는 반드시 법원의 

허가를 거쳐야 한다(법 제26조). 업무를 감당할 수 없거나 적절한 직무이행을 못

하는 관리인에 대하여 법원에서는 채권자회의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관리

인을 변경할 수 있다(관리인지정규정 제33조).

(2) 관리인 결정권의 제한

파산절차의 개시시기인 법원의 파산신청수리일로부터 제1차 채권자회의의 개최

시까지의 모든 사무는 관리인이 처리하는데 재산처분에 관련된 사항은 직접 채무

자재산의 보전과 채권자의 변제이익에 관계된다. 파산청산절차개시 후 채무자의 

재산은 보전상태에 들어가지만 기업의 구제와 채무자재산의 가치최대화에 유리한 

경우 여전히 계속하여 영업할 수 있다. 다만 계속영업은 채무자재산을 오히려 감소

시켜서 채권자의 변제이익에 위험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는데 이때 채권자는 아직 

채권자회의는 물론 채권자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으므로 관리인의 관리와 처분행

위에 대하여 이들 기구를 통한 감독을 할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관리인은 계

속영업여부의 결정에 대하여 법원의 심사와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다. 나아가 법 

제69조(특별보고사항)가 규정하는 부동산권익이나 지식재산권 등 재산권의 양도, 

재고나 영업 전부의 양도, 대출, 담보 설정, 미이행쌍무계약의 이행, 권리포기, 채

권자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이 있는 기타 재산처분행위 등도 법원의 허가를 얻어

야 한다(법 제26조).

51) (중국) 王卫国, 산법精义, 2007. 7. 1. 법률출판사, 6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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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직허가

관리인은 파산절차에서 중요한 직책을 수행하여 쉽게 대체하기 곤란한 지위에 

있고 파산절차는 복잡하며 연속적인 것이어서 절차의 진행 도중에 가볍게 관리인이 

바뀐다면 파산업무와 절차의 진행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다. 또한 채권채무의 

청산과 채무자재산의 처분을 담당하는 관리인의 부당한 변경은 채권자 등의 이익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채무자재산상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관리인은 정

당한 이유 없이 사직할 수 없고 법원의 허가를 거쳐야 한다.52) 정당한 이유에는 

상술한 법 제24조 제3항이 규정하는 관리인을 맡을 수 없는 사유 즉 이해관계가 

생기고 관리인이 중병 등 객관적 사유로 인하여 업무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파산

사건의 규모와 복잡정도가 관리인의 전문지식과 업무경험범위를 초과하여 업무를 

원만히 담당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 등이 포함된다. 법원은 사직원인을 심사하여 

명백히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허가하여야 한다. 관리인은 법원

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계속하여 직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

았는데도 여전히 직책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관리인을 변경하여야 하지만 

관리인은 과태료를 부담한다. 사회중개기구인 관리인에 대한 과태료는 5만위안에서 

20만위안이고, 개인 관리인에 대한 과태료는 1만위안에서 5만위안이다(관리인지정

규정 제39조 제1항). 관리인에게 위의 행위가 있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법원의 지

정을 거절하는 경우 관리인명부를 편제한 법원은 동인의 관리인 담임을 1년 내지 

3년간 정지하도록 결정하거나 관리인명부로부터 삭제할 수 있다(동조 제2항).

나. 채권자회의와 채권자위원회를 통한 채권자의 감독

채권자는 파산절차에서 가장 큰 이해관계를 가진 자로서 관리인 직책이행의 성

실성과 적정여부로부터 큰 영향을 받으므로 관리인의 직무행위에 대하여 가장 관

심을 갖게 되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도 채권자로 하여금 관리인직무를 감독하

게 할 필요가 있다. 채권자회의는 파산절차 중 전체채권자의 의사를 대표하는 기

구로서 중요 사항을 결정하고 파산절차감독을 통하여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한다. 

