構造調整專門機構의 法人格에 관한 考察

박훤일

*

Ⅰ. 머 리 말
1997년 말에 닥친 외환·금융위기( IMF 위기 )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에서
는 전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기구들이 대거 등장하였다. 예컨대 자산유동화(asset-backed
securitization: ABS)를 위한 유동화 전문회사(special purpose company: SPC), 기업구조조
정을 전담하는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corporate restructuring company: CRC), 기업개
선작업(work-out)을 수행해온 채권금융기관이 공동으로 설립하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
사(corporate restructuring vechicle: CRV) 등 생소한 기구가 많이 설립되었다.
그러나 이들 특수기구(special vehicle)는 그 근거법에 의하여 法人格이 인정되고 있지
만 實體가 없는 경우가 많아 과연 법인격을 부여한 것이 타당한지 논란이 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당해 기구의 법인격을 무시하고 그 배후에서 활동하는 자연인의 결합
체로 파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1) 이와 관련하여 실체가 없는 법
인에 대한 二重課稅(double taxation) 여부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최근 재정
경제부가 부동산투자회사(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REITs)에 대한 법인세 감면의
근거로서 법인의 실체가 없을 것을 요구하면서 이슈화되었다.2)
*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전임강사, 법학박사
1) 鄭東潤, 會社法 (제6판), 법문사, 2000, 20면.
2) 재정경제부는 5월 9일 발표한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세제지원 자료를 통해 부동산투자회사
(REITs)에 대해서도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처럼 법인세를 감면해달라는 부동산 업계와
건설교통부의 요청을 끝내 거부했다. 한국경제신문, 리츠, 법인세 감면혜택 못 받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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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작금의 구조조정 작업에 널리 이용되고 있는 이러한 특수기구의 법적
성격을 살펴보고 과연 우리나라 법제에서 그 有效性을 인정할 필요가 있는지 이러한
특수기구가 크게 발달한 외국의 법제와 비교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II. 會社의 實體와 法人의 本質

1. 法人의 本質論
최근 우리나라에 등장한 신종 법인들은 대부분 實體를 갖고 있지 아니함에도 법률
상으로 권리능력이 부여되고 있다. 이 문제는 법인의 실체란 무엇인가, 자연인도 아니
고 어떠한 실체를 가진 것도 아니면서 어째서 권리능력을 갖고 있는가 하는 法人의
本質論을 떠올리게 한다. 반대의 입장에서는 실체가 없는 페이퍼컴퍼니라면 최근 국내
외에서 법원의 판례로 수용되고 있는 法人格否認論에 비추어 그 존재의의를 인정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논란이 될 수 있다.
법인격의 승인을 立法政策上의 문제라고 이해하더라도 분명히 법인격을 부여할 사
회적 가치가 있다면 출자자도 있고, 형식상의 기관도 갖추고 있음에도 구체적으로 법
인의 의사를 결정하고 이를 집행할 조직이 없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법규정만
으로는 충분치 않은 실정이다. 예컨대 常勤 임·직원도, 사무실도 없이 페이퍼컴퍼니
형태로 설립·운영되고 있는 법인들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문제가 되는 것이다.
19세기 말 이래로 법인의 본질에 관하여는 立法政策에 따라 여러 이론이 주장되었
는데, 이하 종래의 이론을 소개하고 우리의 현실에 비추어 살펴보기로 한다.3)

1.1. 法人擬制說
권리의무가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은 자연인에 한한다는 전제 하에 법인은 법률이 자
연인에 의제한 것이라고 한다[Savigny, Puchta, W indscheid]. 이 이론은 로마법의 개인
2001.5.10.
3) 郭潤直, 民法總則 (新訂修正版), 박영사, 2000, 174 ~ 180면; 金俊鎬, 民法總則—이론과 사례 ,
법문사, 1999, 159～161면. 법인본질론을 둘러싸고 우리나라에서 法人否認說을 주장하는 학자
는 全無하므로 설명을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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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사상에 바탕을 두고 19세기 당시 국가와 개인 이외에는 권리주체를 따로 인정하
지 않았던 사조의 영향을 받았다. 그러므로 단체를 권리주체로 인정하는 것은 국가 또
는 법률이 허가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았다[特許主義].

1.2. 法人實在說
단체란 실재하는 것이며, 법인은 바로 그러한 사회적 실재라고 주장한다. 즉 법인은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통일적 단체의사를 가지고 구성원으로부터 떨어진 독자적인 공
동체 내지 유기체로서 실재한다거나, 법인의 실체는 권리주체임에 적합한 법률상의 조
직체[我妻榮]라거나, 법인은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작용을 담당함으로써 권리능
력의 주체임에 적합한 사회적 가치를 가진다[우리나라의 通說]고 본다.

