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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우리나라는 1998년 IMF 경제위기와 2008년 세계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기업과 개

인이 채무초과와 변제불능으로 회생 또는 파산 절차를 거치는 사건이 급격히 증가 

하였다. 회생 및 파산 절차인 도산절차는 현재 아주 중요한 제도로 인식되고 있어 

법원에서도 도산절차 과정에서 공정성, 신속성,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7년 3

월 1일에 도산사건을 전담하는 도산전문법원인 서울회생법원을 설치하였다.

 도산절차를 규정하는 법률에 회사정리법, 화의법, 파산법 등이 있다가 2004년 경 

개인채무자회생법이 시행되었고 2006년 경 기존 도산절차 관계법을 통합해서 채무

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이 제정되었다. 채무자

회생법이 제정되어 시행되어 오면서 간이회생절차가 신설되었고,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기간을 현행 5년에서 원칙적으로 3년 이내로 단축하는 내용으로 일부 개정되

었다.

그 동안 검찰에서는 도산절차와 도산법에 대한 개념 및 이해가 부족하였으며, 실

무에 있어서도 도산법 벌칙규정을 위반한 범죄가 그다지 많지 않았기 때문에 관심

을 가지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도산 관련사건이 급증하면서 사기성 

파산, 도산절차 과정에서 불법과 비리 등 여러 부작용이 나타남에 따라 검찰에서 

도산절차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2014년부터는 검찰 내의 연구모임인 “인수합병 & 파산·회생 비리 커뮤니티”를 

만들어 외부 교수 등 도산법 또는 도산절차 전문가를 초빙하여 도산법에 대한 전반

적인 이론 및 절차에 대한 강의를 진행 하는 등 검찰 내에서 도산법과 도산절차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법정도산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절차남용 등 제도상의 문제와 

기업과 개인의 법정도산 과정에서 사기적 회생·파산에 대한 구체적 실태분석이나 

수사사례, 판례 분석 등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법정도산에 관한 전반적인 규정과 절차, 관계법령에 대해 살

펴보고 이에 대한 이해 및 적용사례, 수사사례, 판례 등을 분석해서 도산범죄 수사 

방안에 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한다.

주요어 : 파산, 회생, 개인회생, 도산절차, 사기파산, 파산범죄, 도산범죄, 비자금, 

횡령, 명의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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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우리나라에서 도산절차를 규정하는 법률에 회사정리법, 화의법, 파산법 등이 있다

가 2004년 경 개인채무자회생법이 시행되었고 2006년 경 기존 도산절차 관계법을 

통합해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이 제정

되어 시행되었다.

그 동안 검찰에서는 도산법에 대한 개념 및 이해가 부족했고 실무적으로 도산법 

벌칙규정을 위반한 범죄도 그리 많지 않아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1998년 IMF 경제위기, 2007년~2008년 세계금융위기를 겪으면

서, 국내 수많은 기업들이 도산절차를 거치게 되었고 도산절차의 필요성과 중요성

에 대해 인식을 하게 되었다. 2014년부터는 검찰 내에 연구모임인 “인수합병 & 파

산·회생 비리 커뮤니티”를 만들어 외부 교수 등 도산법 또는 도산절차 전문가를 초

빙하여 도산법에 대한 전반적인 이론 및 절차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는 등 검찰 내 

도산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세계경제 위기 이후 최근까지 우리나라 경제의 저성장과 장기간 불황

으로 기업들의 채무가 증가되고 경영수지악화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법정도산 절차

를 거치는 과정에서 절차 남용 등 제도상의 문제가 드러나면서 회생과 파산제도 남

용에 대한 제재방안 연구와 사기적 회생·파산에 대한 실태분석 및 수사기법 축적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경제 상황 악화에 따른 개인 회생·파산 신청자가 급증함에 따라 변제 자력

이 있음에도 채무를 변제받기 위하여 회생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무자격자인 법조브로커가 사건수임을 위하여 재산은닉, 허위진술, 문

서위조 등 관련 범죄도 점점 늘어나는 실정이다.

현재 개인회생 절차 대리에 있어 무자격자에 대한 변호사법위반 범죄에 대해서는 

최근 검찰의 기획수사를 통해 수사실적을 내고 있기는 하지만 기업과 개인의 법정

도산 과정에서 사기적 회생·파산에 대한 구체적 실태분석이나 수사사례, 판례 분석 

등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검찰에서 아직 생소한 분야인 법정도산의 전반적인 규정과 

절차, 관계법령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에 대한 이해 및 적용사례, 수사사례, 판례 등

을 분석해서 도산범죄 수사 방안에 대하여 연구를 진행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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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본 연구의 범위는 먼저 검찰에서는 아직 생소한 분야인 법정도산 관계법령을 살

펴보면서 도산법의 연혁,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주요 법률 개정 내용, 처벌규

정, 회생 및 파산 절차를 먼저 살펴보기로 한다.

다음은 대법원 통계를 통해 도산사건 추이를 확인하고 도산범죄 수사 사례, 판례 

등 사례 중심으로 도산범죄의 법리 및 수사 절차를 확인 후 회생 및 파산과 관련된 

범죄 유형을 정형화하고 이에 대한 수사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방법으로는 기본적으로 문헌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이를 위해 법정도

산 절차 및 도산범죄에 대한 각종 연구보고서, 대법원과 검찰의 통계조사, 서울회생

법원의 자료, 언론보도 내용, 인터넷사이트 분석자료 등을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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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법정도산제도

 제1절 도산절차

 1. 도산법의 정의 및 연혁

   (1) 도산법의 정의

우리나라 도산제도에 관한 법률에는 회사정리법, 화의법, 파산법, 개인채무자회생

법이 제정되어 운영하고 있다가 2006년 4월 1일부터 채무자회생법으로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고 이와 같은 법률을 통틀어 도산법으로 지칭하고 있다.

   (2) 도산법의 연혁

분산된 도산법을 통합한 이유는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사항이 회사정리

법·화의법 및 파산법에 분산되어 있어서 각 법률마다 적용대상이 다를 뿐만 아니라, 

특히 회생절차의 경우 회사정리절차와 화의절차로 이원화되어 있어서 그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상시적인 기업의 회생·퇴출체계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

다. 이에 회사정리법·화의법 및 파산법을 하나의 법률로 통합하여 채무자회생법의 

체계로 일원화하고, 회생절차중 화의절차를 폐지함과 아울러 회사정리절차를 개선·

보완하고 정기적 수입이 있는 개인 채무자에 대하여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도 

채무를 조정할 수 있는 개인회생제도를 도입하여 파산선고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불이익을 받게 되는 사례를 줄이며, 국제화시대에 부응하여 국제도산절차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다.

통합도산법으로 통합되면서 화의제도를 폐지하고 회생절차를 단일화하였다(채무

자회생법 제34조). 화의제도는 회사정리절차보다 간이하고 비용이 저렴하여 채무자

의 입장에서는 법원의 감독을 덜 받고 채권자와 자주적으로 절차를 운영하는 장점

이 있다. 그러나 그동안의 현실적 경험에 비추어 보면, 도산상태를 일시적으로 회피

하고 경영권을 유지할 목적으로 화의제도가 악용되어 온 사례가 적지 않았다. 또한 

대기업이 회사정리가 아닌 화의를 신청함으로써 화의인가가 나지 아니하거나 화의

인가가 나더라도 회생에 실패하여 채권자들의 권리행사가 지연되고 비용만 증가하

는 등의 부작용이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화의절차를 폐지하

고 회사정리정리절차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회생절차를 일원화한 것이다.

화의제도는 1996년 경부터 활성화되기 시작했는데,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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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수가 급증하자 1998년 2월 24일 대기업은 화의제도를 이용할 수 없도록 화의법

이 개정되었다. 기업지배권을 유지하면서 파산을 면하기 위해 채무자는 채권자들에

게 주로 채무기한연장 또는 일부감면을 정하는 화의안을 제시하였고 이 과정에서 

채권자들은 주도권을 행사하지 못했고 이에 따라 기업주의 경영권유지책으로 악용

된다는 비판과 파산을 면하기에 급급한 수행 불가능한 화의안이 인가됨으로써 그 

후 다시 도산에 이르는 경우가 있다는 비판이 있었다. 대기업은 화의제도를 이용할 

수 없어 구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만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회사정리제

도는 기업주로부터 경영권을 박탈하고 법원이 제3자 관리인으로 경영권을 교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운영되면서 이른바 ‘법정관리’라고 불리는 등으로 시장에서 부정적으

로 인식되어 기업들이 이를 기피하면서 이용실적은 저조했다.1) 이와 같은 이유로 

2006년 통합도산법이 제정되면서 하나의 제도로 정비되었다.

   (3) 채무자회생법의 주요 개정 내용

    1) 2013. 5. 28. 일부개정(법률 제11828호)

신탁법에 따른 유한책임신탁에 속하는 재산에 관한 파산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그 

파산사건에서의 재판관할, 신탁행위의 부인, 환취권 등에 대한 규정이 신설되었다.

    2) 2014. 5. 20. 일부개정(법률 제12595호)

직장인, 자영업자의 편의를 위해 채무자의 근무지나 사무소 등을 관할하는 지방

법원 본원에도 개인회생절차의 재판관할을 인정하고, 개인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

재지가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속초시, 양양군, 고성군의 경우 파산사건 또는 개인

회생사건의 관할권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부여되었다.

   3) 2014. 12. 30. 일부개정(법률 제12892호)

주요개정 내용은 총액 50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영업소득자에 대하여 간이회생절차를 신설하고, 간이회생절차에서

는 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게 하고, 회생위원의 자격이 있는 사람을 간이

조사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게 하는 간이회생절차를 신설하고, 근로자의 최종 3개월

분의 임금·재해보상금 및 최종 3년분의 퇴직금을 두텁게 보장하기 위하여 파산절차

에서도 최우선변제권을 인정하였다.

  4) 2016. 5. 29. 일부개정(법률 제14177호)

1) 김장훈, “도산법의 몇 가지 현안과 최근 동향”, 『저스티스』, 146권 2호, 2015. 2, 450~45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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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개정 내용은 한국형 프리패키지(Prepackage) 제도 도입이다. 채무자의 부채

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자 또는 이러한 채권자의 동의를 얻은 채무자는 

회생절차개시 신청이 있은 때부터 회생절차개시 전까지 사전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

다. 한국형 프리패키지는 법정관리와 워크아웃, 자율협약의 장점을 결합한 기업회생 

제도를 말한다. 파산위기에 몰린 회사가 법원의 회생절차를 밟기 전에 인수회사를 

정해 놓고 인수예정자의 투자계획을 반영하여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고 법원의 회

생절차를 밟는 방식이다. 이미 회생계획안에 채권자 동의까지 확보되므로 회생절차

가 신속하게 진행된다. 프리패키지 제도의 핵심은 강력한 채무조정에 있다. 전면적 

채무재조정을 법원이 맡는 대신 신규자금지원은 금융권 주도의 자율협약 워크아웃

을 통해 해결하는 구조이다. 이는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와 워크아웃(기업구조정촉

진법에 따른 채권단공동관리)의 장점을 합친 제도이다.

   5) 2016. 12. 27. 일부개정(법률 제14472호)

회생법원의 신설에 따라 종전 ‘지방법원본원’을 ‘회생법원’으로 대체(법 제3조 제1

항부터 제8항까지)하고, 회생법원에 관리위원회 설치 근거 규정을 마련(법 제15조)

하였다.

   6) 2017. 12. 12. 일부개정(법률 제15158호)

개인회생의 경우 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변제기간을 현행 5년 이내에서 원칙적으로 

3년 이내로 단축하며, ‘채권자를 위한 공탁제도’뿐만 아니라 ‘채무자를 위한 공탁제

도’도 신설하였다.

  2. 회생절차

우리나라에서는 회생과 파산이라고 불리는 재판상의 제도가 있고 채무자회생법에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각 제도를 통틀어 도산절차라고 부른다. 도산절차는 지향하

는 방향에 따라 2가지로 분류된다. 하나는 도산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재산관계를 

전면적으로 청산하여 종래의 경제활동을 종결하는 것이고 기업체의 관하여는 그 해

체를 당연히 초래하고 파산이 이에 해당한다. 반면에 종래의 관계를 전면적으로 청

산하는 것이 아니라 다소 간의 변경을 가하여 그대로 계속하는 것과 같은 방향이 

있다. 이에 의하면 위태롭게 된 종래의 경제활동은 동일성을 보유한 채 재건으로 

나아가게 된다. 그에 속하는 도산절차로서 회생이 있다.2)

2) 노영보, 『도산법 강의』, 박영사, 2018, 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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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인회생

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 주

주, 지분권자 등 여러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이는 사업의 재건과 영업의 계속을 통한 채무

변제가 주된 목적으로서, 채무자 재산의 처분·환가와 채권자들에 대한 공평한 배당

이 주된 목적인 파산과 구별된다. 회생절차는 채무자, 자본의 1/10 이상에 해당하

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자본의 1/1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가진 주

주·지분권자가 신청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34조).

회생절차개시 신청이 있고 회생절차개시 결정전에 방만하게 사업을 경영하거나 

재산을 도피·은닉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 결정을 한다. 법원

은 보전처분결정으로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을 때까지 채무자에게 변제금지·일정

액 이상의 재산 처분 금지, 금전차용 등 차재금지, 임직원 채용금지 등을 명하게 된

다.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개별 강제집행절차의 중지명령 등을 하거나, 모든 회생채

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에 대하여 장래의 강제집행을 금지하는 포괄적 금지명령을 할 

수 있다. 보전처분은 채무자에 대한 보전처분과 채권자에 대한 보전처분으로 구분

할 수 있다. 채무자에 대한 보전처분은 회생절차개시에 의하여 채무자의 관리처분

권이 박탈되는 것을 절차개시 이전에 투영시키기 위한 것이라면, 채권자에 대한 중

지명령은 회생채권자 등에 의한 개별적 권리행사가 제한되는 회생절차개시의 효과

를 절차개시 전에 투영시키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3)

회생절차 개시결정에 의하여, 채무자의 업무 수행권이나 재산의 관리처분권은 채

무자로부터 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관리인 또는 관리인 불선임 결정에 따라 관리인

으로 보게 되는 채무자의 대표자(또는 개인채무자)에게 이전된다. 이러한 관리인 등

의 행위는 법원의 감독 아래 놓이게 되며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정한 사항에 관하

여는 법원의 허가결정을 받는 경우에만 유효하다. 회생절차가 개시가 된 경우에는 

신청인이 취하할 수 없으며, 법원은 청산할 때의 가치가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

보다 큰 것이 명백하게 밝혀진 때 등 일정한 경우 폐지할 수 있다.