그런데 회의체인 채권자회의의 성격상 관리인에 대하여 상시적인 감독을 할 수 

없다. 상시적으로 열리지 않는 채권자회의가 갖는 문제를 해결하고 감독의 일상화

와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기업파산법도 채권자위원회를 두었다. 채권자위원회는 

52) 법 제29조 관리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사임할 수 없다. 관리인이 직무를 사임

하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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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회의를 대표하여 관리인에 대하여 상시적 감독을 한다.53) 기업파산법에서 

채권자회의의 관리인에 대한 감독은 구체적으로 관리인은 반드시 채권자회의에 

참석하여 직무집행 상황을 보고하고 질문에 대답하여야 하며 채권자회의는 직무

에 부적당한 관리인의 변경을 법원에 변경을 신청하는 것으로 구현되어 있다. 관

리인은 수시로 채권자회의와 채권자위원회의 자문에 답하고 관련 수치와 자료를 

제공하며 또한 상술한 바와 같이 규정된 특별보고사항에 관하여 즉시 채권자위원

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채권자위원회의 관리인감독사항은 채무자재산의 관리와 처분, 

파산재산의 분배, 관리인의 중대한 관리행위 즉 토지, 가옥 등 부동산권익과 관련

된 양도와 탐광권, 채굴권, 지적 소유권 등 재산권의 양도 그리고 재고의 전부나 

영업양도 등 채권자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재산처분행위 혹은 기타 중

요한 행위에 대한 것이다. 관리인이 위의 의무를 적절히 이행하지 않아 채권자에게 

손해를 야기하면 법 제130조에 따라 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2. 관리인의 책임

가. 근면의무와 충실의무

관리인은 근면하게 책임을 다하고 충실하게 직무를 집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

를 근면의무와 충실의무라고 한다(법 제27조). 

근면의무는 선관의무라고도 하는데 관리인이 직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진지하고 성실하며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사무를 처리하고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태만하지 않는 것을 가리킨다.54) 이와 관련하여 근면의무를 

해석함에 있어서 ‘주의의무’의 개념을 사용하여야 하고 근면의무는 주의의무 내용

53) 법 제23조 (관리인의 보고의무) 관리인은 본법 규정에 따라 직무를 집행하고, 법원에 

보고업무를 하며, 또한 채권자회의와 채권자위원회의 감독을 받는다.

관리인은 채권자회의에 참석하여 채권자회의에 직무집행상황을 보고하고, 또한 자문에 

답하여야 한다.

제61조 (채권자회의의 직권)의 일부 : 제2호 법원에 대한 관리인의 교체신청 및 관리

인의 비용과 보수 심사 ; 제3호 관리인감독

제68조 (채권자위원회의 직권)의 일부 : 제1항 제1호 채무자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감독 

; 제2호 파산재산분배의 감독 ; 제2항 채권자위원회는 직무집행 시 관리인과 채무자의 

관련인원에게 그 직무범위 내의 사무에 대하여 설명하거나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권한이 있다. ; 제3항 전항에 규정된 인원이 본법에 위반하여 감독받기를 거절

하는 경우 채권자위원회는 법원에 감독사항에 관하여 정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위원회의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5일 내에 정하여야 한다.
54) (중국) 王卫国, 산법精义, 2007. 7. 1. 법률출판사, 76면.



중국 기업파산절차에서의 관리인 선임과 감독 / 金星均   117

의 하나로서 주의의무는 그 직무범위 내에서 회사이익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조치를 성실하고 신중하게 취하여야 할 의무를 가리키는데 주의의무 개

념을 채용하지 않은 것은 입법상의 불비이므로 해석으로써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다.55) 관리인은 파산절차의 전과정에서 모두 진지하고 성실

하게 문제를 처리하고 재산감소 등 각종 위험을 회피하여야 한다. 기업파산법은 

‘근면하게 책임을 다한다’라는 표현으로써 근면의무와 관리직책 간의 긴밀한 관계

를 규정하고 직책상의 요구에 부합하는 정도의 근면이 있어야 함을 강조한다. 직

책상 요구되는 근면정도에 이르렀다면 결과적으로 손실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관리인을 탓할 수 없다. 