1.3. 法人本質論의 평가
수많은 법인이 설립되고 있는 오늘날에도 법인의제설이나 법인실재설의 구분이 전
혀 의미 없다고는 말할 수 없다. 민법은 물론 상법이나 기타 특별법에 있어서도 어느
입장에 충실하게 일관되게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예컨대 법인은 법률의 규정
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고 한 민법 제
34조는 정관상의 목적에 의하여 법인의 권리능력이 제한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법인의제설에 기초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학설은 그
목적의 범위를 가능한 한 넓히려는 쪽으로 해석하여 법인실재설에 접근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법인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실체적 계기(사회·경제적 관점에서 자연인
못지 않게 거래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점), 가치적 계기(법인격을 부여할 만큼 단체의
존재에 가치를 부여할 수 있어야 하는 점), 기술적 계기(자연인 이외의 존재를 권리와
의무의 귀속점으로 할 필요가 있어야 하는 점) 등 세 가지 계기가 있어야 한다고 한
다.4)
요컨대 사람들의 단체 또는 재산의 집합이 사회·경제적으로 독립하여 활동하고 그
것이 사회적으로 유용하다는 평가를 받는 점, 이러한 존재를 법기술적으로 권리·의무
의 귀속점으로 하고, 특히 독립된 課稅對象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이 법인의 실체
를 이루는 것이다. 결국 법인격의 승인 여부는 법률에 의해 결정되는 立法政策上의 문
제이며, 이를 토대로 법인활동의 보장과 거래안전의 보호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가
법인의 본질에 관한 향후 중심과제가 될 것5)으로 생각된다.
4) 金疇洙, 민법총칙(제4판) , 삼영사, 1996, 184면.

慶熙法學

106

제36권 제1호

2. 法人格否認論
무릇 회사에 독립된 법인격을 인정하는 것은 회사가 社會的으로 有用한 기능을 영
위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법인이 독자적으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뿐만
아니라 법인의 채권자에 대하여는 법인 자체의 재산만이 책임재산이 되고, 법인 구성
원의 개인적 재산은 법인의 책임재산으로부터 구분된다.6)
반면 법인격부인론(또는 法人格無視理論)에 의하면 회사의 법적 독립성을 관철하면
正義와 衡平에 반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 그러한 특정 사안에 있어서 회사의 법인격을
무시하고, 그 배후에 있는 실체를 포착하여 회사와 실체를 마치 동일인격인 것처럼 취
급하게 된다. 이는 법인제도가 사회에서 유용한 기능을 영위할 것을 예정하여 인정하
는 것이므로 그것이 제도 목적을 일탈하여 부정한 목적을 위하여 남용된다면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지 않으므로 특정 법률관계에 있어서 회사의 법인격을 무시하는 것이다.
美國에서는 회사의 법인격이 ▷채권자를 사해하거나, ▷기존의 법적 의무를 회피하
거나, ▷제정법의 규정을 잠탈하거나, ▷독점을 달성 또는 영속시키거나, 또는 ▷비행
과 범죄행위를 옹호하기 위하여 이용될 때, 법원은 대리인(agent), 分身(alter ego), 단순
한 기구(mere instrumentality) 등의 표현(rhetoric)을 써가며 그 법인격을 무시(piercing
the corporate veil)하고 있다.7) 구체적으로는 ① 구성원에 의한 회사의 완전한 지배
(complete dominion/control) ② 사기, 부정, 법령 내지 계약위반 기타 불공정한 행위 ③
지배 및 부정행위와 원고의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등 세 가지 요건을 요한다.8) 일반적
으로는 원고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실효가 없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서 보충
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日本에서도 1969년 최고재판소 판결9) 에 의하여 법인격무시이론이 정면으로 채택된
이래 이 법리를 따르는 판례가 많이 나왔다. 다만, 학설은 이 이론이 너무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것을 경계하면서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 기존 법규해석에 의하여 무리없이 타
당한 해결을 할 수 있고 또 증명의 곤란이 없는 경우에는 기존 법해석에 의할 것이고,
이러한 기존 법기술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최후의 수단으로서 원용되어야
할 것이라고 하고 있다.

5)
6)
7)
8)
9)

김준호, 전게서, 161면.
정동윤, 전게서, 19면.
Robert W . Hamilton, Corporations, 4th Ed., West Publishing Co., pp.261-266.
정동윤, 전게서, 22～23면.
日本 最高裁判所 1969.2.27 판결, 民事判例集 23.2. 5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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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도 1988년 이 문제를 처음으로 다룬 판례(大判 1988.11.22. 87다카
1671)가 주목을 받았다. 선박소유자가 실제로는 홍콩을 기반으로 A사를 통해 해운업
을 경영하면서 조세·노임·금융 등의 편의를 위해 리베리아에 형식상의 회사(paper
company)인 B사를 설립한 경우에 있어서 선박소유자가 B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
음을 인정할 수 있다면 법률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B사가 A사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는 회사라는 주장을 내세우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법인격을 남용
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것이다.10)
2001년 초에는 법인격 부인의 요건과 효과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대법원 판결(大判
2001.1.19. 97다21604)이 나왔다. 신축건물의 분양 및 관리를 목적으로 세워진 회사의
주식을 社主가 실질적으로 단독 소유하면서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와 같은 법적 절
차를 거치지 않고 사주 개인의 의사대로 회사를 운영하고 자금을 관리하는 등 회사의
재산과 사주의 개인재산이 제대로 구분되지 않은 사건에서 법원은 사주에 대하여도 회
사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즉,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
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이는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
실질에 있어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타인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그것
이 배후자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쓰여지는 경우에는 비록
외견상으로는 회사의 행위라 할지라도 회사와 그 배후자가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워
회사에게만 그로 인한 법적 효과가 귀속됨을 주장하면서 배후자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
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법인격의 남용으로서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허용
될 수 없다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법원은 공사금액과 분양대금이 수백억원에 이르는
데 반하여 회사 자본금이 5천만원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명목상의 것에 불과함을 지적
했으나, 페이퍼컴퍼니의 일반적인 특징인 자본금의 소규모성, 회사운영주체의 별개성
에 대해서는 법인격 부인론의 근거로 삼지 아니하였다.