관리인 선임은 기존 경영자(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거나 관리인 불선임 결정

에 의하여 기존경영자(대표자)를 관리인으로 보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기존 

경영자 관리인 제도’가 있다. 이는 부실기업의 조기 회생절차 진입과 경영노하우의 

계속적인 활용으로 회생절차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반면, 채무자의 재정적 

파탄의 원인이 개인인 채무자, 법인의 이사, 채무자의 지배인이 행한 재산의 유용 

또는 은닉이나 그에게 중대한 책임이 있는 부실경영에 기인하는 때 등 일정한 경우

에는 기존 경영자가 아닌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고 있다. 이러한 관리인은 회

생채무자의 기관이거나 그 대표자가 아닌, 회생채무자와 그 채권자 및 주주로 구성

3) 김용구·이찬호, “통합도산법상 도산감독기능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법이론실무연구』 제2권 제1호, 

2014. 4, 24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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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소위 이해관계인 단체의 관리자로서 법원의 위탁을 받아 법에 의하여 주어진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자, 즉 일종의 공적 수탁자로서 다수의 이해관계인의 이해

를 조절하면서 이들에 대하여 공정·중립을 유지하여야 하는 독립된 제3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회생계획안은 채무자,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 지분권자도 회생계획안 제출명령에 정해진 기간 내에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회생계획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회생채권자의 조에 있어서는 그 

조에 속하는 의결권 총액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가 필요

하고, 회생담보권자의 의결권 총액의 3/4 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

의가 필요하다. 주주 지분권자가 의결권을 가질 경우에는 의결권을 행사하는 주주·

지분권자의 의결권의 총수의 1/2 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도 필요

하다. 다만, 간이회생절차는 특칙으로 완화된 가결요건을 두고 있다(채무자회생법 

제237조).

2015년 7월 1일부터 소액영업소득자에 대한 간이회생절차가 신설되었다. 소액영

업소득자의 경우 채권, 채무 관계가 간단함에도 불구하고, 통상의 회생절차를 이용

할 경우 기간 및 비용이 상당히 든다는 단점이 있다. 간이회생절차에서는 간이한 

방법으로 조사위원 업무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또한 가결요건을 완화시켰다. “영업

소득자”란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

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채무자를 말한다. 회생

채권, 회생담보채권 총액이 50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

(현행 대통령령은 30억원 이하로 정함4)) 인 소액영업소득자는 간이회생절차 신청

을 할 수 있다. 

법인회생절차의 흐름은 <그림 1-1>과 같다.

   (2) 일반회생

‘일반회생’ 제도라는 용어는 법률상 용어는 아니지만, 개인회생절차와의 구별을 

위해 실무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다.5)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는 별도의 개인회생절차

가 채무자회생법 제4편에 마련되어 있으나, 채무자의 선택에 따라 일반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도 있다.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에도 그 성질상 법인에 특유한 내용을 제

외하고는 법인회생의 절차와 동일하게 회생절차가 진행된다.

개인회생과의 차이점은 아래 표와 같다.

    개인회생과 일반회생

4) 채무자회생법 시행령 제15조의3(소액영업소득자의 범위).

5)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2018. 6. 28. 개정, 2018. 7. 1. 시행) 일반회생 사건의 처리 제2조(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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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일반회생

채무한도에 제한 있음(담보 10억, 무담보 5억) 채무한도 제한 없음

채권자 결의 필요 없음 인가요건으로 채권자의 동의 필요

인가 후 변제를 완료하면 면책여부를 결정

인가로 권리변경의 효력 발생(다만, 통상의 

경우에는 감축된 채무를 모두 변제할 때에

만 채무변제의 효과를 발생하도록 함)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임의경매)는 인가

되더라도 계속 진행
담보권도 권리변경 가능

※ 출처 : 서울회생법원 홈페이지(www.slb.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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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개시신청

심사 보전처분·중지명령 등

관리인 선임
        개시결정

-목록제출기간·채권신고기간·채권  

  조사 기간 결정

-회생계획안 제출기간 결정

기각결정

임의적 파산선고

관리인 불선임

-채권조사(목록제출-신고-시부인)

-재산실태 및 기업가치 조사

-관리인 보고를 위한 관계인 집회

-주요사항 요지의 통지, 관계인설  

 명회 등

회생계획안 제출

회생계획안 심리·결의 관계인집회

특별조사기일 병합

회생계획인가 회생계획불인가

회생계획수행

회생절차종결

인가 후 회생절

차 폐지(필요적 

파산선고)

인가 전 회생절

차 폐지(임의적 

파산선고)

<그림 1-1> 법인회생절차 흐름도

※ 출처 : 서울회생법원 홈페이지(www.slb.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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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인파산

소유한 재산을 처분하여 채무를 갚는 것보

다 돈을 벌어서 3~5년 간 채권자들에게 갚

는 돈이 더 많아야 함(청산가치 보장의 원

칙)

청산가치 보장이 필요 없음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할 필요가 없음 재산을 처분하여 채무를 갚음

청산가치가 보장되는 것 이상의 일정한 수

입이 있어야 함
일정한 수입이 없어도 됨

낭비, 도박으로 채무가 늘어난 것이어도 가

능

낭비, 도박으로 지급불능 상태에 이르렀다

면 면책이 불허가 될 수 있음

채무한도에 제한 있음(담보 10억, 무담보 5억) 채무한도 제한 없음

   (3) 개인회생

개인회생은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이 일정한 소득이 있을 경우 3~5년 간 일

정한 금액을 갚으면 채무를 면제받는 제도이다. 신청 자격은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

소득자여야 하며, 매달 월급이나 연금, 사업소득 등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계속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어야 하고, 채무총액은 무담보 채무의 경우 5억원, 담보

부 채무의 경우 10억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채무가 위 금액을 넘을 경우 일반회생

을 신청해야 한다. 소유하고 있는 재산(부동산, 동산, 예금,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등)보다 채무가 많아야 한다. 변제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종래면책결정(파산

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을 받은 적이 있다면 5년을 경과할 수 있다.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시까지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

하여 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

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

는 일체의 행위(다만, 소송행위를 제외)를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다.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나, 이러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은 없다. 개인회생 절차 흐름은 <그림 1-2>와 같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그리고 워크아웃과의 차이는 아래 표와 같다

    1)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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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워크아웃

조세, 보증채무, 사채 등 모든 채무 조정이 

가능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한 금융기관에 대

한 채무만 조정 가능

법률상 최저변제율만 지키면 원금도 탕감 

가능
원칙적으로 원금은 전액 변제

변제기간 최장 5년
무담보채무 최장 8년, 담보부채무 최장 20

년 이내 분할 상환

    2) 개인회생과 워크아웃

※ 출처 : 서울회생법원 홈페이지(www.slb.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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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변제계획안 제출

 (신청일부터 14일 이내)

기각
기각

개인회생위원 선임

보전처분 중지명령·포괄적 금

지명령

개시결정

(신청일로부터 1월이내)

채권이의기간

(개시결정일부터 2월이내)
채권조사확정재판

채권자이의

채권자집회

(개시결정일부터 3월이내)

변제계획인가

(신용불량 등록해제)
폐지

불인가

변제계획의 수행

(개인회생위원감독)
폐지(연체정보 재등록)

미수행

면책

(5년이내 재신청 금지)
면책의 취소

부정방법

<그림 1-2> 개인회생 절차 흐름도

※ 출처 : 서울회생법원 홈페이지(www.slb.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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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파산절차

   (1) 법인파산

파산절차는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할 수 있는데, 채권자가 파산신청

을 하는 경우에는 채권의 존재 및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회생절

차의 경우에는 신청권자의 신청에 의해서만 개시가 가능한 반면에 파산절차는 법원

의 직권으로 개시되는 경우도 있다.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절차를 개시하는 경우는 

필수적 파산선고와 임의적 파산선고로 구분된다.

필수적 파산선고는 파산선고를 받지 아니한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계획인가가 있

은 후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법원은 그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이 되

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와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계획인가결정

으로 파산절차가 효력은 잃은 후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법원은 반드시 

파산을 선고 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6조 제1항).

임의적 파산선고는 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결정, 회생계획인가 전 회생절차폐지

의 결정, 회생계획불인가결정이 확정된 경우 법원은 임의적으로 파산선고를 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6조 제2항).

파산절차에서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법정대리인, 파

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이사,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지배인,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의 경우 상속인과 그 법정대리인 및 지배인을 구인하도록 명할 수 있다. 구인

에 관한 규정은 형사소송법의 구인6)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파산선고를 하게 되면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고 파산재단에 대한 관리처분권은 파

산관재인에게 속한다(채무자회생법 제384조). 파산이 선고되면 파산채권자는 파산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산채권을 행사할 수 없고, 파산관재인이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그 직무를 행하므로, 파산

관재인은 파산선고에 따라 채무자와 독립하여 그 재산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로서의 지위도 가지게 된다7).

법인파산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 또는 부채가 자산

을 초과하는 부채초과상태에 있는 법인이라면 회사 등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모두 

신청 할 수 있다. 은행대출금, 신용카드대금, 거래대금, 임금 및 퇴직금, 조세 등 채

무의 원인을 불문하고, 금액의 많고 적음도 상관없다.

채무자 법인의 이사, 무한책임사원, 청산인은 대표이사나 대표사원이 아니더라도 

채무자의 파산을 신청할 수 있고 채권자도 또한 지급불능 또는 부채초과상태에 빠

6) 형사소송법 제69조 본법에서 구속이라 함은 구인과 구금을 포함한다. 제71조 구인한 피고인을 법원에 인치한 

경우에 구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인치한 때로부터 24시간 내에 석방하여야 한다. 제71조의2 

법원은 인치 받은 피고인을 유치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교도소·구치소 또는 경찰서 유치장에 유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치기간은 인치한 때부터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7)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다246346 판결;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다68941 판결; 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239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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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

심문, 보정명령, 예납명령

파산선고

파산재단의 현금화

제1회 채권자집회 및 

채권조사기일

재단채권 변제, 파산채권 배당

계산보고를 위한 채권자 집회

진 채무자 법인에 관하여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관할법원은 채무자 법인의 본점

소재지가 서울에 있는 경우 서울회생법원에, 인천, 경기도, 강원도에 있는 경우에는 

서울회생법원 또는 본점소재지 관할 지방법원 본원에, 그 밖의 경우에는 본점소재

지 관할 지방법원 본원에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법인파산 절차 흐름은 〈그림 1-3〉과 같다.

<그림 1-3〉 법인파산절차 흐름도

※ 출처 : 서울회생법원 홈페이지(www.slb.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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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개인파산

개인인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

에 그 채무와 정리를 위하여 채무자 또는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이다. 면

책이란 성실하거나 불운한 채무자에게 파산절차를 통하여 변제되지 아니한 나머지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을 파산법원의 재판으로 면제시킴으로써 채무자의 경제적 재

출발을 도모하는 것으로 개인채무자에게만 인정되는 제도이다. 즉, 개인파산과 면책

제도는 파산선고 당시에 채무자의 재산으로 파산재단을 형성하여 채권자들에게 배

당하는 파산절차와 파산자 중에서 면책불허 사유가 없는 경우 면책을 결정하는 면

책절차로 이루어진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채무자가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파산신

청과 별개로 면책을 신청하여야 한다. 

채무자에게 파산이 선고되면, 공무원,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 교원 등이 될 수 

없는 등 법률상 여러 제약이 있고, 회사에 근무하는 경우 회사의 사규나 취업규칙

에 의해 당연 퇴직이 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불이익은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소

멸하지만, 면책결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 또는 스스로 면책신청을 취하하는 경우 별

도 절차를 거치지 않는 이상 소멸되지 않는다.

면책불허가 사유는 다음과 같다. ①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② 채무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

위, ③ 채무자가 과도한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

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④ 채무자가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 ⑤ 채무자가 파산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

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

공하는 행위(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원래 대

물변제 약정이 없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 변제하는 행위를 포함), ⑥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 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 ⑦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기 전 1년 이내에 파

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⑧ 과거 일

정기간(개인파산 면책 확정일로부터 7년, 개인회생 몇 면책 확정일로부터 5년)내에 

면책을 받은 일이 있는 때이다(채무자회생법 제564조).

개인파산절차 흐름은 〈그림 1-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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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면책 신청

서면심사

보증명령, 채무자심문

이송

각하·기각

기각 예납명령

파산선고

파산관재인 선임

파산선고

파산절차폐지(동시폐지)

파산관재인 

재산관리·조사

채권자집회

의견청취기일

(면책심문기일)

의견청취기일

(면책심문기일)

파산채권조사

파산재단 환가·배당

파산절차폐지(이시폐지) 파산절차종결

면책결정·면책불허가

결정

<그림 1-4〉 개인파산절차 흐름도

※ 출처 : 서울회생법원 홈페이지(www.slb.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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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국제도산 

유엔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UNCITRAL)는 1997년에 「국제도산에 관한 모델법(Model Law on 

Cross-Border Insolvency, 이하 ‘모델법’)」을 작성하였는데, 우리나라는 2006년

부터 채무자회생법 제5편(국제도산)을 시행하여 오면서 모델법의 주요 내용을 받아 

들였다.

외국도산절차8)의 대표자는 채무자회생법 제5편에 따라서 외국도산절차의 승인을 

구하고,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한 소송 또는 행정청에 계속하는 절차의 중지,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중지와 같은 지원결정을 받을 수 있다. 

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는 승인신청이 있은 후 그 결정이 있기 전에도 지원결정(승

인 전 명령)을 받을 수 있다. 그 밖에 동일한 채무자에 관한 병행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서울회생법원이 외국법원 및 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와의 사이의 공조를 하도

록 하면서, 배당에 관하여는 모델법상의 Hotchpot Rule9)과 유사한 준칙을 두고 있

다.

채무자회생법은 국제도산사건의 처리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일 목적으로 모델법

을 받아들여 제5편을 신설하였는데, 위 법이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미국의 회생절

차(Chapter 11 reorganization), 일본의 회사갱생절차(會社更生節次), 네덜란드의 

파산절차(faillissement), 홍콩의 청산절차(winding-up)를 포함한 많은 외국도산절

차들이 제5편에 의해 승인되었다. 외국도산절차의 승인 및 지원에 관한 사건은 원

칙적으로 서울회생법원의 관할에 전속된다. 한편, 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는 외국도

산절차가 신청된 국가, 즉, 대한민국에 채무자의 영업소·사무소 또는 주소가 있는 

경우에 외국도산절차의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제2절 도산사건 처리현황

  1. 회생사건

대법원 사법연감 통계자료를 보면 10년 전인 2008년 회생합의 접수 건수는 366

건, 회생단독은 216건으로 확인된다. 2008년에서 5년이 경과한 2013년 회생합의 

접수 건수는 835건, 회생단독은 829건으로 약 3배 이상 접수 건수가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2013년 이후부터 최근까지는 예년 수준의 접수 건수를 유지하고 

8) 외국법원에 신청된 회생절차, 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 및 이와 유사한 절차를 말하며, 임시절차를 포함한

다.