충실의무는 성실의무, 충성의무라고도 하는데 충실의무에 따라 관리인은 직무를 

집행할 때 채무자재산과 전체채권자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여야 하고 기망적이

거나 사적이익을 도모하지 않아야 하는 것을 가리킨다. 충실의무의 기본내용으로는 

(1) 사적 이익과 관리업무간의 충돌 방지 (2) 사적 이익을 위한 관리재산과 사무

의 처리 금지 (3) 제3자의 이익 도모 금지 등이 있다. 관리인은 직책이행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기업의 중요 영업과 기술에 관련된 비밀정보를 지득하게 된다. 파산절

차에서 이해관계인 특히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채무자기업

의 정보가 관리인에게 충분히 공개되어야 한다. 그런데 기업의 기밀정보가 외부에 

공개될 경우 채무자재산과 채권자의 이익에 손해될 수 있다. 따라서 관리인은 비밀

유지의무를 부담한다. 기업파산법이 관리인의 비밀유지의무를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이는 충실의무 안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근면의무와 충실의무는 상호의존적이고 밀접한 관련을 갖고는 있으나 성질상 

다른 것이어서 어느 하나로써 다른 것까지 포괄할 수는 없다. 근면의무위반행위는 

일종의 부작위로서 과실로 나타나는데 반하여 충실의무위반은 일종의 작위로서 

55) (중국) 付翠英, “파산관리인의 배상책임을 논함”, 王欣新/尹正友 주편, 산법논단 제2집, 

2009. 5. 법률출판사, 79면. 付翠英은 기업파산법의 규정을 바탕으로 근면의무위반으로 

인정될 행위를 다음과 같이 개관한다. (1) 적시에 전면적으로 정확하게 채무자의 재산, 

인장과 장부 문서 등의 자료를 접수 관리하지 않은 경우 ; (2) 채무자재산상황을 적시

에 합리적으로 그리고 완전히 조사하지 않음으로써 재산상황에 관한 보고가 부정확하

거나 탈루가 발생한 경우 ; (3) 채무자기업의 내부관리를 합리적인 시기에 적절한 방식

으로 하지 않아 불필요한 지출이나 손실을 야기한 경우 ; (4) 법원이 허가한 채권자

회의의 결의가 이루어진 당시에 정확하고 충분한 근거를 제공하지 않아 결의내용에 

중대한 영향을 야기한 경우 ; (5) 채무자재산을 불합리하게 관리하고 처분한 경우 ; (6) 

기타 근면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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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나타날 것이다.

나. 위반책임

(1) 손해배상책임

관리인의 근면의무와 충실의무는 공평변제와 회생을 목적으로 하는 파산절차질

서의 유지, 채권자, 채무자와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익보호에 큰 의미가 있으므로 

강제될 필요가 있다. 관리인이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민형사책임과 행정적 책임, 

업계내부의 징계책임 등을 지는데 근면의무와 충실의무위반의 효과로서 기본적인 

것은 손해배상책임이다.56) 

손해배상의무를 지는 자는 파산절차 중의 관리인이다. 관리인은 자기 재임기간 

중의 관리행위에 대하여 법에 의하여 법률책임을 진다. 관리인이 사임하거나 해임

된 경우에도 당연히 그 재임기간 중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또한 관리인이 

허가를 받지 않고 함부로 임무를 떠나는 경우에는 야기된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자기책임원칙상 관리인이 초빙한 인원의 행위는 관리인 아닌 행위자가 

책임을 진다. 다만 관리인에게 행위자의 선임, 감독상 과실이 있고 그 과실과 손

실간에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그리고 행위자의 과책행위를 지시, 종용하거나 스스

로 참여하는 등 하여 공동책임을 구성하는 경우 행위자와 연대책임을 진다. 청산

조가 관리인직무를 담당하는 경우에는 청산조가 달리 책임주체로서의 능력을 갖

지 않으므로 배상책임은 그 구성원에게 귀속되어야 하는데 청산조의 구성이 복잡

하여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정부부서의 공무원이 청산조에서 근무하는 경우 

상술한대로 별도의 보수를 받지는 않는데 중국의 법률체계상으로는 그 책임을 소속 

부서에게 귀속시킬 수 없고 따라서 본인이 감당하여야 한다. 청산조에 소속되어 

파산청산업무를 하는 공무원의 업무가 반드시 그 소속 부서의 법정직책인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공평이나 타당의 견지에서 문제가 없지 않으므로 역시 배상책임