10) 이 판결에 대하여 대상이 되는 A·B사가 모두 외국회사인 점, A사의 설립은 便宜置籍으로 해
상기업에 있어서 상관습으로 인정되고 있는 점, 판결문에서 법인격부인론의 요건이나 채택근
거 등에 관한 설시가 전혀 없다는 점에서 우리 대법원이 최초로 법인격부인론을 채택한 판결
로 보기에 미흡하다는 견해가 있었다. 정찬형, 상법강의(上) , 제4판, 2001, 419～420면.

慶熙法學

108

제36권 제1호

III. 構造調整專門機構의 도입
1. 構造調整專門機構 개관
IMF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우리 정부는 IMF 협약11) 또는 자문에 따라 외국의
구조조정에 관한 제도를 많이 도입하였다. 또 세계은행(IBRD)이 제공하는 기술지원 차
관 자금으로 외국계 컨설팅 회사에 용역을 의뢰하기도 했으며, 자체적으로 외국에서
상당한 성과를 올린 구조조정 전문기구를 우리 실정에 맞게 도입하기도 했다.12)
현재 우리나라에서 설립·운영되고 있는 구조조정 전문기구는 < 표 1> 과 같다.
< 표 1>
종류

근거법

構造調整專門機構의 종류

도입
시기

법적 성격

취급 업무
- 4개의 폐쇄형 뮤추얼펀드 운용
- 주로 중소기업이 발행하는 신규
유가증권, 금융기관이 출자전환
한 6개월 미만의유가증권에 투자
- NPL은 투자대상에서 제외
- 유동화자산의 양수 및 양도
- 유동화자산의 관리·운용 및 처분
- 유동화증권의 발행

CRF
기업구조
조정기금

증권투자회
사법 제76조

1998. 9

주식회사형
뮤추얼펀드
(페이퍼컴퍼니)

SPC
유동화전문
회사

자산유동화
에 관한 법률
제17조

1998. 9

상법상의
유한회사
(페이퍼컴퍼니)

11) 1997년 12월 3일 한국은행총재와 재정경제원장관은 IMF 총재 앞으로 국제통화기금 대기성차
관 도입을 위한 합의의향서 및 양해각서 를 제출하였는데 이를 통상 IMF 협약 이라고 부르고
있다. 그 이유는 IMF의 자금지원이 필요한 회원국이 이를 요청하는 의향서를 제출하면 이를
IMF 이사회에서 승인하는 형식으로 자금이 집행되므로 비록 협약(agreement)이라는 문구를 쓰
지 않기로 하였더라도 국제협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拙稿, IMF 協約과 金融構
造調整의 問題點 , 경희법학 제35권 제1호(2000.12), 36～37면.
12) IMF가 양해각서에서 도입 내지 강화를 요구한 기구는 독립되고 통합적인 금융감독기관, 예금
보험기구였으며,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정리를 전담하는 자산관리회사(AMC)와 그 재원을 조성
하게 될 뮤추얼펀드에도 지대한 관심을 보였다. 외국계 컨설팅 회사가 제안한 구조조정 전문기
구로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가 대표적인 예이다. 1999년 11월 아더 앤더슨은 금융감독
위원회의 의뢰에 따라 CRV 도입의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국내의 필요성에 따라 외국의
사례를 참조하여 만든 기구로는 자산유동화에 있어서 구조화(structuring)의 중심 역할을 하는
유동화 전문회사(SPC)가 있다. 상게논문 56～58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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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C
기업구조조
정전문회사

산업발전법
제14조

CRV
기업구조조
정투자회사

구조조정투
자회사법
제3조

REITs
부동산투자
회사

부동산투자
회사법
제3조

CR-REITs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
회사

부동산투자
회사법
제4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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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5

상법상의
주식회사

- 구조조정(법정관리/화의기업)
대상기업의 인수와 인수한 기업의
정상화 및 매각
- 결손기업, 부실가능기업의인수
- AMC 참여
- M&A

2000.10

뮤추얼펀드형
한시적 회사
(페이퍼컴퍼니)

- 워크아웃 대상기업의 인수
- 최소 2개 이상의 채권금융 기관의
출자 참여 要(즉 1회사 1CRV)
- AMC앞 자산운용의 위탁

2001. 7

상법상의
주식회사
(계속적 회사)

- 총자산의 70% 이상을 부동
산에 투자 또는 대출
- 총자산의 90% 이상을 부동산 및
부동산 관련 유가증권으로 구성

뮤추얼펀드형
한시적 회사
(페이퍼컴퍼니)

- 총자산의 70% 이상을 기업
구조 조정용 부동산으로 구성
- 채무상환을 위해 매각하는 부동산
- 재무구조개선 약정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매각하는 부동산
- 기업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감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동산

2001. 7

자료 : 김현수, 기업구조조정의 제도와 방향 , 기업평가 , 한국기업평가,
2001.7. 3～8면에서 요약.