9) ‘hotchpot rule’은 영미의 상속법상의 개념으로서 유산의 평등한 분배를 위하여 일부 상속인에게 미리 지급된 

재산을 병합하여 상속분을 공평하게 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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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종류

접

수

개시결정전 개시후인가전 인가후

인

용

기

각

기

타
계

인

가

취

소

기

타
계

종

결

폐

지

기

타
계

회생합의10) 878 629 46 170 845 317 250 4 571 276 93 3 372

회생단독 573 432 19 128 579 293 236 - 529 388 60 2 450

       구분

종류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회생합의 835 872 925 936 878

회생단독 829 840 855 741 573

있다.

회생합의와 회생단독 5년간 인용률은 평균 70%를 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1) 2017년 법원접수 및 처리 현황

(단위: 건)

※ 출처 : 법원행정처, 『사법연감』, 2018, 573쪽.

   (2) 최근 5년간 회생 접수 건수

(단위: 건)

※ 출처 :  법원행정처, 『사법연감』, 2018, 573쪽; 2017, 547쪽; 2016, 547

쪽; 2015, 546쪽; 2014, 560쪽. 

   (3) 회생합의 최근 5년간 인용비율

10) 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5항 개인이 아닌 채무자에 대한 회생사건 또는 파산사건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

정에 따른 회생법원의 합의부의 관할에 전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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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

회생합의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인용 565 616 652 637 629

기각 104 94 70 71 46

기타 137 180 206 228 170

계 806 890 928 936 845

인용율(%) 70 69 70 68 74

       연도

회생합의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인용 631 598 596 542 432

기각 53 74 80 29 19

기타 143 159 184 184 128

계 827 831 860 755 579

인용율(%) 76 72 69 72 75

(단위: 건)

※ 출처 : 법원행정처, 『사법연감』, 2018, 573쪽; 2017, 547쪽; 2016, 547쪽; 

2015, 546쪽; 2014, 560쪽. 

   (4) 회생단독 최근 5년간 인용비율

(단위: 건)

※ 출처 : 법원행정처, 『사법연감』, 2018, 573쪽; 2017, 547쪽; 2016, 547쪽; 

2015, 546쪽; 2014, 560쪽. 

  2. 파산사건

법인파산 사건도 2008년 191건에서 2013년도까지 5년 사이 2배 넘게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최근까지 계속 사건 수가 증가하고 있다. 다만, 개인파산의 경우 2008

년 118,643건이 2013년도까지 5년 사이 최고 대비 절반 가까이 감소한 사실을 확

인할 수 있다. 2008년의 경우 세계금융위기 여파로 국내 경제 사정이 심각한 상태

였기 때문에 개인파산자 산청자의 수가 급증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법인파산 5년간 평균 인용률은 85%이고, 개인파산은 94%로 높은 인용률을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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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종류

접수

파산선고전 파산선고후

인용 기각 취하 기타 계 종결 폐지 기타 계

법인파산 699 587 29 85 4 705 134 338 - 472

개인파산 44,246 44,215 1579 841 372 47,007 4,789 41,520 57 46,366

       구분

종류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법인파산 461 540 587 740 699

개인파산 56,983 55,467 53,865 50,288 44,246

주고 있다.

   (1) 2017년 법원접수 및 처리 현황

(단위: 건)

※ 출처 : 법원행정처, 『사법연감』, 2018, 574쪽.

   (2) 최근 5년간 파산 접수 건수

(단위: 건)

※ 출처 : 법원행정처, 『사법연감』, 2018, 574쪽; 2017, 582쪽; 2016, 548쪽; 

2015, 546쪽; 2014, 56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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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

회생합의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인용 381 467 508 590 587

기각 28 36 21 27 29

취하 29 34 36 71 85

기타 4 4 7 4 4

계 442 541 572 692 705

인용율(%) 86 86 89 85 83

       연도

회생합의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인용 56,690 55,096 54,566 54,607 44,215

기각 3,041 2,344 2,184 1,612 1,579

취하 1,132 1,129 1,074 1,008 841

기타 232 239 338 357 372

계 61,095 58,808 58,162 57,584 47,007

인용율(%) 93 94 94 95 94

   (3) 최근 5년간 법인파산사건 인용비율

(단위: 건)

※ 출처 : 법원행정처, 『사법연감』, 2018, 574쪽; 2017, 582쪽; 2016, 548쪽; 

2015, 546쪽; 2014, 560쪽. 

   (4) 최근 5년간 개인파산사건 인용비율

(단위: 건)

※ 출처 : 법원행정처, 『사법연감』, 2018, 574쪽; 2017, 582쪽; 2016, 548쪽; 

2015, 546쪽; 2014, 560쪽. 

  3. 개인회생사건

2008년 개인회생사건 접수 건수는 47,874건이 5년 전인 2013년에 이미 2배 넘

게 급증하였다가 최근 다소 감소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개인회생 인용률은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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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종류

접

수

개시결정전 개시인가전 인가후

인

용

기

각

기

타
계

인

가

취

소

기

타
계

폐

지

면책
기

타
계특

별

일

반

개인회생
8 1 ,

592

6 9 ,

368

9 , 8

11

3 , 1

72

8 2 ,

351

6 6 ,

514

9 , 3

09
18

7 3 ,

841

1 4 ,

615
55

4 2 ,

215
11

5 6 ,

896

       연도

종류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개인회생 105,885 110,707 100,096 90,400 81,592

도 88%의 인용률을 보여주다가 최근 2년 전부터 84%로 다소 떨어졌다. 이는 법원

에서 개인회생 사건의 심사가 까다로워진 것으로 평가된다.

 

   (1) 2017년 법원접수 및 처리 현황

(단위: 건)

※ 출처 : 법원행정처, 『사법연감』, 2018, 574쪽.

   (2) 최근 5년간 개인회생 접수 건수

(단위: 건)

※ 출처 : 법원행정처, 『사법연감』, 2018, 574쪽; 2017, 582쪽; 2016, 548쪽; 

2015, 546쪽; 2014, 56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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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

회생합의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인용 78,788 86,739 95,953 83,917 69,368

기각 6,607 7,819 10,110 12,662 9,811

기타 3,343 3,910 4,002 3,576 3,172

계 88,738 98,468 110,065 100,155 82,351

인용율(%) 89 88 87 84 84

   (3) 최근 5년간 개인회생 인용비율

(단위: 건)

※ 출처 : 법원행정처, 『사법연감』, 2018, 574쪽; 2017, 582쪽; 2016, 548쪽; 

2015, 546쪽; 2014, 560쪽. 

 제3절 도산절차의 감독

  1. 도산절차의 감독

도산절차는 경제활동의 중요한 한 축으로 자리매김하고 현재는 아주 중요한 제도

로 인식되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의 불황과 저성장 구조에서 도산사건은 계속 증가

한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이와 같이 도산 사건이 증가하면서 그 부작용으로 도산절

차의 남용과 도산범죄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따라서 도산절차 진행 과정에서의 공정성, 신속성, 전문성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

한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고 이와 같은 시대적 요구에 의해 1999년 3월 서울지방

법원에 파산사건을 전담하는 전문재판부인 파산부가 설치되고, 이후 2017년 3월 1

일 법원조직법을 개편하여 도산사건을 전담하는 도산전문법원인 서울회생법원이 설

치되었다11)(법원조직법(법률 제14470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

률(법률제14469호), 채무자회생법(법률제14472호) 2016. 12. 27. 각 개정).

우리나라 도산제도는 법원, 회생절차에서 관리인· 조사위원· 감사, 파산절차에서 

파산관재인· 감사위원, 개인회생절차에서 회생위원과 당사자가 주축이 되어 운영되

11) 현재 서울회생법원 조직은 재판부(법인회생, 법인파산, 법인조사확정, 민사합의·민사항고·항고, 회생단독, 파

산단독, 개인회생단독, 조사확정단독, 민사단독, 총무과, 파산과, 개인회생과가 있고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에 위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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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법원은 관리인, 조사위원, 파산관재인의 선임 등에 대해 관여하고 있다. 따

라서 도산절차에 대한 감독은 대부분 법원이 관리인 등에 대한 선임권 등을 행사하

면서 주도적인 역할을 맡고 있고 그 외 관리위원회, 채권자협의회의가 도산절차에

서 감독으로서의 일부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1) 회생절차

    1) 관리인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부터 채무자의 업무의 수행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한은 관리인에게 전속된다. 개인인 채무자 또는 개인이 아닌 채무자의 이사

는 관리인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부당하게 그 행사에 관여할 수 없다(채무자회생법 

제56조).

관리인의 지위에 대해 관리인은 채무자나 그의 기관 또는 대표자가 아니고 채무

자와 그 채권자 등으로 구성되는 이른바 이해관계인 단체의 관리자로서 일종의 공

적 수탁자에 해당하고12)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

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기 위하여 업무수행 등을 하는 

것이고, 재산의 처분이나 금전의 지출 등의 일정 행위에 대하여 미리 법원의 허가

를 받아야 하거나, 채무자의 업무와 재산의 관리상태 등을 법원에 보고하여야 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법원의 감독을 받는다(채무자회생법 제61조, 제91조 내지 제

93조).

간이회생절차에서는 원칙적으로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채

무자의 재정적 파탄의 원인이 개인인 채무자, 개인이 아닌 채무자의 이사, 채무자의 

지배인이 행한 재산의 유용 또는 은닉이나 그에게 중대한 책임이 있는 부실경영에 

기인하는 때에는 제3자의 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74조).

회생절차 개시 당시 채무자의 대표자는 기존경영자를 말한다.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신청 후 회생절차 개시 때까지 채무자에게 채무자회생법 제74조 제2항 각 호

의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관리인 선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기존 경영자

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결정을 한다.

기존 경영자 이외의 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 제3자 관리인이라고 한다. 

채무자회생법 제74조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되거나 기존경영자 관

리인을 해임할 경우 제3자 관리인을 선임한다.

현재의 기존 경영자 관리인 선임의 원칙의 적용에 있어 현재까지 나타난 문제점

은 경영과 회계의 투명성, 소유와 경영의 분리 및 적절한 견제와 균형과 같은 합리

적 기업지배구조가 확립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13)

12)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다63836 판결.

13) 이점인, “통합도산법상 관리인제도에 대한 비판적 고찰”, 『동아법학』, 53, 2011. 11, 6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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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조사위원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채권자협의회 및 관리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보고 1인 또는 여러 명의 조사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채무자

회생법 제87조). 조사위원은 관리인 또는 관리인으로 보게 되는 채무자가 채무자의 

재정 상태 등에 대하여 조사한 후 이를 법원에 보고한다.

조사위원은 위원장 1명과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서울회생법

원 수석부장판사로 하고, 위원회의 위원 중 1명 이상은 법원 소속 부장판사, 법원 

소속 판사, 법원 관리위원회 소속 관리위원 중에서 법원장이 지명한다.

법원은 한국공인회계사회, 대한변호사협회 등으로부터 조사위원 선정대상자를 추

천받을 수 있다. 조사위원 임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한이 없다.

    3) 감사

법원은 회생계획이 인가된 후 지체 없이 감사를 선임한다. 법원은 관리위원회, 채

권자협의회 및 회생·파산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채무자의 업종 또는 그와 유사한 업

종에 전문적 경험이나 식견이 있는 사람 또는 회계업무나 감사업무에 상당한 경험

이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감사로 선임한다.

감사의 임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년으로 하고 선임된 날로부터 3년을 초과

하여 연임할 수 없다. 구조조정담당임원14)이 위촉되어 있는 경우 구조조정담당임원

을 감사로 선임할 수 있다.

감사는 정기 또는 부정기적으로 관리인과 관리인이 제출한 보고서에 대한 감사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2) 파산절차

    1) 파산관재인

파산관재인은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분배하는 것으로 파산재단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갖고 있다. 이와 같은 파산관재인에 대한 법적 지위에 대하여 학설은 

채무자 대리설, 채권자 대리설, 다른 사람의 재산을 그 직무로서 자기이름으로 관리

처분하는 사람이라는 직무설, 파산재단에 독립한 법인격을 인정하고 파산재단의 대

표자라는 설, 파산재단의 관리기구로 파산관재인에게 법인격을 인정하는 설15) 등으

14) 서울회생법원실무준칙 제219호 제1조(목적)  구조조정담당임원이 회생절차에 관하여 관리인에게 충분히 자

문을 제공하고,회생절차의 공정한 진행을 위해 관리인을 적절히 감독하며, 회생절차의 성공적 진행을 위해 

채권자 등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구조조정담당임원(Chief Restructuring 

Officer) 위촉 및 업무수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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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분분하다.

판례도 명확하게 파산관재인의 지위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파산자가 파

산 선고시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을 구성하고 그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할 

권리는 파산관재인에게 속하므로, 파산관재인은 파산자의 포괄승계인과 같은 지위

를 가지게 되지만, 파산이 선고되면 파산채권자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산채권을 행사 할 수 없고 파산관재인이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

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직무를 행하므로, 파산관재인도 파산선고에 따라 

파산자와 독립하여 그 재산에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로서의 지위도 가지게 된

다”16) 고 판시하여 파산관재인이 파산자의 포괄승계인으로서의 지위와 파산자와 

독립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독일의 현행 개정파산법의 파산관재인은 파산절차에서 단순한 수임자적인 지위에 

머무르지 않고 그의 업무가 매우 다양하고 광범위하다. 파산관재인의 업무를 크게 

분류하면 법원과 관련된 업무, 파산재단의 관리처분에 관한 업무 및 채무자·채권자 

등 이해관계인과 관련된 업무로 나눌 수 있다.17)

    2) 감사위원

감사위원은 파산채권자의 이익 보호를 위해 파산관재인의 직무를 감독하는 기관

으로 필수기관은 아니고 채권자집회에서 설치 여부를 결정한다. 감사위원은 법률이

나 경영에 관한 전문가로서 파산절차에 이해관계가 없는 자로서 법원의 인가가 필

요하다(채무자회생법 제377조).

감사위원의 직무는 파산관재인의 직무집행을 감시하고, 파산관재인에게 파산재단

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파산재단의 상황을 조사 할 수도 있다. 감사위원은 파

산채권자에게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법원 또는 채

권자집회에 보고해야 한다.