보험의 적용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영역이다.57)

채권자, 채무자 혹은 제3자에게 입힌 손해의 배상책임은 불법행위책임이고 과

실책임이다.58) 관리인의 의무위반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기준으로 판단한

56) 법 제130조 관리인이 직무집행의 과정 중 법규정에 따라 책임을 다하지 않고 직무집

행을 충실히 하지 않으면 법원은 법에 따라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제3자의 손실을 

야기한 경우 법에 따라 배상책임을 진다. 
57) (중국) 邹日晖, “관리인민사책임의 구성과 부담 소분석”, 王欣新/尹正友 주편, 산법

논단 제2집, 2009. 5. 법률출판사, 19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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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관리인에 대한 책임추궁은 관리인의 적절한 업무집행을 기하여 채권자 이익을 

보호하는 것에 중점을 두는 외에 관리자직책의 전문가에 대한 흡인력제고라는 점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또한 관리인의 행위와 손해결과간의 인과관계

가 인정되어야 하므로 피해자나 제3자의 행위 혹은 자연력이 개입한 경우에 관리

인에게 모든 책임을 부과할 수는 없다. 관리인이 파산절차에서 가지는 권리가 크

므로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비교적 큰 손해를 가져다 줄 수도 있다. 이러한 점에서

도 관리인의 업무집행배상책임보험은 고려할 필요가 있다. 상술한대로 법 제24조 

제4항도 개인이 관리인을 맡는 경우 업무집행보험에 가입하도록 강제한다. 개인이 

관리인을 맡아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발생한 손실을 완전히 보상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한 것이다. 그런데 회사 등 법인이 관리인인 대부분의 경우 그 회사나 법인의 

재산을 한도로 하여서만 손해배상 등 책임을 부담하게 되므로 정도의 차이는 있

을 수 있으나 개인이 관리인을 맡는 경우와 기본적으로는 마찬가지의 위험이 존

재한다. 따라서 위 보험의 가입대상을 확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중국의 

변호사나 회계사는 단독사무소의 형식이 아닌 공동사무소명의로만 업무를 하고 

보험도 공동사무소의 이름으로 가입하므로 위와 같이 개인에게 보험을 가입하도

록 하는 것은 공동사무소의 보험으로는 개인의 책임을 담보하지 않고 추가적으로 

다시 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서 문제점이 있으므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중국의 대부분 지역과 보험회사가 파산관

리인직업책임보험업무에 대하여 관련 업무처리, 당사자간의 권리의무관계 등에 대

하여 별달리 명확한 규정 등을 갖고 있지 않아서 기업파산법의 위와 같은 제도설

계가 실제적으로는 작용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59)    

관리인의 책임 중 인적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하여 공익채무와의 구별에 주의하여야 

한다.60) 관리인의 직무집행과정에서 발생한 인적손해의 배상채무는 공익채무에 속

58) 계약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의 구분은 일반적으로 유효한 계약이 존재하는가를 주요 표준

으로 하는데 파산절차에서 관리인과 이해관계인 사이에 근본적으로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경우의 배상책임을 불법행위로 파악한다. (중국) 符望, “관리인민사책임 

인정중의 문제”, 王欣新/尹正友 주편, 산법논단 제2집, 2009. 5. 법률출판사, 105면.
59) (중국) 郭辉, “신구파산법관리인제도의 몇 가지 문제의 비교”, 王欣新/尹正友 주편 산

법논단 제1집, 2008. 5. 법률출판사, 184면.
60) 기업파산법은 법원이 파산신청을 수리한 후 발생하는 일정 비용과 채무를 파산비용과 

공익채무로 규정하여 채무자재산으로부터 수시로 변제하도록 하고 있다. 파산비용은 

파산절차개시 후 파산절차의 진행 및 전체채권자의 공통이익을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 

중에서 우선 지불하는 비용이다. 파산사건의 수리와 심리에 필요한 소송비용, 관리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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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채무자의 재산으로부터 수시로 변제한다(법 제42조 제5호). 그런데 관리인이 