< 표 1> 에서 보는 바와 같이 IMF 위기 이후 국내 도입된 여러 구조조정 전문기구는
상당수가 실체가 없는 특수목적회사(SPC)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SPC에 법인격을 부여하게 된 입법정책상의 고려와 운영상의 장·단점, 기존 제도와의
마찰 가능성을 대표적인 몇 가지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法人格 인정의 취지
구조조정 전문기구가 전통적인 法人論에 비추어 볼 때 실체도 없고 사회적 기능이
불투명한 경우가 많음에도 법인격을 인정하는 것은 무슨 이유에서일까.
첫째, 법인격을 인정함으로써 구조조정을 둘러싼 법률관계의 안정을 도모하고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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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다. 법적으로 독립된 지위를 취득하면 구조조정기구가 파산으
로부터 절연(bankruptcy remote)되거나 상환의무를 면하는 것(non-recourse financing)도
가능해진다.13)
둘째, 법인의 형태를 상법상의 株式會社로 하게 되면 출자자들이 인수한 株式을 용
이하게 처분하고 기업가치의 상승에 따른 차익을 실현할 수 있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부실채권, 불요자산을 신속히 처리하고 자금동원을 극대화할 수 있어야 하므로 되도록
이면 출자와 투자금의 회수가 자유로워야 하는 것이다.
셋째, 이러한 기구들은 대부분 증권거래를 수반하므로 투자자보호를 위한 각종 규
제·감독을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고, 합리적인 기업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
를 통하여 일반 투자자인 소수주주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
< 그림 1>

특수목적회사(SPC)의 法人格 심사
法人으로서 실재하는가

實體를 갖추었는가

特殊한 目的을 갖고 있는가

法에 정한 要件을 갖추었는가

법률상의 특수목적회사

13) 松村徹· 原二三夫·岡正規, 不動産證券化入門 , シグマベイズキャピタル 1999, 18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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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구조조정기구는 출자자들로부터 독립하여 그의 자산을 가장 효과적으로 운영
하고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전문기관을 선임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선임된 자산관리
회사, 수탁회사 등은 투명성(transparent), 전문성(professional), 위험관리(risk management)
측면에서 최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구조조정 과정에서 채권자가 자신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 부실채권의 과감한
처분을 주저하는 등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s)를 방지할 수 있다.
여섯째, 구조조정기구를 특별히 페이퍼컴퍼니로 하는 것은 그 관리를 전문기관에 위
탁함으로써 기구의 운영비를 절감하고 그 성격을 導管體(conduit)로 규정할 경우 법인
세가 이중으로 부과되는 것을 피할 수 있다.14)
이상의 판단과정을 도식화하면 < 그림 1> 과 같다. 우선 첫 단계로 법인으로서 실재
하는지 알아보고, 비록 실체는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특수한 목적을 갖고 법에 정한 요
건을 구비하였다면 법률상의 특수목적회사(SPC)가 되는 것이다.

3. 運營上의 長·短點
구조조정 전문기구의 구체적인 사례를 통하여 법인격을 인정하는 장·단점을 알아
보기로 한다.

3.1. 流動化專門會社 등
현재 우리나라에서 구조조정 전문기구로 가장 널리 활용되는 것은 자산유동화에 있
어서의 유동화 전문회사라 할 수 있다. SPC 라는 말 그대로 破産으로부터의 절연·
격리 이라는 목적을 위해 설립되는 특수기구(vehicle)이다. 자산유동화는 대상자산의 자
산가치가 아닌 현금흐름(cash flow)을 중시하는 데다 구조화의 핵심인 SPC에 대한 진정
한 매매(true sale) 요건만 갖추면 법적 리스크도 완전히 해소할 수 있어 그 시행이 일천
함에도 폭발적인 규모로 시장이 확대되었다.15)
자산유동화의 메리트는 같은 신탁 법리에 의하여 운용되는 담보부사채신탁과 비교
14) 상게서 141～142면, 186면.

15) 유동화증권은 2000년 중 49조3,832억원 어치가 발행되어 전년보다 7배 이상 발행규모가
급증하고 그 중 85% 이상이 공모로 발행되었다. 이것은 회사채 전체 공모발행 58조6,628
억원의 69.9%를 차지하는 것으로 자산유동화가 아니었으면 자본시장에서의 기업의 자금
조달은 거의 불가능할 정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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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때 뚜렷이 드러난다. 담보부사채신탁의 대상은 동산, 부동산, 채권, 주식 등에 한하
지만(담보부사채신탁법 제4조), ABS의 대상은 유동화증권의 원리금상환에 충분한 현
금흐름을 가진 자산인 것으로 족하다. 이는 유동화 전문회사가 독립된 법인격을 갖고
자산의 관리·운용을 전문기관(자산관리자: servicer)에 위탁하기 때문이다.16)
구조조정 전문기구 중에서 현재 기대한 만큼 성과를 올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CRC
와 CRV, REITs 등이다. CRC는 자본의 영세성(최저자본금 30억원)에 따른 재원의 한계
로 인하여 소기의 기업구조조정 작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없고, CRV는 공동출자
자인 워크아웃 채권은행단의 의견차이로 인하여 겨우 몇 개 설립된 데 그쳤다. 그리고
REITs는 법인세 감면이 어려운 세제상의 미비점으로 인하여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하
고 있다.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CRF(기업구조조정기금)는 한때 간접투자상품으로
크게 각광을 받았던 뮤추얼펀드에 해당한다. 요즘 그 인기가 저조한 것은 제도나 기구
자체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증권시장의 침체 등 외부적 요인이 더 크기 때문이
다. 만일 증권시장이 활기를 되찾는다면 직접투자에 자신이 없는 기관 및 개인투자자
들이 많이 이용하게 될 전망이다.