   (3) 개인회생절차

회생위원은 법원의 감독을 받아 채무자의 재산 및 소득에 대한 조사, 부인권 행

사명령의 신청 및 그 절차 참가,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진행, 그 밖에 법령 또는 법

원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채무자는 법원의 명령 또는 회생위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재산 및 소득, 변제계획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설명을 하여야 한

다(채무자회생법 제602조).

회생위원은 관리위원회의 관리위원, 법원사무관 등, 변호사·공인회계사·법무사의 

자격이 있는 자, 법원주사보·검찰주사보 이상의 직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은행

15) 김기진, 『통합도산법해설』, 한국학술정보, 2007, 350쪽.

16)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6083 판결.

17) 이상영, “파산관재인의 업무에 관한 독일개정파산법과의 비교·검토”, 2017. 8. 200쪽.



- 27 -

법에 의한 은행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회생위원의 직무수행이 적합한 

자, 채무자를 상대로 신용관리교육·상담 및 신용회복을 위한 채무조정업무 등을 수

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근무 중이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회생위원

의 직무수행에 적합한 자 중에서 선임된다.

  2. 법원에 의한 감독

법원은 도산절차를 주도적으로 관여하는 사람들에 대해 선임 및 해임에 관한 권

한을 가지고 있다. 회생절차에서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거나 기존경영자 또는 제3자

를 관리인으로 선임할 것 인지의 여부를 결정하고, 조사위원과 감사 선임에 대한 

결정권도 가지고 있다. 파산절차에서는 파산관재인에 대한 선임 결정과 감사위원에 

대한 승인권을 가지고 있다. 개인회생절차에서는 회생위원 선임에 대한 권한을 가

지고 있다.

법원의 허가 사항은 채무자회생법에서 법원의 허가 사항으로 규정한 것과 법원의 

재량으로 허가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것으로 나뉜다. 허가 사항을 규정 해 둔 것은 

도산절차 진행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을 법원이 직접 확인 후 결정하기 위함이고, 

후자는 법원이 관리인, 파산관재인 등의 업무수행을 관리·감독하기 위해 일정한 사

항을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해 둔 것이다.18) 

회생절차에서 관리인이 채무자의 영업 또는 재산을 양수하는 행위, 채무자에 대

하여 자기의 영업 또는 재산을 양도하는 행위, 그 밖에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채무자와 거래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

61조).

파산관재인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나 등기를 요하는 국내선박 및 외국선박의 임

의매각, 광업권·어업권·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서비스표권 및 저작권의 임

의매각, 영업의 양도, 자금의 차입 등 차재, 동산의 임의매각, 채권 및 유가증권의 

양도, 소의 제기, 화해, 권리의 포기 등, 채무자의 영업을 계속할 경우, 채권조사기

일이 종료되기 전 재산을 환가할 경우 등에 대해서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파산관재인이 법원의 허가 없이 한 행위는 무효이지만,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관리인은 취임 후 회생절차 개시 당시 채무자의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 채무자

가 회생절차의 개시에 이르게 된 사정,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제출

해야 되고 그 밖에 법원이 정하는 시기의 채무자의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

하여 제출해야 한다.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의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등을 작성하고, 채무자가 파산선

고에 이르게 된 사정과 채무자 및 파산재단에 관한 경과 및 현상에 대하여 보고해

18) 강민호, 『파산법원 설치에 따른 회생·파산절차 관여자에 대한 적정한 관리·감독 방안에 관한 연구』,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2014, 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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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3. 관리위원회에 의한 감독

관리위원회는 도산사건의 적정·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1998년 2월 24일 회사정리

법, 화의법 및 파산법의 개정으로 도입된 제도이다. 관리위원회는 법원의 지휘를 받

아 기업회생 절차 진행을 돕고 회사를 살리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도록 

법원 내에 설치된 기구이다.

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임기 3년 이상 15인 이내

의 관리위원으로 구성된다. 관리위원에는 상임관리위원과 비상임관리위원이 있고 

상임관리위원은 전임 전문계약직 공무원으로 보하고 전임 전문계약직 공무원(나급)

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한다. 

관리위원의 자격은 변호사·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자, 은행법에 의한 은행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상장기업의 임원으로 재직한 자, 법률학·경영학·경제학 또

는 이와 유사한 학문의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이와 관련된 분야에서 7년 

이상 종사한 자 중에서 회생법원장이 위촉한다. 관리위원은 형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의제한다(채무자회생법 제16

조).

관리위원회는 도산절차 진행 과정에서 채무자의 지도, 도산절차에 대한 관리 및 

감독, 재판부 의견에 대한 의견서 제출, 관리인, 파산관재인 등에 대한 평가, 회생회

사의 인가 전·후 자회사 지분 등 주요자산매각 절차에 참여하는 등 법원의 지휘를 

받아 도산절차 전반에 걸쳐 감독업무를 수행한다.

관리위원회는 관리인·보전관리인·조사위원·파산관재인·회생위원 및 국제도산관리

인의 선임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고 회생계획안과 변제계획안을 심사하여 이에 관한 

의견을 제시한다.

그리고 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에 관한 의견, 가압류·가처분 그 밖의 보전처

분에 관한 의견, 회생계획인가결정 전 회생채권의 변제허가에 관한 의견, 회생절차

의 종결 및 폐지 등에 관한 의견 등을 제시한다.

또한, 관리인 및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행사,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및 파산채권에 

관한 이의 제출 및 회생계획안 작성에 관한 지도 또는 권고를 하고, 관계인집회 및 

채권자집회와 관련하여 관리인 등에 대한 관계인집회 절차 진행을 지도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4. 채권자협의회에 의한 감독

채권자협의회는 1998년 회사정리법 개정 당시, 절차 관련 자료 및 정보를 채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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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 제공하는 것을 제도화하고, 동시에 채권자들의 의사반영 기회를 확대하여 절

차에 대한 참여를 보장할 목적으로 도입되었고, 기존 경영자 관리인 제도를 도입한 

현행법에서는 기존경영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견제를 도모하기 위하여 채권자협의

회의 기능과 권한을 강화하였다.19)

관리위원회에서 회생절차개시신청·간이회생절차개시신청 또는 파산신청이 있을 

때에는 채권자협의회를 구성해야 한다. 채권자협의회는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관리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액채권자도 채권자협의회의 구성원으

로 참여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20조).

채권자협의회는 회생절차 및 파산절차에 대한 의견 제시, 관리인·파산관재인 및 

보전관리인의 선임 또는 해임에 관한 의견 제시, 법인인 채무자의 감사 선임에 대

한 의견 제시, 회생계획인가 후 회사의 경영 상태에 관한 실사의 청구를 할 수 있

다.

채권자협의회 의사는 출석한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하고 활동에 필요한 비

용을 채무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또한 채권자협의회가 추천하는 기업구조조정임원을 선임하거나 자금관리위원을 

파견하도록 함으로써 기존 경영자를 견제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20)

  5. 문제점 및 개선 방향

우리나라 도산절차에서의 감독 기능은 대부분 법원에서 맡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법원의 감독이 여타 다른 조직의 감독보다는 외관상으로 공평하고 객관적이

고 신속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법원이 도산 절차에서 행정적인 

성격이 강한 감독 절차와 사법 절차인 재판 절차를 동시에 수행하는 것에 대한 비

판이 있을 수 있다.

우리나라 관리위원회제도는 미국의 연방관재인제도와 유사하다. 그러나 미국의 

연방관재인은 법무부 장관이 임명하고 법무부에 소속되어 있다. 행정적인 성격이 

강한 도산절차 감독 부분은 행정부인 법무부 소속의 연방관재인이 담당하는 것 이

다.21) 반면 우리나라의 관리위원회는 회생법원에 소속되어 있고, 그 성격도 법원의 

과중한 업무를 일부 분담해서 법원의 업무 부담을 줄여 주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법관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법관의 직무를 대행한다는 것에 대해 

논란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

따라서 도산절차 진행에 있어 재판과 감독에 대한 직무를 분리해 독립적인 기관

에서 감독 기능을 수행하거나, 관리위원회에 관재인의 선임 등에 대한 전권을 부여

해서 관리위원회가 법원에서 독립적으로 도산절차의 감독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

도를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19) 강민호, 앞의 책, 22쪽.

20) 양민호, “도산법의 몇 가지 현안과 최근 동향”, 『저스티스』 제146권 제2호, 2015. 2, 491~492쪽.

21) 김용구· 이찬호, 앞의 글, 26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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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도산범죄 판례 분석 및 검찰의 도산범죄 처리 사례

 제1절 도산범죄

  1. 도산범죄의 의의

   (1) 도산범죄의 의의

도산범죄는 도산절차 진행과정에서 드러나는 각종 불법행위 등을 말한다. 예를 

들어 파산을 신청한 파산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회생절차 신청 예정인 기업에서 

대금 지불의사 없이 제품을 대량으로 구매해서 전매한다든지 또는 특정채권자의 이

익을 위해 파산 신청 전 변제하는 행위 등이 있을 수 있다. 

이와 같은 행위들에 대해 형법상 사기죄, 횡령 및 배임죄로 처벌 할 수도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도산관련법은 일정한 행위를 범죄유형으로 정해두고 이

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도산관련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를 

도산범죄라 할 수 있다. 형식적의미의 도산범죄는 통합도산법인 채무자회생법에 규

정되어 있는 벌칙규정 위반행위인 각종 불법행위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실질적 의미에서는 채무자회생법에서 규정된 도산 범죄 및 도산절차의 보호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총 채권자의 이익 또는 도산처리 

절차의 원활한 수행을 침해하는 행위가 있을 수 있다.22)

검찰 실무에서는 형식적인 도산범죄보다 도산절차 진행 중인 기업이 도산범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회사 비자금을 조성하여 횡령 하거나, 회사 또는 주주들에 대한 

배임행위, 금융권에 대한 사기성대출, 전문자격자들의 명의 대여, 관리인의 임금 미

지급 사건 등 복합적인 범죄가 대부분 수사대상이 된다. 이와 같이 도산절차 진행

과정에서의 횡령, 배임, 사기, 변호사법위반 등 행위도 도산범죄의 범주에 포함시켜

야 할 것이다. 

   (2) 도산범죄의 보호법익

도산범죄의 보호법익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파산채권자의 재산상

의 이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실질적침해죄가 있다.23) 채무자회생법상의 사기회생·

파산죄, 제3자의 사기회생·파산죄, 일정한 지위에 있는 자의 사기파산 및 과태파산

죄, 과태파산죄가 이에 해당된다. 둘째 파산절차의 적정한 수행을 보호법익으로 하

22) 이천현, “파산범죄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05. 12, 78~79쪽.

23) 문호준, 『통합도산법』, 법률출판사, 2013, 6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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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절차적침해죄가 있다. 절차적침해죄에는 회생수뢰죄, 회생증뢰죄, 경영참가금지

위반죄, 무허가행위 등의 죄, 보고와 검사거절의 죄, 구인불응죄, 파산수뢰죄, 파산

증뢰죄, 재산조회결과의 목적 외 사용죄, 설명의무위반죄 등이 이에 해당된다.

현재 통합도산법상의 도산범죄의 보호법익은 총체적으로 ‘도산절차의 적정성 보

장’이라 할 수 있고, 이를 세분화하면 ‘총 채권자의 재산상이익’(실질적 도산범죄)과 

‘도산처리절차의 원활한 수행’(절차적 도산범죄)으로 나눌 수 있다.24) 

  2. 채무자회생법에 규정된 도산범죄 

   (1) 사기 파산 및 회생 죄

    1) 주체

사기 파산 및 회생 죄의 주체는 채무자이다. 법인도 채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는 않지만 법조문에 법인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는 이상 법인에 대한 처벌

은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기파산죄의 경우 채무자회생

법 제650조 제2항에 의해 수탁자, 신탁재산관리인, 수탁자의 법정대리인, 수탁자의 

지배인 또는 법인인 수탁자의 이사도 본 죄의 주체가 된다. 사기회생죄의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제643조 제2항에 의해 채무자의 법정대리인, 법인인 채무자의 이사, 

채무자의 지배인은 채무자와 같이 이 법을 위반하면 처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2) 객관적 구성요건

채무자회생법 제650조(사기파산죄)25) 와 제643조(사기회생죄)26) 의 객관적 구성

24) 이천현, “통합도산법상의 벌칙규정 검토”, 『한양법학』, 2017. 2, 429쪽.

25) ① 채무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다

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그 파산선고가 확정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을 하는 행위

   2. 파산재단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는 상업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그 장부에 재산의 현

황을 알 수 있는 정도의 기재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상업장부에 부정의 기재를 하거나, 그 상

업장부를 손괴 또는 은닉하는 행위

   4. 제4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사무관등이 폐쇄한 장부에 변경을 가하거나 이를 은닉 또는 손괴

하는 행위 

26) ① 채무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행위를 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그 채무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

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채무자의 재산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에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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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인 채무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각 

호의 행위를 함, 즉 “재산의 은닉·손괴·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제1

호], “허위로 부담을 증가시키는 행위”[제2호] 등의 행위를 하여야 하며, 그 행위

의 시기는 파산선고 전후, 회생개시결정 전후를 불문한다. 사기파산죄 조문에는 “채

무자가 파산선고 전후를 불문하고”라고 명문으로 그 행위 시기 제한을 두지 않고 

있는 반면, 사기회생죄 조문에는 그러한 규정이 없으나 해석상 회생개시결정 전후

를 불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채무자회생법상 “허위로 부담을 증가시키는 행위”란 파산재단 및 회생재단에 속

하는 재산에 저당권이나 질권 등 담보권을 설정하는 행위, 재단채권이나 파산채권

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허위 채무부담 등이 전형적인 경우이다.

예를 들어 기업의 대표가 회생신청 전에 적극적으로 타인과 채권·채무관계가 없

음에도 마치 타인으로부터 수억원을 빌린 것처럼 차용증과 영수증을 허위로 만들

고, 법원에서 그 차용금 등의 사용처를 소명하라고 하자 직원들에게 격려금을 준 

것으로 허위의 확인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행위가 위 요건에 부합되는 사례이다. 

    3) 주관적 구성요건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고의는 채무초과, 지급불능의 우려 등 파산에 이를 우려 내

지 회생절차개시원인을 이루는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 채권자

를 해할 목적이란 특정채권자가 아닌 총채권자를 해할 목적을 의미한다. 채무자의 

은닉 등 행위와 파산선고 등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필요하지 않고 사기파산·회생 행

위시에 존재한 파산, 지급불능의 우려가 지속되어 파산신고 등 결정에 이른 경우면 

족하다. 