직무집행과정에서 인적손해를 야기하는 것이 꼭 근면의무와 충실의무에 위반함으

로 인한 것은 아니다. 관리인이 충실⋅근면의무에 위배함이 없이 직무집행으로 인

적손해를 일으킨 경우의 공익채무는 채무자재산이 책임을 지나 관리인에게까지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관리인이 근면과 충실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익채무 발생과 관련하여 제130조에 따라 관리인은 채무자재산 즉 파

산재산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61) 공익채무와 관리자의 책임은 연

대책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62) 

(2) 과태료

관리인의 사직과 관련하여 일정한 경우 관리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은 

전술하였는데 충실의무와 근면의무를 위반한 관리인에 대하여서도 법원은 과태료

를 과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여부와 액수는 주로 과책의 정도와 발생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그런데 과태료액수에 대하여 법이 명시하지 않아서 논란이 있다. 일부 

학자는 과태료에 관한 구 민사소송법 제104조가 규정하는 대로 개인에 대하여 

1,000위안 이하, 기관에 대하여는 1,000위안 이상 3만위안 이하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일부 학자는 그에 국한하여서는 안되고 법원이 사안의 경중에 따라 

5,000위안 이상 10만위안 이하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한다.63) 그러나 상술한 바와 

같이 관리인지정규정이 이미 관리인에 대한 과태료로서 1만위안에서 20만위안까

채무자재산에 대한 관리, 환가와 분배비용, 회계사, 변호사 등 전문가의 서비스 비용 

등을 포함한다(법 제41조). 공익채무는 재단채무라고도 하는데 파산절차 중 전체 채권

자의 공동 이익을 위하여 재산의 관리, 환가와 분배를 위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가리킨

다. 법이 열거하는 채무에 국한되며 채권자는 관리인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관리인이 

쌍무계약의 이행을 선택한 결과 발생하는 채무, 채무자재산에 대한 사무관리 관련 채

무, 부당이득으로 인하여 생기는 채무, 채무자의 영업계속을 위하여 지불하여야 하는 

인건비와 사회보험비용 및 이로 인하여 생기는 기타 채무, 관리인이나 관련 인원의 직

무수행 및 채무자재산으로 인하여 야기된 타인의 손해에 관한 채무가 있다(법 제42조). 

파산비용이 파산절차의 순조로운 진행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지출하는 원가성 비용인데 

반하여 공익채무는 파산절차 중 생기는 계약, 불법행위, 부당이득 등 각종 행위로 인

하여 부담하는 채무이다. 파산비용이 공익채무에 비하여 지위면에서 우월하고, 변제순

서상 앞선다(법 제43조). 
61) (중국) 王卫国, 산법精义, 2007. 7. 1. 법률출판사, 379면.
62) 한국과는 달리 중국에서는 연대책임과 구분되는 부진정연대책임이라는 개념을 따로 인

정하지 않는다.
63) (중국) 吴庆宝/王建平 주편, 산사건재 표 규범, 2009. 10. 인민법원출판사, 40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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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를 규정하기도 하였고(제39조), 중국 민사소송법이 제정된 1991년은 시장경제가 

발전하기 이전으로서 동법은 최근 수정되어 2008. 4. 1.부터 시행되는 신법 제104

조는 개인에 대하여는 1만위안 이하, 기관에 대하여는 1만위안 이상 30만위안 이

하로 규정하였으며 관리인이 초래할 수 있는 손해액이 매우 크고 최근에 개정된 

회사법 등이 규정하는 과태료 액수도 수만위안에 이르는 점 등을 감안한다면 명

문의 근거 없이 해석만으로써 정하기는 어렵다. 향후 법개정이나 사법해석을 통하

여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3) 형사책임

관리인의 책임과 관련하여 흥미로운 규정이 법 제131조이다.64) 동조는 기업파

산법에 관련된 위법행위가 범죄를 구성할 때의 형사책임문제에 대하여 선언적 내

용을 담았다. 즉 동조는 파산범죄와 파산에 관련된 범죄에 관한 일반 규정이지만 

이것만으로는 범죄구성요건이나 처벌내용을 파악할 수 없다. 채무자기업의 관련자나 

관리인이 기업파산법과 관련하여 위법행위를 저지르고 동행위가 중국 형법상의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 비로소 처벌된다.65) 법 제131조 위반죄가 아니라 형법규