3.2. 증권투자회사(mutual fund)
뮤추얼펀드는 英美의 신탁(trust) 법리를 바탕으로 한 회사형 투자신탁 이다.17) 이것
은 실용주의의 산물이므로 어떠한 정형이 있는 게 아니고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만 있으면 되지만,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증권감독당국의 규제·감
독을 받아야 한다. 기금 자체는 상법상의 주식회사로서 법인격이 인정되므로 권리의무
의 주체가 될 뿐만 아니라 소송의 당사자도 될 수 있다. 따라서 뮤추얼펀드의 투자자는
법적으로 주주의 지위에 있으며 펀드 운영에 따른 비용 및 보수를 공제한 후 펀드에
귀속되는 모든 매매차익과 이자소득에 대한 소유권을 갖는다.
16) 拙稿, 담보부사채와 유동화증권의 비교 , Samil Financial Review , 2000년 가을호 No.4
(삼일회계법인, 2000.11), 4～17면. < http://www.samil.com >
17) 여러 투자자의 자금을 모아 기금을 만들어 투자를 대행해 주는 금융상품을 투자신탁이라
고 한다. 투자신탁에는 계약형과 회사형이 있는데, 전자는 투자신탁회사가 주체가 되어
기금을 운용하고 투자자에 대하여는 계약으로써 수익자의 지위를 부여한다. 주로 영국,
일본 등지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최근까지 이러한 신탁상품이 투자
신탁의 주종을 이루었다. 반면 회사형 투자신탁은 뮤추얼펀드라고도 하는데 주로 미국에
서 발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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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는 뮤추얼펀드가 간접투자상품의 대명사일 정도로 일반화되어 있다. 그 이
유는 다른 투자상품에 비해 수익성이 뛰어나고, 회사의 설립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그
조직과 운영방식이 주식회사로서 소유(투자)와 경영(투자운용)의 전문화를 기할 수 있
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뮤추얼펀드가 크게 발전하게 된 이유는 일반 주식회사 형태의
기업조직과 투자신탁에 있어서 효율적인 대리인(펀드 매니저) 감시장치를 바탕으로 투
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여건이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이다.18)
< 그림 2 >

뮤추얼펀드의 거래구조

자산운용회사
(투신운용회사 겸업 포함)

증권투자회사(뮤추얼펀드)
·주주총회
·이사회(운용이사, 감독이사)
·감 사

판매
회사

일반사무수탁회사
(증권발행, 명의개서, 계산업무 등)

주주
(펀드투자자)

자산보관회사
(수탁회사)

이러한 장점은 뮤추얼펀드의 구조를 취하고 있는 REITs와 종전의 부동산신탁을 구
별할 때 확연히 드러난다. 부동산신탁은 1990년대 우리나라 건설업계의 새로운 자금
원으로 등장하였으나, 19) 자금관리와 투자원칙을 지키지 않고 부동산경영에 대한 노하
18) 한국펀드평가, 뮤추얼펀드 위기, 투자자 신뢰를 되찾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 2000.10.
< http://www.kfr.co.kr/RESEARCH/special_mutualfund200010.html>
19) 부동산신탁회사는 부동산소유자가 위탁한 토지에 건설회사로 하여금 건물을 시공케 하고 당해
건물을 분양하거나 임대함으로써 수익을 올려 수익자에게 돌려주는 방식의 사업을 벌여 왔다.
이 과정에서 부동산신탁회사는 자신의 신용으로 금융기관 차입을 하거나 先분양을 통해 자금
을 조달하여 건설회사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부동산신탁회사들은 현금
흐름 예측이나 부동산경영의 노하우도 없이 막연히 地價상승을 통한 자본이득에 의존하다가
IMF 사태를 맞아 도산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이상영·서후석·김진우·신웅식, 부동산투자회
사 제도의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 1999,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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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도 없이 현금흐름이 검증되지 않은 부동산 투자에 나서 심각한 유동성위기에 처하고
말았기 때문이다. 반면 부동산투자회사(특히 CR-REITs)의 경우 자산운용 및 부동산관
리를 외부 전문기관에 맡기고 있으므로 이러한 위험을 방지할 수 있다.
뮤추얼펀드는 < 그림 2> 에서 보듯이 주주총회, 운영이사와 감독이사로 구성된 이사
회, 감사 등의 투명한 기업지배구조를 통해 주주인 투자자 보호를 도모하고,20) 자산의
관리와 운영을 자산운용회사, 판매회사, 일반사무위탁회사, 자산보관회사 등 외부 전
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특징이다.
뮤추얼펀드의 운영이사(interested director)는 대부분 펀드 운용사의 임직원이 맡게
되나, 감독이사(supervisory director)는 주주의 이익을 위하여 뮤추얼펀드의 운용과 관리
에 대한 독립적인 감시를 할 수 있도록 펀드 운용회사, 주식인수기관 등과 무관한 학식
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선임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뮤추얼펀드 운용 실
태를 보면 감독이사들 중에 관련기관·연구소 등에 종사하는 사람이 가장 많고, 감독
이사의 업무 중 회계·세무의 비중이 낮음에도 이 분야 전문가들이 많은 반면 증권·
금융·법률분야의 전문가들은 상대적으로 적어 감독이사 자신의 지식과 노력만으로
과연 투자자의 이익을 지킬 수 있을지 의문시된다.21)