    4) 채무자회생법 위반과 형법상 사기죄의 관계

사기파산·회생죄는 그 구성요건 상 파산재단 또는 채무자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을 하는 행위와 파산재단 또는 채무자

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등을 하면 그것으로 충족되고 나아가 채무자가 

실제로 재산상 이익을 볼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있다. 반면 사기죄는 파산, 회생 

재판 과정에서 채권자 및 법원을 기망하여 파산선고 또는 면책결정을 받아 면책 받

은 재산상 이익 상당을 취득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입법취

    2. 채무자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는 상업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그 장부에 재산의 현

황을 알 수 있는 정도의 기재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상업장부에 부정의 기재를 하거나, 그 상

업장부를 손괴 또는 은닉하는 행위

    4. 부정수표단속법에 의한 처벌회피를 주된 목적으로 회생절차개시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

청을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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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와 구성요건 상 별개의 범죄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실무적으로는 사기파산·회생죄를 범하는 채무자의 경우 대부분 재산상 이익을 취

득하고 있기 때문에 사기파산죄로만 기소할 경우 법원에서 무죄 가능성이 있는 사

건의 경우 사기죄와 경합해서 기소하기도 한다. 

   (2) 제3자의 사기회생 및 파산죄

채무자회생법 제644조 및 654조는 제3자가 제643조 사기회생죄, 제653조 사기

파산죄에서 금지한 규정을 위반하면 처벌하는 규정이다. 제644조 제2항 조문을 보

면 대표적인 제3자로서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 지분권자이고 이들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을 해할 목적으로 허위의 권리를 행사하는 행

위가 금지된다.  

   (3) 사기회생죄에 대한 특칙

채무자회생법 제644조의2에서는 제 231조의227) 또는 제243조28)의 적용을 면탈

할 목적으로 거짓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고,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해당 정보를 제공하거나 해당 자료를 제출한 자를 처벌하고 있

다.

   (4) 회생수뢰죄

27) 채무자회생법 제231조의2 『① 회생계획안이 제5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회생계획안을 관계인 집회의 심리 또는 결의

에 부치지 아니 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중대한 책임이 있는 행위로 인하여 

회생절차개시의 원인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것 가. 회사의 채무자의 이사(상법 제401조의 제1항에 따라 이

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나 해당 이사와 제101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 나. 회사인 채무자의 

감사, 다. 회사인 채무자의 지배인, 2. 제5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할 것, 가.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자금제공, 담보제공이나 채무보증 등을 통

하여 제5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한 경우, 나. 현재 및 과거

의 거래관계, 지분소유관계 및 자금제공관계 등을 고려할 때 제1호에 해당하는 자와 채무자의 경영권 인수 

등 사업 운영에 관하여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다. 제1호에 해당하는 자와 배우

자, 직계혈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28) 채무자회생법 제243조 ① 법원은 다음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할 수 

있다. 1. 회생절차 또는 회생계획이 법률의 규정에 적합할 것, 2. 회생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아야 하며 

수행이 가능 할 것, 3. 회생계획에 대한 결의를 성실·공정한 방법으로 하였을 것, 4. 회생계획에 의한 변제방

법이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 각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하게 변제하는 내용일 것, 다

만, 채권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 합병 또는 분할합병을 내용으로 한 회생계획에 관하

여는 다른 회사의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의 승인결의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6. 회생계획에서 

행정청의 허가·인가·면허 그 밖의 처분을 요하는 사항이 제2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청의 의견과 중요

한 점에서 차이가 없을 것, 7.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에 관하여는 다른 회사의 주주

총회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계약서의 승인결의가 있을 것, ② 회생계획의 인가 여부 결정에 이르기까지의 절

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는 경우에도 그 위반의 정도, 채무자의 현황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회생

계획을 인가하지 아니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원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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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위원, 조사위원, 간이조사위원, 회생위원, 보전관리인, 관리인(국제도산관리인 

포함), 고문이나 관리인 또는 보전관리인·회생위원의 대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

물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 처벌한다.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 지분권자, 이들의 대리위원 또는 대리인, 임원 

또는 직원이 관계인집회의 결의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요구 약속한 때에도 처벌한

다(채무자회생법 제645조).

   (5) 회생증뢰죄

채무자회생법 제645조 제1항 기재 관리위원 등에게 뇌물을 약속 또는 공여하거

나 의사표시를 한 자를 처벌한다.

   (6) 경영참여금지위반죄

법인인 채무자의 회생절차 개시 원인이 이사 또는 대표이사에 의한 채무자 재산

의 도피, 은닉 또는 고의적인 부실경영 등의 사유일 때는 이사 또는 대표이사 직에 

유임 할 수 없고 회생절차의 종결이 있은 후에도 이사 또는 대표이사를 할 수 없

다. 이와 같은 규정을 위반하여 회생절차종결 또는 간이회생절차종결 후 채무자의 

이사로 선임되거나 대표이사로 선정되어 취임한 자에 대해 처벌하고 있다(채무자회

생법 제647조).

   (7) 무허가행위 등의 죄

관리인, 파산관재인(국제도산관리인 포함) 또는 보전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야 하는 행위를 허가를 받지 않고 행한 경우, 관리인 또는 보전관리인이 법원에 허

위의 보고를 하거나 임무종료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산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처벌하는 조항이다(채무자회생법 제648조).

   (8) 보고와 검사거절의 죄

법원이 회생계획안 배제 또는 불인가 결정의 사유가 존재하는지를 확인 할 수 있

도록 채무자, 관리인, 그 밖의 이해관계인 등에게 정보제공이나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있도록 하고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공을 거부·기피 또는 방해하거나 

거짓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는 자에 대해 처벌하고 있다.

위 처벌 조항은 기업 경영파탄에 책임 있는 사주가 회생절차를 이용하여 거액의 

채무를 탕감 받은 후 자신과 이행관계를 같이하는 사람을 이용하여 해당 회사를 다

시 인수하는 문제점을 막기 위해 2015년 1월 16일부터 처벌조항이 시행되었다(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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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회생법 제649조). 

   (9) 과태파산죄

채무자가 파산의 선고를 지연시킬 목적으로 신용거래로 상품을 구입하여 현저히 

불이익한 조건으로 이를 처분하고,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도 특정 채

권자에게 이익을 줄 목적으로 담보를 제공하거나 특정 채무자에게 채무를 소멸해 

주는 행위, 상업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상업장부에 재산의 현황을 알 수 있는 정

도로 기재하지 않거나 부정의 기재, 상업장부를 은닉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하고 파

산선고가 확정된 경우 이를 처벌하는 조항이다.

채무자의 법정대리인, 법인인 채무자의 이사, 채무자의 지배인도 위와 같은 행위

를 한 경우 처벌된다(채무자회생법 제651조).

   (10) 구인불응죄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채무자회생법 제319조),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법정

대리인, 채무자의 이사, 채무자의 지배인,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의 경우 상속인과 

그 법정대리인 및 지배인(채무자회생법 제320조), 유한책임신탁재산에 대한 파산선

고를 한 경우 수탁자 또는 신탁재산관리인, 수탁자의 법정대리인, 수탁자의 지배인, 

법인인 수탁자의 이사(채무자회생법 제578조의6)에 대해 법원에서 구인명령을 할 

수 있고, 구인의 명을 받은 자가 그 사실을 알면서도 파산절차를 지연시키거나 구

인의 집행을 회피할 목적으로 도주한 때에는 이를 처벌한다(채무자회생법 제653

조).

   (11) 파산수·증뢰죄

파산관재인(국제도산관리인 포함) 또는 감사위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

수·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 이를 처벌하고 파산채권자, 파산채권자의 대리인, 파산채

권자의 이사가 채권자집회의 결의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도 

이를 처벌한다. 위 사람들에게 뇌물을 약속 또는 공여하거나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도 처벌 한다(채무자회생법 제655조 내지 제656조).

   (12) 재산조회결과의 목적외사용죄

법원은 필요한 경우 관리인·파산관재인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

로 채무자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해 조회할 수 있고 재산조회의 결과를 회생절차, 파

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를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고 그 외 목적으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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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경우 이를 처벌한다(채무자회생법 제657조).

   (13) 설명의무위반죄

채무자 및 그 대리인, 채무자의 이사, 채무자의 지배인은 파산관재인·감사위원 또

는 채권자집회의 요청에 의하여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해야 한다. 또한 유

한책임신탁재산에 대한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수탁자 또는 수탁자 신탁재산관리인, 

수탁자의 법정대리인, 수탁자의 지배인, 법인인 수탁자의 이사는 설명의 의무가 있

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설명을 하지 않거나 허위의 설명을 한 때에는 이를 처벌한다

(채무자회생법 제658조).

 3. 형법법규 위반과 결합된 도산범죄

   (1) 도산기업 대표 및 임직원들의 횡령행위

       1) 비자금의 조성 및 문제점

도산기업 대표 또는 임직원들이 회사의 재정 및 경영 상태에 대해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으므로 향후 도산절차 진행이 될 것을 예상하고 회사재산을 임의로 빼돌

려서 비자금을 조성하여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인 횡령죄가 대표적인 

범죄일 수 있다.

형법상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

부한 때 성립한다. 그런데 비자금 조성행위 자체만으로는 원칙적으로 횡령죄가 성

립하지 않는다.29) 비자금조성 행위 자체만으로는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렵고 

이와 같이 조성된 비자금을 회사를 위해서가 아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을 때에 

비로소 횡령죄로 처벌할 수 있다.

      2) 비자금과 불법영득의사 

회사나 단체의 임직원이 비자금을 조성하여 이를 개인적인 목적에 사용한 경우라

29)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법인의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법인의 자금을 이용하여 비자금을 조성하였다고 하

더라도 그것이 당해 비자금의 소유자인 법인 이외의 제3자가 이를 발견하기 곤란하게 하기 위한 장부상의 

분식에 불과하거나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 법인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법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착복할 목적

으로 법인의 자금을 빼내어 별도로 비자금을 조성하였다면 그 조성행위 자체로써 불법영득의 의사가 실현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행위자에게 법인의 자금을 빼내어 착복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법인의 성격과 

비자금의 조성 동기, 방법, 규모, 기간, 비자금의 보관방법 및 실제 사용 용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

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11015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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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불법영득 의사를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그러나 비자금을 조성하여 사용한 

임직원이 비자금을 회사나 단체의 목적 또는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

서 불법영득의사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불법영득의사를 입증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더구나 비자금의 사용처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는 경우라면 불법영득의사를 입증하

기가 더더욱 어렵다.

비자금이 회사의 장부상 일반 자금 속에 은닉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당해 비

자금의 소유자인 회사 이외의 제3자가 이를 발견하기 곤란하게 하기 위한 장부상의 

분식에 불과하다면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30) 비자금 조성행위에 대한 

불법영득의사의 유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비자금 조성의 동기 및 절차, 비자금 보

관에 관한 사정, 보관중인 비자금의 용도, 비자금의 조성 기간 및 반환에 관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비자금의 특성상 그 조성과 사용이 은밀하게 이루어져 그에 연루된 내부자 이외

에는 사실상 그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운 점, 통상적으로 주식회사 대표이사는 경영 

전반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대표이사와 재무담당자가 비자금조성을 지시하거나 

또는 협력하지 아니하는 한 비자금조성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회사 대표가 비자금을 조성한 다음 그 조성된 자금을 인출하여 사

용하였는데,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는 사용처 자체가 법적인 

관점에서 회사를 위한 사용이라고 평가될 수 없는 것이거나, 대표이사의 설명을 쉽

사리 믿기 어려운 경우, 이러한 금원은 불법영득의 의사로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31)

      3) 비자금의 횡령행위 성립시기

회사 대표이사가 법인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법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거나 개

인적인 용도로 착복할 목적으로 법인의 자금을 빼내어 별도로 비자금을 조성하였다

면 그 조성행위 자체로써 불법영득의사가 외부적으로 표현된 것으로 횡령행위가 된

다. 

불법영득의사를 부인할 경우 법인의 성격과 비자금 조성의 동기·방법·규모, 조성

기간, 비자금의 보관방법 및 실제 사용용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때 비자금 조성의 동기가 개인적 동기인지, 조성방법에 있

어서 결재자 등 상급자에게도 비밀로 한 것인지 공개적으로 조성한 것인지, 비자금 

조성의 규모나 기간이 조성의 동기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다하거나 장기간인지, 비

자금의 보관방법이 법인 관계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보관하는 등 자금추적이 어려

운 상황인지, 실제 사용용도가 사적인 용도인지 여부 등을 검토해야 한다.32)

그러나 비자금의 조성 단계에서는 아직 이를 불법영득의사의 외부적 표현행위로 

30) 대법원 2006. 6. 27. 선고 2005도2626 판결.

31)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도2807 판결.

32) 한석훈, 「기업범죄의 쟁점 연구」, 법문사, 2013, 25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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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할 수 없다면, 나중에 비자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는 등 법인과는 관련 없

이 사용하는 구체적 사용 행위시에 비로소 횡령행위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4) 판례검토

법인의 회계장부에 올라 있는 자금이 아니라 법인의 운영자인 관리자가 회계로부

터 분리시켜 별도로 관리하는 법인의 비자금에 있어서 그 조성행위가 법인을 위한 

목적이 아니고 행위자가 법인의 자금을 빼내어 착복할 목적으로 행하였음이 명백히 

밝혀진 경우라면 조성행위 자체로써 불법영득의 의사가 실현된 것으로 횡령죄의 성

립을 인정하는 판결이 있다.33) 이 사건은 회사 대표가 4년간 117억원 상당의 비자

금을 조성하여 골동품, 도자기 구입 등 개인적인 용도로 80억원을 사용한 사안으

로, 대법원은 조성한 비자금 중 일부를 회사업무에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조성행

위 당시에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다.

반면, 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대표이사 등이 금융실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위반하여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비자금을 조성한 행위가 범죄수익은닉의 규

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3조 위반(범죄수익 등의 은닉 및 가장)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변칙회계처리를 통하여 법인의 자금을 빼내어 개인적으로 

착복할 목적으로 행하여졌음이 명백히 밝혀진 경우라면 그 조성행위 자체로써 불법

영득의사를 실현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지만, 이 사건에서는 비자금 조성의 

주재자가 그 법인의 대표이사이고 그가 비자금의 집행을 최종적으로 관리 및 결재

하였으므로 그 자금은 여전히 법인의 관리 아래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이는 점, 동일한 수법으로 조성된 비자금 중 상당부분은 그 사용처를 알 수 없거

나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증거가 부족하여 결국 그 부분은 공소제기 

된 횡령액에 포함되지 아니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법인의 

자금을 인출하여 차명계좌에 보관한 행위가 그 인출금을 법인의 자금으로 별도 관

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불법영득의사의 실행으로 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을 만

큼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부족하고, 그 일

부를 개인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비로소 불법영득의사가 명백히 표현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이 변칙회계처리를 거쳐 인출한 법인의 자금이나 이를 

차명계좌에 입금하여 관리중인 자금은 아직 횡령의 범죄행위가 성립되기 이전 단계

의 것으로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범죄수익’에 해

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비자금 조성과정에서 피고인들이 현금을 수표로 교체 

발행하거나 차명계좌 사이에서 계좌이체를 한 행위를 무죄로 판시하였다.34)

비자금 관련 횡령에 관한 불법영득의사의 입증방법에 관한 판례는 다음과 같

다.35) 피고인 회사의 비자금을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비자금을 회사를 위

33) 대법원 2006. 6. 27. 선고 2005도2626 판결.