정과 그 관련 사법해석에 근거하여 형사처벌을 받는 것이다. 파산사건심리 중 법

원은 관련자에게 범죄혐의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 그 범죄혐의내용과 자료를 범죄

수사기관에 보내어 처리하여야 한다(심리규정 제100조). 또한 거액재산의 소재불

명과 같이 일시적으로는 사건 관련자의 범죄혐의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마

찬가지이다(동규정 제102조).

투고일 2010. 8. 3     심사완료일 2010. 9. 1     게재확정일 2010. 9. 3  

64) 법 제131조 본법 규정에 위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65) 형법상의 관련 범죄로서 중요한 것은 탐오죄, 수뢰죄, 기관수뢰죄, 기업인원수뢰죄, 절

도죄, 자금전용죄, 공금전용죄, 사기죄, 불법이익도모죄, 가장출자죄, 출자도피죄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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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dministrator System of Enterprise Bankruptcy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Kim Seong-Kyoon**

66)

China established the PRC Law of the Enterprise Bankrupcy (LEB) in June 1, 

2007 and introduced a bankruptcy administrator system in its bankruptcy process. 

This paper will discuss about two major aspects of the system: first, the nomination 

and exemption process of bankruptcy administrator; secondly, the supervisory activity 

due for administrator’s responsibilities in bankruptcy process. 

As soon as bankruptcy petition is filed at the People’s bankruptcy court, the court 

appoints an administrator from the roster of the existing administrators. In general, 

an intermediary organization including law firms,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CPA), 

and bankruptcy liquidation offices is assigned as a bankruptcy administrator. A liqui-

dation agency whose member consists of personnel of the relevant government and 

agency or an individual attorney/CPA can also be appointed as the bankruptcy 

administrator. The selection of the bankruptcy administrator is finalized by the evalu-

ation committee of the court.

In order to appoint an attorney, the court uses three alternatives such as arbitrary, 

competition, and recommendation methods. Should the court recognize the nominated 

administrator be inappropriate to execute the responsibilities of the bankruptcy admin-

istrator, the court may replace the position with its own authority or with the request 

from the creditors’ meeting. The payment of the administrator is determined by the 

certain ratio to the size of the bankruptcy. If an administrator is dispatched from 

government agencies, his/her payment is not paid separately.  

The supervisory activity over the administrator is executed mainly by the court.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Korean Research Foundation Grantfunded by the Korean 

Government (KRF-2008-332-B00546)

** Associate Professor, Law School,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Lawyer.



124   �서울대학교 法學� 제51권 제3호 (2010. 9.)

The creditor’s meeting or the creditor’s committee also scrutinize the performance of 

supervisory works in reality. If the administrator fails to comply with due diligence 

and perform faithfully his/her duties, he/she will not be exempted from damage com-

pensation and fine for default by himself/herself. Of course, the criminal liability 

stemming from the outcomes of the failure shall be levied upon the administrators.

To date, even though the legal due process for the bankruptcy liquidation in China 

is being rapidly developed and hence, try hard to meet international legal standard, it 

would take a longer time to have more complete credibility and transparency as well 

in global economy. Especially, for instance, yet the Chinese bankruptcy system ap-

points liquidation agency. Additionally, the bankruptcy liquidation officer itself could 

become the bankruptcy administrator.

This paper which is primarily focused on the role of the Chinese bankruptcy ad-

ministrator provides both practical and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the China's 

bankruptcy legal system. Wherefore, it provides a more complete legal understanding 

to avoid any unnecessary side effects stemming from failure of understanding both 

operational and withdrawal legal system in China.

Key words: Administrator, A liquidation agency, Bankruptcy liquidation office, Chinese 

Corporate Bankruptcy Law, Unexcused withdrawal, Bankruptc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