3.3.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
지금까지 금융기관들은 자율적인 협약22) 에 의하여 일시적 유동성에 처한 기업의 회
생을 위한 워크아웃을 진행하여 왔다. 그러나 다수 채권금융기관간의 협의에 의해 워
크아웃 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추진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23)
20) 기존 계약형 펀드의 경우 투자자는 장부열람권 같은 소극적인 권리 밖에 주장할 수 없고, 부당
한 펀드 운용으로 손해를 입더라도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이에 반해 뮤추얼펀드의
투자자들은 주주로서 상법상의 소수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펀드 가입자들
이 투자수익에만 관심이 있고 펀드 운용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기 때문에 주주로서의 권리 행사
를 등한시하는 실정이다.
21) 각주 18) 참조.
22) IMF 사태를 맞아 많은 기업들이 도산 위기에 처하자 종전의 不渡猶豫協約과 같은 대책만으로
는 신규 자금지원, 부채의 출자전환 등 조치를 취할 수 없는 한계가 드러났다. 이에 외국은행
국내지점을 포함한 208개 금융기관은 금융감독위원회의 주도로 1998년 6월 25일 기업구조조
정 촉진을 위한 금융기관협약 을 체결하고 채권금융기관들이 개별 기업과의 협상을 통해 구조
조정을 추진하는 이른바 런던식 접근법 에 의한 기업개선작업(work-out)을 1999년 말까지 한
시적으로 시행키로 하였다.
23) 워크아웃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대상 기업에 대한 여신을 다수의 채권금융기관이 나누어
가짐에 따라 채권액 기준으로 4분의 3 이상의 채권을 보유한 금융기관의 찬성을 요하는 워크
아웃 플랜 확정 등의 합의 도출이 쉽지 않았다. 또한 이들 채권금융기관들이 워크아웃 기업의
경영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고 기업개선작업에 전념할 수 없다는 문제점도 지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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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정부는 다수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출자전환주식 및 대출채권 등을
CRV에 결집(pooling)하여 효율적인 의사결정구조를 수립하고, 기업구조조정에 전문성
을 가진 자산관리회사(AMC)에 자산운용을 맡겨 신속하게 경영정상화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일단 부실기업 자산을 금융기관에서 분리하여 당해 금융기관의 부담을 경감시
키면 금융기관의 경영정상화가 용이해질 것으로 보았다.
이와 같이 CRV는 뮤추얼펀드 형태의 회사(페이퍼컴퍼니)로서 채권은행들의 공동출
자 형식으로 설립된다. 그리고 CRV에 결집된 자산은 전문적인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
여 경영정상화가 이루어지면 그 수익은 주주인 채권금융기관 등에 배당하게 된다. 실
제 자산관리·운용 및 처분 등의 업무는 AMC가 수행하지만,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자산보관이나 일반사무는 다른 기관에 위탁하도록 하고 채권금융기관 중 이러한
업무에 적합한 기관이 담당하기로 하였다.
CRV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보유한 워크아웃 기업 등이
발행한 유가증권 등의 매매, 금융기관이 워크아웃 기업 등에 대하여 갖는 대출채권 등
의 매매, 워크아웃 기업 등에 대한 자금대여 및 지급보증 등 경영정상화 업무(동법 제
19조1항)를 수행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CRV 출자기관은 자회사 출자한도 및 재산
운용 제한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고(제22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지
주회사에 관한 각종 규제를 받지 않으며(제23조), 회사설립시의 현물출자에 대한 검사
도 법원이 아닌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받는 등(제19조3항, 4항) 많은 특례가 인정되었
다. 또한 CRV에 대하여는 법인세 감면, 개인투자자의 주식양도차익 비과세, 등록세·
취득세 감면, 증권거래세 면제 등 세제 혜택(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도 부여되었다.
CRV는 워크아웃 기업의 정리를 목적으로 한시적으로 운용되는 페이퍼컴퍼니인 반
면 CRC는 직접 부실기업을 인수하고 매각하는 실체를 가진 상법상의 주식회사라는 점
에서 차이가 있다. 물론 CRC는 자산관리회사 또는 투자자가 되어 CRV와 관련을 맺으
므로 상호 긴밀한 협조 하에 기업구조조정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었다.24)
당초 CRV는 채권액 및 출자전환지분율이 많은 주채권은행을 중심으로 大宇 계열사
등의 구조조정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았으나 2001년 7월 말 현재 CRV 설립
이 신우, 오리온전기 등 3개사에 그치는 등 현실은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워크아웃 기업의 주채권금융기관들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 설립을 위한 채
권금융기관협약 을 체결하고 동 협약이 지난 5월 1일자로 발효됨에 따라 순수 민간기
구인 CRV 사무국이 발족되었다. 이와 같이 CRV 가동을 위한 제도정비는 완료되었음
에도 그 이용이 부진한 것은 무엇 때문일까.
24) 임종룡,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의 개요 , 한빛은행 주최 CRV 세미나 발표자료, 200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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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워크아웃 채권금융기관들의 이해관계가 각기 다르다.25) 워크아웃 기업에 대한
출자전환주식 및 대출채권을 CRV에 출자한다고 하지만 그 절차가 단순하지 않고 별도
평가기관의 실사를 거쳐야 하는데, 장부가액과의 차액은 당기 순손실로 처리해야 하므
로 이 과정에서 일부 채권금융기관은 바라지 않는 결손이 확대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담보부 채권을 가진 은행은 담보권을 실행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으므로 담보권의
포기를 전제로 하는 CRV 설립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반대로 채권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금융기관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외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CRV 설립에 미온적이다.
둘째, 워크아웃 기업의 부실채권 정리 및 경영정상화를 둘러싸고 채권금융기관과 당
해 기업의 입장 차이가 크다. 예컨대 금융기관 측이 기업의 자구노력을 촉구해오자 기
업 내에서는 그 처리방법을 놓고 노사분규가 발생한 사례도 있었다.
셋째, 워크아웃 기업의 부실채권을 둘러싼 다툼이 끊이질 않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
가 공적 자금이 투입된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채무 이행에 있어 유동성 부족에 따른 현
금지급 비중의 축소, 이른바 대우 연계 콜 을 둘러싼 관련기관간의 법률분쟁은 CRV의
설립을 가로막고 있다.26)
넷째, 외국자본에 매각된 제일은행과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워
크아웃 기업에 대한 채권을 CRV에 매각하게 하거나 조기상환 요구를 철회하도록 강제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여러 가지 이유로 CRV 설립에 소극적인 이들 금융기관의 채
권비중이 크면 CRV 설립 자체가 곤란해진다.
다섯째, CRV가 설립되더라도 그 효과적인 관리와 처분을 위해서는 능력있는 AMC
를 선임해야 하고, 외부투자자금의 유치가 절대 긴요함에도 65% 이상이 건설·섬유
25) 이번에 새로 제정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 (2001.8.14 법률 제6504호로 공포, 1개월후 시행)에
의하면 주채권은행이 부실징후기업에 대하여 채권금융기관의 공동관리, 은행관리, 회사정리절
차 등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적정한 조치를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채권금융기관의 공동관리절
차를 개시하기 위한 협의회를 소집하는 경우 그 사실을 금융감독원장 및 채권금융기관에 통보
하며, 이 경우 금융감독원장은 채권금융기관에 대하여 협의회 소집통보일부터 1차 협의회 소
집일까지 채권행사의 유예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동법 12조, 14조).
26) 지난 1999년 초 대한투자신탁은 나라종합금융이 발행한 自發어음 2,390억원어치를 매입했다.
나라종금은 이 자금을 다이너스클럽 코리아에 콜론으로 제공했고 다이너스클럽 코리아는 이
자금을 대우 계열사에 지원했다. 2000년 5월 나라종금이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인가 취소를
당하자 대한투신은 나라종금 자발어음에 대하여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예금대지급 청구소송
을 제기했다. 그러나 예보는 이 자금이 관련 당사자들 사이에 대우계열사 지원용으로 알려져
있었고 순수한 예금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예금대지급을 거부했다. 현재 이 사건은 법원에서 심
리 중인 바, 대한투신이 최종적으로 승소하면 예보는 예금을 대지급하고 다이너스클럽 코리아
에 구상권을 행사하게 되므로 연계 콜 자금은 다이너스클럽 코리아의 채무로 확정된다. 만일
대한투신이 패소하면 예보의 채무부존재로 채권회수가 불가능해진다. 이와 같이 얽히고 설킨
채권채무관계로 인하여 어느 채권금융기관도 흔연히 CRV 설립에 나설 수 없는 형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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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인 워크아웃 기업의 자산을 인수할 외국인투자자를 찾는 일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채권금융기관들의 CRV 설립에 따른 애로사항을 해소해주
고 CRV 설립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중립적 중재자 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공언하였
지만,27) 현실을 도외시한 이상적인 기구, 제도의 창설은 시장으로부터 외면당한다는
사실을 재확인하였을 뿐이다. 더욱이 신속·원활한 기업구조조정을 법적으로 뒷받침
하기 위해 제정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 (2001.8.14 공포, 법률 제6504호)도 채권금융
기관협의회 소집통보일부터 소집일까지 채권금융기관의 채권행사 유예, 채권금융기관
의 신규 금융공여에 대한 우선변제권 등의 조항과 관련하여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국
민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違憲의 소지가 있고, 私的自治의 원칙·평등의 원칙
에 배치된다는 반대에 부딪혀28) 실효성이 불투명한 법규정에 그치고 말았다.