34)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6도3039 판결.

35) 한석훈, 앞의 책, 255~25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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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인출·사용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불법영득의사의 존재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피

고인이 주장하는 비자금의 사용이 회사의 운영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비용

에 대한 지출이나 부담으로서 회사가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볼 수 

있는지, 비자금 사용의 구체적인 시기·대상·범위·금액 등에 대한 결정이 객관적·합리

적으로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등을 비롯하여 그 비자금을 사용하게 된 시기, 

경위,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비자금 사용의 주된 목적이 피고인의 개

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아니면 불법영득의사의 존재

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적인 비자금의 조성과정이

나 비자금의 성격 등에 비추어 볼 때, 비자금의 사용에 관하여 회사의 내부규정이 

존재하지 않다거나 이사회 결의 등 내부적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

한 사정만으로 바로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것은 아니다.

만일 피고인이 보관·관리하고 있던 회사의 비자금이 인출·사용되었음에도 피고인

이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된 자금이 그 비자금과는 다른 자금으로 충당된 것으로 드러나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비자금이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피고인이 비자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피고인이 그 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횡령한 것으로 추단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와 달리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비자금의 행방이나 사용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고 이에 부합하는 자료도 있다면, 

피고인이 그 보관·관리하고 있던 비자금을 불법영득의사로 인출하여 횡령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36)

불법영득의사의 외부적 표현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었다는 점은 검사가 법관으

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증명하여야만 한다.37)

   (2) 도산기업 이사의 배임행위

     1) 차입매수(LBO)와 배임죄

도산절차 과정에서 기업의 대표이사 또는 이사는 인수·합병을 통해 회사경영을 

정상화 시키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다. 이때 차입매수38) 방식으로 기업인수를 하는 

경우 인수인은 대상회사의 가치와 자신의 신용을 활용하여 조달한 자금으로 대상회

36)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4784 판결.

37)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도9318 판결.

38) 차입매수(Leveraged Buyout : LBO) 방식 기업 인수란 타인으로부터 인수자금을 차입하여 기업을 인수하면

써(인수 대상 기업이 회사인 경우에는 그 주식 매수로 인하여 경영권 취득) 인수 대상 기업으로 하여금 그 

차입금 채무의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그 채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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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 경영권을 취득함으로써 경영성과로 차입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대상회사에 대

한 구조조정 등 효율성 증대와 재무구조 및 경영의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게 되는 

순기능을 갖게 된다. 반면, 대상회사의 부채비율이 지나치게 과다할 경우에는 대상

회사를 파산에 이르게 할 수도 있고, 인수인의 투기행위 등 개인적 이득을 위하여 

차입매수를 남용하는 역기능도 예상할 수 있다.39)

배임죄는 손해발생의 위험이 있으면 이미 손해가 있다고 하게 되므로 회사에 현

실적으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회사 재산 가치의 감소라고 볼 

수 있는 재산상 손해의 위험이 발생한 경우도 배임죄가 성립하게 된다.40)

차입매수는 실질적으로 인수인의 자금으로 회사를 합병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회

사의 자산이나 가치를 담보로 인수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므로 이에 응하는 대상회

사에 손해를 가하는 배임행위를 가하는 것이 아닌지가 쟁점이 된다.

    2) 차입매수(LBO)의 유형

차입매수의 구체적인 유형은 매우 다양할 수 있지만, 크게 담보제공형, 합병형 및 

환급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담보제공형은 인수인 또는 인수인이 설립한 특수목적회사(Special Purpose 

Company, 이하 ‘SPC’라 함)가 인수자금을 차입하여 대상회사의 주식취득을 통하여 

경영권을 취득하고 대상회사의 자산을 그 차입금의 담보로 제공하거나 대상회사로 

하여금 보증하게 하는 유형이다.

합병형은 인수인이 대상회사 주주들과의 기업인수 합의를 거쳐 SPC를 설립한 후 

SPC로 하여금 인수자금을 차입하여 대상회사의 주식이나 채권을 취득하게 하고 그 

주식이나 채권을 차입금의 담보로 제공하며, 그 후 대상회사를 합병함으로써 실질

적으로 대상회사도 차입금 채무를 부담하게 하는 유형이다.

환급형은 인수인 또는 인수인이 설립한 SPC가 인수자금을 차입하여 대상회사의 

주식취득을 통하여 경영권을 취득하고 대상회사로 하여금 유상감자나 이익배당을 

실시하게 하여 차입금을 상환하는 유형이다.

    3) 회생기업 LBO 담보제공행위와 배임죄의 고의

업무상배임죄의 고의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고,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득을 주려

는 의사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행위가 임무에 위배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할 

것이다.41) 

배임죄의 고의는 결국 간접사실을 통해서 증명 할 수밖에 없을 것이므로 고의의 

39) 한석훈, 앞의 책, 170~171쪽.

40) 강동욱, “이사 등의 경영행위에 대한 배임죄의 성립범위”, 『한양법학』, 2013, 2, 14쪽. 

41) 대법원 2000. 11. 24. 선고 99도82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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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에 관련해서는 실제 사안에서 일률적인 유형으로 나눌 수 없고 개별·구체적으

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간접사실에 의해 배임죄 성립을 인정한 사례에서 대법원은 

피고인이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문제가 된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배임죄의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배임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고

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

고, 피고인이 본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사는 부수적일 뿐이고 이득 또는 가해의 

의사가 주된 것임이 판명되면 배임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42)

회생회사의 기업인수 및 합병에서의 LBO라는 점이 배임죄의 고의에 고려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회생기업은 법원의 주도하에 인수계획안이 검토된다. 그렇다면 

법원이 만일 LBO방식의 인수를 승인하였다면 그 자체로 고의가 없어지는 것은 아

니지만 긍정적인 요소는 된다고 본다. 역으로 회생계획변경을 위해서 제시된 인수

계획에 LBO가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다고 해서 배임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의도적으로 기망하려고 하였다면 부정적인 요소가 될 수도 있다.43) 

    4) 차입매수(LBO) 관련 판례

 

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면, 배임죄에서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

인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손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

도 포함되고, 일단 손해의 위험을 발생시킨 이상 나중에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하여

도 배임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또한 주식회사 상호간 및 주식회사와 주주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존재로서 동

일인이라 할 수 없으므로, 1인 주주나 대주주라 하여도 그 본인인 주식회사에 손해

를 주는 임무위배행위가 있는 경우는 배임죄가 성립하고, 회사의 임원이 사실상 주

주의 양해를 얻고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마찬가지 이다.

기업 인수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그 인수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을 받고 나중에 대상회사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이른바 LBO방식을 사용하는 

경우에, 대상회사로서는 주 채무가 변제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담보로 제공되는 자

산을 잃게 되는 위험을 부담하게 된다.

그러므로 인수인이 대상회사의 위와 같은 담보제공으로 인한 위험부담에 상응하

는 대가를 지급하는 등의 반대급부를 제공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다. 그

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수인 또는 제3자에게 담보가치에 상응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대상회사에게 그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부도로 인하여 회사정리절차를 진행 중인 주식회사의 경우도 그 회사의 주주나 

채권자들의 잠재적 이익은 여전히 보호되어야 하므로, 대상회사가 회사정리절차를 

밟고 있는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결론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42)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8도484 판결.

43) 최승재, “대법원 판결로 보는 차입매수와 배임죄”, 『법과기업연구』 제5권 3호, 2015. 12, 6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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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배임죄의 고의가 인정되려면,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본인에

게 재산상 손해를 가한다는 의사와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 이득을 주려는 의

사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의 행위가 임무에 위배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할 것

인 바, 피고인이 피해자 본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부수적일 뿐이고 이득 또는 가해의 의사가 주된 것임이 판명되면 배임죄의 고

의가 인정된다.

피고인은 서류상 회사인 SPC가 A사의 주식 및 B사에 대한 정리채권 등을 인수

하기 위한 금융기관 대출금의 담보로 A사의 자산을 제공하였으면서도 그 담보제공 

부담에 상응하는 반대급부를 제공하거나 최소한 그 대출금이 상환될 때까지 SPC가 

인수한 주식, 채권 등이 임의로 처분되지 못하도록 A사 또는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

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위 대출금을 모두 A사의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였고, 위 

담보제공 후 A사의 경영 정상화를 위하여 노력하였다 하더라도, 위 대출은 기본적

으로 SPC의 A사 경영권 인수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 대출

로 인한 직접적 이득은 A사에 귀속된다 할 수 없고 SPC의 이익을 위한 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피고인이 그 대출을 위하여 정당한 반대급부 등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A사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한 것 역시 실질적으로 피고인 또는 SPC의 이

익을 위하여 A사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배임의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44)

이와 같이 법원은 담보제공형 차입매수에 대해 배임죄의 고의를 인정하는 취지로 

판결을 유지하다가, 최근 대법원 판결45)을 통해 반대급부가 제공되지 않으면 그 자

체로 배임의 범의를 인정하던 입장을 완화해서 인수회사의 인수대금 중 자기자본 

비중이 높고 거래 전체로 보아 피인수회사의 경영을 개선하려는 동기, 목적이 인정

되는 경우 배임의 고의가 부정될 수 있다고 하여 최초로 제한적으로 담보제공형 

LBO를 허용하였다.

대법원 판례상 경영판단의 원칙은 이사의 선관주의의무를 구체화한 것으로서 그 

의무의 내용이나 그 의무의 위반여부에 대한 심사기준으로서 기능한다. 동 원칙의 

인정근거는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이사에게 광범위한 재량을 허용하되 이사

가 회사경영에 있어서 위험을 수반한 혁신적인 행동을 할 것을 조장하는 데에 있

다. 만일 담보 제공행위 등이 경영판단의 일부로서 합리성이 담보된다면 그 경우에

는 배임죄의 고의를 부정할 수 있을 것이다.46)

또한, 이와 관련해서 LBO는 외형상 인수인에는 유리하나 대상회사에는 불리한 

거래처럼 보이지만 LBO 전 과정을 살펴보면 적정한 절차와 내용으로 이루어진 

LBO는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거래이다. 오늘날 기업경영에서 경영자의 창의

성과 경영역량은 인적 자원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LBO는 뛰어난 역량과 안목을 가진 것을 전제로 하는 모험적이고 고위험군에 해당

44)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도7027 판결.

45)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도9148 판결.

46) 최승재, 앞의 글, 6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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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투자기법이다. LBO에서 급부와 반대급부의 동등성 또는 반대급부의 내용을 

금액으로 한정하는 것은 어쩌면 시대에 뒤떨어진 기준일 수도 있다.47) 

이와 같이 최근 LBO 판결을 보면 거래 구조보다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배임의 

고의를 판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3) 전문자격자들의 불법 명의대여

도산절차 중 개인회생의 경우 신청인들 자신이 직접 개시신청서, 변제계획안 등

을 작성하지 못해 변호사, 법무사 사무실에 의뢰해서 작성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개인회생신청 서류가 처음 접하는 사람에게는 생소하고 다소 어려워 보이나 법률문

서로서는 비교적 간이하고 정형화되어 있어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사람은 반복적으

로 숙달될 수 있는 분야로 취급되고 있다.

특히, 개인회생절차와 같은 비송사건은 법정에서 재판절차 없이 제출된 서류만으

로 판단하고 있어 비자격자인 브로커가 명의를 대여 받아 법률사무를 취급하게 되

었고 그에 따른 각종 부작용으로 사회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와 같은 브로커와 명의를 빌려준 전문자격자들에 대해서는 변호사법위반으로 

처벌 하고 있다. 변호사법위반에 있어 명의대여에 대한 법리를 살펴보면,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는 변호사가 아닌 자가 대가를 받고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것을 금지

하고 있고, 같은 법 제34조 제3항은 위 제109조 제1호에 정한 변호사가 아닌 자에

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9조 제2호는 위 

조항을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48)

한편, 변호사가 자신의 명의로 개설한 법률사무소 사무직원에게 자신의 명의를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 위반행위를 하고, 그 사무직원이 그 

변호사의 명의를 이용하여 법률사무를 취급함으로써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위반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취급한 법률사건의 최초 수임에서 최

종 처리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인 과정, 법률 종류와 내용, 법률사무의 성격과 그 처

리에 필요한 법률지식의 수준, 법률상담이나 법률문서 작성 등의 업무처리에 대한 

변호사의 관여 여부 및 그 내용·방법·빈도, 사무실의 개설 과정과 사무실의 운영 방

식으로써 직원의 채용·관리 및 사무실의 수입금 관리의 주체·방법, 변호사와 사무직

원 사이의 인적관계, 명의 이용의 대가로 지급된 금원의 유무 등 여러 사정을 종합

하여, 그 사무직원이 실질적으로 변호사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자신의 책임과 계

47) 김대연, “차입매수의 공정성과 이사의 책임”, 『기업법연구』제32권 제3호, 2018. 9, 208쪽.

48) 변호사법 제34조(변호사가 아닌 자와의 동업 금지 등) ③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은 제109조제1호 또는 제

112조 제1호에 규정된 자로부터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을 알선 받거나 이러한 자에게 자기의 명의

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할 수 있다.

    1. 변호사가가 아니면서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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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으로 법률사무를 취급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49) 또한, 

변호사가 법률사무소의 비용 지출을 관리하며 법률사무소를 운영하였다고 하더라도 

비변호사로 하여금 변호사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본인의 책임과 계산으로 법률

사무를 취급하도록 하였다면, 변호사의 이러한 행위는 변호사법위반에 해당된다.

최근 비변호사에게 명의를 대여해 준 A변호사가 변호사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

게 되자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무직원에게 변호사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것은 불가피한데도 이를 처벌하는 것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 한다”는 헌법소원

을 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헌법재판소 결정요지를 보면, “명의 및 이용의 문언적의미, 비변호사와의 동업·제

휴·결탁 등의 행위를 금지한 변호사법 관련규정의 내용, 법률전문가로서 변호사 자

격제도를 유지하고 사건당사자 등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을 

종합하여 보면, 심판대상조항이 금지하는 명의 이용이란 ‘변호사법이 정하는 자격요

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가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

여 소송사건·비송사건 등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법률사무를 취급하는데 이익을 줄 

방편으로, 변호사가 비변호사에게 변호사로서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신의 이름을 

사용하게 허락하는 것’으로 충분히 해석될 수 있고, 통상적인 법 감정과 전문성을 

지닌 변호사라면 심판대상조항의 의미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심판

대상조항은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변호사가 비변호사에게 법률사무 처리에 있어 자신의 명의를 이용하도록 하는 것

을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로 제재하는 것은 필요성이 인정되며, 징계처분 

등 완화된 입법수단만으로 위험방지에 충분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한편, 심판대상

조항은 법원이 벌금형을 선택하거나 징역형을 선택하더라도 선고유예·집행유예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련규정은 구체적인 선고형에 따라 변호사 결격사유와 

결격기간을 달리 규정하고 있어, 심판대상조항을 위반하게 된 구체적인 불법성의 

정도에 따라 변호사의 직업의 자유제한을 최소화 하고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

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50)고 하였다.

  

   (4) 개인회생절차 신청 직전 금융 채무의 사기행위 

개인회생신청자의 급격한 증가와 개인회생개시신청에 대한 높은 인용율의 이면에

는 개인회생신청 직전 채무에 대한 사기 고소가 상대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특히 

개인회생신청 직전 금융권에 대출 신청을 하고 대출을 받은 경우 사기성 여부가 쟁

점이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개인회생신청자가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에 임박했을 무렵에는 이미 기존 금융

49)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1도14198 판결.

50) 헌법재판소 2018. 5. 31. 선고 2017헌바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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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대출은 초과 상태여서 제1금융권에서는 대출이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중

금리 대출을 취급하는 제2금융권에서 조차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는 형편은 되지 

않아 제3금융권인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대부업체의 경우 대출신청자들의 신용상태가 좋지 않은 사실을 이미 알고 있고 

따라서 신용상태에 비례해서 고금리의 대출을 승인해 주었음에도 이후 대출을 받은 

채무자의 개인회생신청 행위에 대해 기계적으로 사기죄로 고소하고 있다.51)

이와 같은 대부업체의 사기 고소 사건은 실무적으로 대부분 불기소 처분하고 있

지만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대출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금융권 채무 외 사채 

등에 대해 제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같은 날 여러 은행을 상대로 대출 신청을 해서 

금융권 채무 전산조회에 확인되지 않는 방법으로 다수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난 

뒤 개인회생신청하는 경우 채무자가 대부업체를 속이고 대출을 받았다고 판단해서 

사기죄로 기소를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아직까지 확정적으로 정립되고 있지 않고 

있다. 

   1) 하급심의 무죄 판시요지

최근까지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면 하급심에서 유·무죄의 판결이 엇갈리고 있다. 

하급심의 무죄 이유는 다음과 같다.

채무자회생법상 개인파산·면책제도의 주된 목적 중의 하나는 파산선고 당시 자신

의 재산을 모두 파산배당을 위하여 제공한, 정직하였으나 불운한 채무자가 채무로 

인한 압박을 받거나 의지가 꺾이지 않고 앞으로 경제적 회생을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 채무자회생법은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

의 법률관계를 조정하고 파산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309조에서 

법원은 파산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법 제564조 제1항의 각 호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면책을 불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

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등 같은 법 제566조의 각 호의 청구권은 면책대상

에서 제외하며, 같은 법 제569조에 따라 채무자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는 등 사기파산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거나 채무자가 부정한 방법으

로 면책을 받는 경우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면책이 취소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파산·면책제도를 통하여 면책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차용금 사기죄의 

인정 여부는 그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채무가 면책대상에서 제외되어 경제적 회생을 

도모하려는 채무자의 의지를 꺾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보다 신중한 

판단을 요한다.52)

51) 대부업체 대출약정서에 개인회생신청금지 문구를 기재하고 대출신청자가 대출 이후 이를 어기고 개인회생 

신청할 경우 수사기관에 사기죄로 고소하고 있다.

52)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54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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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

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

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

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53)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

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

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

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

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54)

사기죄는 다른 사람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터 잡아 재물의 교

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고,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

은 널리 재산적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녀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하며, 어떤 행위가 다른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

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55)

설령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다른 대출채무의 존재를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더

라도, 금융기관이 대출에 앞서서 대출 희망자의 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것은 기본적

인 절차이고 이를 통해서 다른 금융기관 채무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던 점, 피해 

은행의 대출 여부나 대출조건의 결정은 동시 대출 ‘신청’의 존재 여부가 아니라 대

출 당시 실제로 선행 ‘대출’이 실행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될 부분이라고 할 것

이다.

이 사건 대출 직후 A저축은행과 B저축은행으로부터 합계 800만원 가량 대출 받

았지만 이는 이 사건 대출 이후에 실행된 것인 이상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대출 

당시 그와 같은 대출이 실행될 것인지 여부를 확실히 알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므

로,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 당시 위와 같은 동시 대출 신청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

하였다고 하여 바로 편취 의사를 인정하기도 어려운 점, 대부업체 이용자들이 고율

의 이자를 감수하면서까지 대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들이 일반 은행에서는 대

출받을 수 없을 정도로 신용도가 낮기 때문이고 이는 거래계에서 널리 알려진 사실

인데, 피해 은행이 당시 피고인에게 상당히 높은 수준의 이자율을 적용한 것은 위

와 같은 인식 하에 피고인의 낮은 신용도나 대출사고의 발생가능성을 충분히 계산

53)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6659 판결.

54) 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55) 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도274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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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결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고의가 있었다거나 피

고인의 이와 같은 동시 대출 신청 사실의 미고지 행위와 피해은행의 대출 실행 사

이에 인과관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신용상태가 좋지 못하거나 변제 자력이 부족한 개인이 금융기관을 상대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자신의 신용상태나 자력을 과장하여 고지한다고 하더라도, 금융기관, 특

히 대부업체는 대출신청인의 부채상황, 자산상태, 신용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

여 자신의 판단기준에 따라 대출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므로, 금융감독

법규에 따라 자신의 비용으로 여신심사기준 및 시스템을 구축하여 차주의 객관적인 

신용상태를 검증하고 대출승인 및 집행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마땅하고, 대출신청자

가 처음부터 대출금을 편취할 의도가 있었음이 명백하거나 대출 관련 서류를 허위

로 제출한 경우 등이 아니면 대부업체에 대한 편취 범의를 쉽게 인정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고객이 자신의 신용상태나 대출계획 등을 사실로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이를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 등을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동시대출 진행 여부는 다

른 금융기관의 신용조회 여부를 확인하거나(이러한 확인 방법이 마련되어 있는지는 

분명하지 아니하나 동시대출 진행 여부가 대출계약 체결 여부의 중요한 사항이라면 

금융기관에서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미리 마련해 두어야 할 것이다) 대출

계약 체결과 실제 대출 집행일 등의 시차를 두는 방식 등으로 얼마든지 검증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출심사 시점에서 금융기관이 고객에게 신용상태에 대한 

질문을 하고, 고객이 양호한 신용상태로 보이기 위하여 일부 사실이 아닌 진술을 

하였다고 하여 바로 기망을 구성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는 금융관련법이 예정하는 

금융기관이 부담하여야 할 거래비용을 형사사법체계와 개인에게 전가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56)고 판시하여, 사기죄에 대해 무죄 선고하고 항소심에서도 원심의 

무죄판결을 유지 하였다.

   2) 대법원의 유죄취지 파기환송 판시 요지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 은행에 대하여 다른 금융기관에 동시에 

진행 중인 대출이 있는지 여부를 허위로 고지하였고, 피해자 은행이 제대로 된 고

지를 받았더라면 대출을 실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재력, 

채무액, 대출금의 사용처, 대출일로부터 약 3개월 후 개인회생을 신청한 점 등 객

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기망행위,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및 

편취 범의가 인정된다고 볼 여지가 많다.”57)고 설시하면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

하였다.

최근 이와 같은 취지로 동시대출 및 허위 고지의 경우 하급심에서는 무죄 취지의 

5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 9. 20. 선고 2017고단1252 판결.

57)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8도82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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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을 선고하고 대법원에서는 유죄 취지 판결을 내리고 있다. 그 외 사건들에 대

해서는 채무자의 직업, 수입, 자금의 사용처 등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해서 판단하고 

있지만 법원 또는 심급 마다 유·무죄가 엇갈리고 있는 실정이다. 파기환송 이후 판

결에 대해서도 계속 관심을 가지면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제2절 도산범죄 판례분석

   

  1. 사기회생죄의 ‘재산의 은닉’ 관련 판례

사기회생죄와 사기파산죄의 쟁점은 구성요건 중 ‘재산의 은닉’을 어떻게 해석 하

는지가 문제이다. 많은 판례가 축적되지는 않았지만 아래와 같은 판례를 분석해 보

면 적극적인 재산이전 행위 없이 단순히 신고를 하지 않거나 소극적으로 일부 재산

을 누락하는 경우 ‘재산의 은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다.

   (1) 대법원 2008도6950 사건 

피고인은 다이아몬드 목걸이 1점 1억 1,800만원, 2,300만원 상당의 수표 등을 

재산목록에 기재치 아니하고, 장래수입도 축소 신고하여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여 

재산을 은닉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되었다.

대법원 판결요지를 살펴보면 “구 개인채무자회생법58) 제87조 제1호의 사기회생

죄에서 말하는 ‘재산의 은닉’은 재산의 발견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만드는 

것을 말하고, 재산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의 소유관계를 불

명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지만, 채무자가 법원에 개인회생절차개시신

청을 하면서 단순히 소극적으로 자신의 재산 및 수입 상황을 제대로 기재하지 아니

한 재산목록 등을 제출하는 행위는 위 죄에서 말하는 ‘재산의 은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59)

이 사건 1심 재판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재산의 은닉’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공소사실과 같이 개인회생신청 및 변제계획안수정신청서를 제출함에 있어 허위 

보고한 경우도 은닉이라 할 수 있는지는 논의의 여지가 있다. 개인회생채무자는 개

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의 첨부서류로 재산목록과 자신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목록 

및 그와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러한 자료가 제출되면 법원은 그 내용

에 허위나 오류가 있는지 여부와 필요한 사항이 빠짐없이 기재되어 있는지를 우선 

심사하여야 한다. 그 내용이 부실하거나 누락이 의심되는 등 자료에 덧붙여 설명이

58) 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59)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695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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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언제든지 채무자에게 금전의 수입

과 지출 그 밖에 채무자의 재산상의 업무에 관하여 보고를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산상황의 조사, 시정의 요구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법은 채무자가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를 개시신청의 

기각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나아가 법원 또는 회생위원의 보고 요구를 거절

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하는 행위, 시정 요구를 거절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보고

의무위반으로 채무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파산법60)에서는 면책불허가 사유의 하나로 사

기파산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규정하면서 별도의 파산자가 

허위의 채권자명부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 상태에 관하여 허위진술을 

한 때를 규정하고 있다. 이상의 법률 규정 내용과 그 입법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구 

개인채무자회생법은 개인회생신청 및 변제계획안수정신청서를 제출함에 있어 허위 

보고한 경우까지 사기회생죄 행위 태양의 하나인 ‘은닉’에 포섭하고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61) 

   (2) 대법원 2010도2752 사건

피고인은 전년 소득이 4,700만원 상당임에도 2,000만원 상당으로 기재하고, 피고

인 소유의 선박 명의자가 처로 되어 있는 것을 기화로 선박을 처의 소유로 기재한 

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여 재산을 은닉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이에 대해 “이 사건 선박을 피고인의 처 앞으로 이전등록한 때는 2007. 

2. 12.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한 같은 해 11. 15.로부터 약 9개월 전인 점, 피

고인의 처는 수협으로부터 3,000만원 대출을 받으면서 이 사건 선박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점 등의 사정을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선박을 피고인이 처 앞으로 

이전 등록함에 있어서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아 피고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법원에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면서 실제의 물김 판매액이 아니라 그 금액

에서 물김 생산에 소요된 자재대금 등 비용이 공제되어 입금되는 통장의 기재 금액

을 기준으로 소득액을 산정하여 물김 생산으로 인한 소득을 기재한 재산목록을 제

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질적인 물김 판매소득을 기재 하였거나 단순히 소극

적으로 자신의 재산 및 수입 상황을 제대로 기재하지 아니한 재산목록 등을 제출하

는 행위에 불과하다”고 판시62)하여 은닉 행위에 대해 좁게 해석하고 있다.  

   (3) 전주지방법원 2011노954 사건

60) 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61)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 8. 31. 선고 2007고단2622 판결.

62)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도275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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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이 실제 식당을 운영하면서도 매제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을 기화로 이를 

누락한 채 파산 신청함으로써 재산을 은닉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되었다.

1심 재판부는 이는 단순한 누락에 불과하여 재산은닉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무죄 선고하였다.63) 그러나 항소심 재판에서는 파산신청 내지 절차 진행 중 

식당을 운영하려고 하면서 사업자 명의, 신용카드 가맹계약, 임대차계약 등을 매제 

명의로 한 것은 파산선고 당시 피고인들이 가지는 재산이고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

산인 이 사건 식당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등을 은닉한 것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유죄 선고64) 되었고 상고기간을 도과하여 확정되었다.

  2. 사기파산죄 관련 판례

   (1) 대법원 2007도10770 사건

대법원은 개인파산·면책제도를 통하여 면책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차용금 사기죄

의 심리방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신중한 판단으로 채무자의 회생의지를 꺾지 말

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판결65) 주요요지는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

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

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66) 한편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

률상 개인파산·면책제도의 주된 목적 중의 하나는 파산선고 당시 자신의 재산을 모

두 파산배당을 위하여 제공한, 정직하였으나 불운한 채무자의 파산선고 전의 채무

의 면책을 통하여 그가 파산선고 전의 채무로 인한 압박을 받거나 의지가 꺾이지 

않고 앞으로 경제적 회생을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

나, 채무자회생법은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고 파산제도의 남용

을 방지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309조에서 법원은 파산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도록 하

고, 같은 법 제564조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면책을 불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등 같은 

법 제566조의 각 호의 청구권은 면책대상에서 제외하며, 같은 법 제569조에 따라 

채무자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는 등 사기파산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거나 채무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 법원의 결정에 의

63) 전주지방법원 2011. 6. 23. 선고 2011고단495 판결.

64) 전주지방법원 2011. 11. 11. 선고 2011노954 판결.

65)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770 판결.