IV . 맺 음 말

IMF 사태 이후 우리나라는 위에서 소개한 여러 가지 특수기구와 제도를 도입하였으
나 業界의 일반 인식이나 우리의 기업풍토에 적합한지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없었
다.29) 그 결과 뮤추얼펀드의 문제점으로 지적한 바와 같이 투명한 기업지배구조가 투
자자들에게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그 운영을 복잡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더욱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2006년 10월까지만 활동하는 한시적 기구로 예정(기
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부칙 제2조1항)되어 있음에도 법 시행 1년이 되어가는 지금도
워크아웃에 참여한 채권금융기관들의 CRV 설립 작업이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이러한
현상은 오래 전부터 큰 기대를 모았던 REITs가 법시행 후에는 수익률 저하 우려로 인
기를 잃은 것에서도 나타나고 있다.30)
법적인 관점에서는 아무런 실체가 없는 페이퍼컴퍼니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아니한다. 당해 기구가 출자자의 단순한 도구라거나 분신에 불과하다는
27) 내외경제, 채권단 CRV 설립에 소극적 - 금감원 본격 중재 나서 , 2001.6.21.
28) 대한변협신문, 구조조정촉진법 제정 반대—변협, 재산권 행사 침해 의견서 법사위 제출 ,
2001.7.9.
29) 투자자가 前面에 나서지 않고 사업을 하는 컨셉으로서 페이퍼컴퍼니는 우리에게 생소한 편이
지만 상법상의 匿名組合은 오랫동안 제도로서 인정되어 왔다. 日本에서와는 달리 우리나라에
서 그 이용 사례가 드문 것은 우리 기업의 제도인식이나 사업방식이 일본과 다르기 때문이다.
30) 한국경제신문, 말 많은 '리츠' 시작부터 삐걱..등록접수 첫 날 예비신청社 없어 , 2001.7.3.

118

慶熙法學

제36권 제1호

비판31)도 기업구조조정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도구로서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를 보
호하려면 법인격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 앞에서 설득력이 없다.
기업구조조정 전문기구가 투명한 기업지배구조를 취하고 전문적인 외부기관을 이용
할 수 있어야 함에도 그와 같은 인적·물적 인프라를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이 더 큰 문
제라고 하겠다. 아무리 제도의 취지가 좋다 해도 현실적으로 社外理事(뮤추얼펀드의
경우 감독이사)를 할 만한 식견이 있는 인사를 찾기 어렵다거나 자산의 관리·처분에
있어 믿을 수 있는 실적을 올린 전문회사가 드물다는 것은 제도의 성공적인 운영을 보
장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다. 오히려 현재와 같이 복잡한 거래구조(< 그림 2 > 참조)는
이러한 아이디어를 제안한 외국계 컨설팅 회사에 대한 의존도를 심화32)시켜 국내의 유
망한 서비스 시장을 내주고 나아가 중요한 기업정보의 해외유출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
래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현재 국내에서도 어느 정도 인프라가 갖춰진 분야는 계속 시행을 하되, 그
렇지 못한 분야에서는 업계와 시장에서 시간을 두고 이에 적응할 수 있도록 융통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또 구조조정과 관련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투자자를 비롯한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자신의 권익을 바로 알고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급선무이다. 사외이사는 그 선정에 있어서 정실이 개입되지 않고 공
정성과 객관성, 투명성을 기할 수 있는 일정 가이드라인을 정하여 후보자의 인력 풀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요컨대 기업구조조정 전문기구가 특수목적기구 내지 페이퍼컴퍼니 형태를 취하는
것은 세금감면의 혜택을 얻기 위한 의도가 더 크다고 말할 수 있다. 기업구조조정을
목적으로 특수기구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법인격의 취득 여부보다 법인세 감면의 특
례인정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현행 稅法에서도 구조조정과 관련된 특수회사에 대하
여는 대부분 소득공제를 통한 법인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33) 문제는 부동산투
자회사법 제정 당시 REITs에 대하여 논란이 되었던 것처럼 특수회사가 실체를 갖고
31) 미국 파산법상의 실질적 통합의 법리 (doctrine of substantive consolidation)에 의하면 특수기구
가 파산하였을 때 이러한 관계에 해당하면 출자자와의 통합 재산에 대하여 파산채권자의 권리
주장을 인정한다. 자산유동화 실무연구회, 금융혁명 ABS-자산유동화의 구조와 실무 한국경
제신문사, 1999, 108～109면.
32) 한국경제신문, [안현실의 테크노믹스] 기업경영 컨설팅 의 두 모습 , 2001.6.20.
33) 法人稅法 제51조의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국법
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사업
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공제한다.[개정 2000·12·29]
1.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
2.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
3.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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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경우에는 비록 導管體로 규정34)되어 있음에도 과세특례를 인정해줄 수 없겠느냐
하는 것이다.35)
앞의 法人格論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회사의 실체와 법인격은 논리적인 이유에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유용한 기능을 수행하느냐 하는 立法政策의 관점에서 인정되는 것
이다. 마찬가지로 법인세 특례 역시 소득의 대부분을 이익배당 형식으로 출자자들에게
돌려준다면 이중과세를 하지 않는 것이 대국적으로 稅收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美國 세법이 법인의 實體 有無를 논하지 않고 일정 요건을 구비하면 감면
혜택을 인정36)하고 있음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34) 不動産投資會社法 제28조(배당) ①부동산투자회사는 상법 제4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연도 이익배당한도의 100분의 90 이상을 주주에게 배당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법 제458조의
규정에 의한 이익준비금은 이를 적립하지 아니한다.
35) 부동산투자회사법상 배당의무 규정(동법 제28조)의 적용이 배제되어 있는 CR 리츠에는 법인세
減免 혜택을 주고, 반면 배당이 의무화되어 있는 일반 리츠에는 법인세 移延 혜택만을 부여하
고 있기 때문에 일반 리츠와 CR 리츠의 세제지원이 課稅衡平에 어긋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
가 나오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부동산 증권화시대](9) '세제지원'..법인세감면 차별 형평성
논란 , 2001.7.3.
36) 미국의 內國歲入法(Subtitle A, Chapter 1, Subchapter M, Part II, Section 856)상 REITs는 다음 네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① 법인 또는 신탁펀드 형태로서 매년 적어도 335일 이상 100명
이상의 투자자에 의해 소유되어야 하며, 그중 5명 이하의 투자자가 5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다. ② 자산구성상 REITs는 총자산의 75% 이상을 부동산, 부동산대출채권, 다른 REITs나
국채에 투자하거나 현금으로 보유하여야 한다. ③ 연간 수입의 90% 이상이 수동적 소득(passive
income)이어야 하며, 최소한 75% 이상은 부동산 관련투자에서 올려야 한다. ④ REITs는 매년
투자자(주주)에게 자본이익을 제외한 수익(과세소득)의 95% 이상을 배당하여야 한다. 다만, 자
본이익은 재투자를 위해 과세조건 하에 내부유보할 수 있다. REITs가 상기 요건을 위반한 경우
에는 더 이상 REITs로 취급받을 수 없고, 향후 5년간 세제상의 혜택이 박탈된다. 그러나 우연
히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에는 상당한 사유가 있고 고의로 무시한 것임이 아님을 국세
청(IRS)에 입증할 수 있으면 REITs 자격이 부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