66) 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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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면책이 취소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파산·면책제도를 통하여 면책

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차용금 사기죄의 인정여부는 그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가 면책대상에서 제외되어 경제적 회생을 도모하려는 채무자의 의지를 꺾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보다 신중한 판단을 요한다.67)

   (2) 인천지방법원 2009노3131 사건

피고인은 그의 소유인 승용차 및 피고인이 1인 이사로 등재된 주식회사의 현황을 

기재치 아니하고 파산 신청하여 재산을 은닉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사기파산죄에서 말하는 ‘재산의 은닉’은 재산의 발견을 불가능하게 하거

나, 곤란하게 만드는 것으로, 재산의 소재 뿐 아니라 소유관계를 불분명케 하는 것

도 이에 해당하지만, 단순히 소극적으로 재산 및 수입 상황을 제대로 기재하지 아

니하고 재산목록 등을 제출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면서 무죄 선고68) 한 

사건이다.

   (3)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고단2693 사건

피고인은 타인 명의로 명의신탁된 재산을 자식들에게 증여를 이유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한 후, 파산신청 하여 재산을 은닉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되었다.

법원에서는 이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 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

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재단의 재산을 은닉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유죄를 

선고한 사건으로 소유권 이전이라는 적극적 행위가 있었으므로 재산은닉 행위에 해

당하여 유죄 선고69)된 것으로 판단된다.

  3. 허위보고 등 죄 관련 판례

채무자회생법의 처벌규정인 허위보고 등은 기존 회사의 대표가 관리인으로 선임

되어 법원이 회사 내부사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법원

에 허위보고 하는 것에 대해 처벌하는 조항으로 현재까지 확인된 판례에 의하면 

‘허위보고’는 객관적으로 허위의 사실이고, 주관적으로 허위임을 인식해야 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따라서 객관적으로 허위의 사실이지만 그 정을 모르고 한 행위라면 

처벌할 수 없다.

   (1) 대법원 2012도2409 사건

67)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549 판결.

68) 인천지방법원 2010. 1. 13. 선고 2009노3131 판결.

69)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 6. 14. 선고 2012고단269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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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특정 채권자에 대한 채무 4,000만원 중 3,000만

원을 피고인이 변제하고도 회생절차 개시 후 재차 특정 채권자에 대하여 4,000만

원을 변제하여야 한다고 법원에 허위보고 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되었다.

대법원 판결요지는 허위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보고 내용이 허

위일 것과, 주관적으로 허위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 할 것인데, 피고인이 특정채권

자에게 기 제공한 3,000만원은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변제를 받는 경우 돌려받기로 

한 일종의 담보에 불과한 금원으로, 피고인에게 허위보고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취지로 파기환송70) 한 것이다.

   (2) 울산지방법원 2013고단10 사건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회사가 회생개시 결정되었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회사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재직하였다. 피고인은 회생절차 개시 법원의 허가

를 받지 아니한 회생계획에 없는 약 8억 3,000만원 상당의 채무를 임의로 변제한 

사실로 기소되어 법원에서도 허가를 받아야 하는 관리인 행위에 대하여 허가 없이 

행위한 것에 해당하여 유죄 선고된71) 사건이다. 

채무자회생법 제74조에 따르면, 결격사유가 없는 한 대표자 등을 관리인으로 선

임하여야 하는 바, 본 처벌 조항은 기존 대표자 선임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제도적 장치인 셈이다.

  

  4. 관리인의 임금 미지급에 대한 책임조각사유 관련

   (1)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2011년 11월 24일부터 (주)H의 실질적인 경영주로서 건축설계용역업

을 경영하는 사용자이자, 2012년 1월 27일부터 기업회생신청을 한 위 회사 관리인

이었던 자로서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가 회생절차개시 후 퇴직한 근로자들의 각 임

금 및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

소되었다.

   (2) 판결요지

위 사안에 대한 판결요지72)는 기업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업무의 수행과 재산의 처분을 하는 권한은 관리인에게 전속된다. 그러나 

70) 대법원 2013. 1. 31. 선고 2012도2409 판결.

71) 울산지방법원 2013. 1. 31. 선고 2013고단10 판결.

72)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도1275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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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인은 채무자나 또는 그의 기관의 대표자가 아니고 채무자와 그 채권자 등으로 

구성되는 이른바 이해관계인 단체의 관리자로서 일종의 공적 수탁자에 해당하고73),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

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기 위하여 업무수행 등을 하는 것이고, 재산의 처분이나 

금전의 지출 등의 일정 행위에 대하여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채무자

의 업무와 재산의 관리상태 등을 법원에 보고하여야 하는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법

원의 감독을 받게 된다.

이러한 회생절차에서의 관리인의 지위 및 역할, 업무수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

면, 관리인이 채무자회생법 등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금사정의 

악화나 관리인의 업무수행에 대한 법률상의 제한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근로자의 

임금 또는 퇴직금을 지급기일 안에 지급하지 못한 것이라면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의 책임조각사유로 되는 하나의 구체적인 징표가 될 수 있

다.

나아가 관리인이 그 업무수행 과정에서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는 채무자가 회생절차의 개시에 이르게 

된 사정, 법원이 관리인을 선임한 사유, 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의 관리상태,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관리인의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회생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 업무수행의 내용과 근로자를 포함한 이해관계인과의 협의 노

력, 회생절차의 진행경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 책임조각사유 요건

회생절차에서 관리인의 지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위 책임조각사유에 해당하려면 

임금 체불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회피 노력과 지급 가능성의 부존재라는 요건의 충

족은 필요하다. 그런데 대법원은 대상판결에서 회생절차에서의 관리인의 지위 및 

역할, 업무수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관리인이 채무자회생법 등에 따라 이해관

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업

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금 사정의 악화나 관리인의 업무수행에 대한 법률상의 

제한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근로자의 임금 또는 퇴직금을 지급기일 안에 지급하지 

못한 것이라면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의 책임조각사유로 하

나의 구체적인 징표가 될 수 있다고 판시하여 회생절차에서 관리인이 근로자를 포

함한 이해관계인과의 협의 노력 등 채무자회생법 등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였고, 채

무자의 자금 사정이나 관리인의 업무수행에 대한 법률상의 제한 등에 따라 근로자

의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라면 책임조각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고 

73)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다6383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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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히고 있다. 

대상판결의 판시사항에 따르면, 관리인이 법원의 감독을 받아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음에도 불기피한 사정으로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면 책임조각사유에 

해당될 여지가 많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채무자가 회생절차의 개시에 이르게 된 

사정, 법원이 관리인을 선임한 사유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대상판결의 판시사

항에 비추어 보면, 기존경영자 관리인보다는 제3자 관리인이 더 책임조각사유에 해

당될 여지가 많다고 생각된다.

 제3절 검찰의 도산범죄 처리 사례

  1. 사기파산·회생사건

   (1) 신원그룹 회장 사기파산·회생사건

신원그룹 회장이 300억원 넘는 재산을 남의 명의로 숨기고 각종 편법을 동원해 

채무를 탕감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집을 제외한 전 재산을 내 놓겠다’고 약속한 

1998년 외환위기 때도 거액의 차명계좌를 갖고 있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는 2015년 7월 30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법 위

반과 사문서위조 및 행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박 회장을 구속기소했다.74)

박 회장은 2007~2011년 차명재산을 숨기고 개인파산·회생 절차를 통해 예금보

험공사 등에서 250억원 상당의 채무를 면책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 회장은 300억원대의 주식과 부동산을 차명으로 갖고 있었으나 ‘급여 외에 재

산이 전혀 없다.’고 채권단을 속였다. 

파산·회생 사건 재판부에는 신원의 차명주주들 명의 면책요청서를 위조해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회장은 직원의 친·인척 명의로 허위채권을 만들고 자신의 급여

에 대한 압류명령을 받는 수법으로 급여를 계속 받았다.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자택 역시 압류 직전 회사가 낙찰 받도록 한 뒤 공짜로 살았다.

박 회장의 차명재산은 신원이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에 들어간 1998년까지 거슬

러 올라간다. 그는 자택을 제외한 전 재산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신원의 채무 5천

400억원 상당을 감면받았지만 부동산 등 거액의 차명재산을 은닉하고 있었다. 여기

에도 박 회장의 사기 혐의가 짙지만 공소시효가 완성돼 처벌은 면했다.

숨겨둔 재산은 2003년 워크아웃 종료 이후 경영권을 회복하는데 썼다. 페이퍼컴

퍼니 광고대행회사 명의로 신원 지분을 매입한 후 계속 이 회사의 회장 자리를 유

74) 연합뉴스 “박OO 신원 회장 300억대 재산 숨기고 채무 탕감받아”, 언론보도, 2015.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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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했다. 박 회장에게는 차명재산으로 주식 등 거래를 하면서 소득세와 증여세 25

억원을 내지 않은 혐의인 조세포탈로 고발되어 수사 중 사기파산·회생 혐의를 포착

하여 수사가 진행 되었다. 

이와 같이 재벌 기업의 도산 과정에서 대표자가 재산을 은닉하고 나아가 차명재

산으로 지분을 확보해서 계속적으로 회사의 경영권을 유지하려고 했던 대표적인 사

례이다.

   (2) H건설 도산제도(화의) 악용 사건

인천지역에서 도급 1순위를 자랑하던 건설업체 관계자들이 수백억대 자금을 위장

계열사로 빼돌리다 검찰에 붙잡혔다.

인천지검 형사1부는 시공사에 대한 공사대금 수백억원과 수십억대 세금 등을 면

하기 위해 화의제도가 진행 중임에도 회사 자금을 위장계열사 등으로 빼돌린 혐의 

등으로 H건설업체 회장 A, 위장계열사 대표 B, 또 다른 위장계열사 대표 C 등 3명

을 구속기소 했다 

H건설 회장 A는 지난 2007년 1월부터 2008년 11월까지 B가 대표로 있는 계열

사로 94억원을 용역비로 가장해 차명계좌로 빼돌린 혐의 사실과 함께 2010년 5월

부터 2012년 9월까지 부당환급 부가세 38억원을 포함한 121억원을 시공회사에 대

한 미지급금을 갚은 것처럼 허위로 회계 처리한 혐의 사실로 검찰 수사를 받았

다.75)

이 사건은 화의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화의채권자를 위하여 사용되어야 할 회사 

자금을 위장계열사로 빼돌려 계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수백억에 이르는 채무

를 17년 동안 변제하지 않은 악덕 기업인을 적발하여 엄벌한 것이며 더 나아가 화

의 기업 대표는 위장계열사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약 2년간 매월 수백만원씩 개인적 

유흥비로 사용한 사실도 적발하여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망한 기업인의 도덕적 

해이 현상을 확인한 것이다.

또한 시공업체가 워크아웃 상태에 이르자 그 업체에 지급할 공사대금 수백억원을 

변제하지 않기 위해 회사를 사실상 고의로 폐업시키고 회사 내 유보금을 다른 위장

계열사로 빼돌린 신종수법의 자유시장경제교란 사범을 적발한 사례이다.

  2. 전문자격자 명의 대여 사건

   (1) 서울중앙지검 개인회생 브로커 법조비리 사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개인회생 브로커 181명,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 준 변호

사 및 법무사 41명, 인터넷 등을 통해 상담의뢰자들을 모집해 브로커에게 공급한 

75) 경기일보 “건설사 임원들 수백억 자금횡령 덜미”, 언론보도, 2015.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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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업자 2명, 브로커와 제휴하여 수임료대출을 전문으로 한 대부업자 1명 등 관련

자 총 225명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57명을 구속기소하고 165명을 불구속 기소했

다. 나머지 3명은 기소중지 처분 결정했다.76) 

개인회생 브로커 168명은 변호사 명의를 빌려 의뢰인과 수임계약을 맺고 변호사

의 관여 없이 각종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는 등 총 3만 4,893건의 사건을 처리한 

혐의사실로 조사를 받았다.  이들이 수임료 명목으로 벌어들인 돈만 546억원에 달

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변호사 33명, 법무사 8명은 명의를 빌려주고 이득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번 수사로 변호사와 브로커의 ‘숨은 공생’ 관계를 밝힌 것이다. 명의를 빌려주

는 변호사는 매달 100~300만원을 챙기고, 브로커가 처리하는 사건 당 ‘관리비’ 명

목으로 20만원 안팎을 더 받았다. 2년간 2억 7,000만원 넘게 챙긴 변호사, 사무실 

임대료조차 없이 명의를 빌려주고 브로커 사무실에 방을 얻은 변호사도 있는 것으

로 확인된다.

변호사 이름을 내건 브로커들은 수임료 명목으로 거액을 챙겼다. 브로커와 변호

사 사이 이런 ‘검은 공생’의 피해는 고스란히 회생 신청자에게 돌아갔다. 더욱이 브

로커들은 수임료도 마련하기 어려운 의뢰인을 대부업체를 연결해 30% 넘는 고리를 

떠안겼다. 한 의뢰인은 빌린 수임료 변제 독촉을 받자 결국 개인회생을 포기하고 

수임료 80만원도 돌려받지 못했다.

이번 수사는 브로커와 변호사뿐만 아니라 광고업자, 대부업자에 이르기까지 개인

회생 관련 법조비리 구조를 밝혀 관련자들을 엄단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또한, 

그 동안 베일에 가려져 있던 개인회생 전문 광고업자77)를 적발하고 광고업자와 브

로커들의 유착관계를 밝혀 엄단한 사건이다. 

   (2) 인천지검 개인회생 법조비리 사건

파산 변호사가 사채업자를 끼고 돈을 벌었다. 여윳돈이 없는 사람들이 개인회생·

파산 절차를 밟는데 필요한 변호사 수임료를 사채업자에게 빌려 내도록 했다. 한편 

사채업자는 자신의 고객 중 더 이상 돈을 갚지 못하는 사람들을 파산 변호사에게 

넘기고 소개료를 받은 사건을 검찰에서 수사했다.78)

경기불황으로 가계부채가 급증하는 가운데, 변호사와 사채업자들의 ‘위험한 동거’

가 시작된 사실과 그 가운데 ‘브로커’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했다.

인천지검은 최근 법조브로커, 변호사와 결탁한 사채업자 3명을 검거했다. 검거의 

시작은 지난 9월에 있었던 사채업자 사무소 압수수색이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

76) 파인낸셜뉴스 “개인회생 ‘검은 공생’ 대거 덜미…변호사 및 브로커 등 225명 적발”, 언론보도, 2016. 7. 6.

77) 개인회생 브로커 업계는 대형 광고업자가 각 변호사 사무실별 브로커 총책과 계약을 맺고 개인정보(이른바 

‘DB')를 공급해 주는 구조를 이루고 있는데, 이와 같은 ’DB'의 양과 질이 브로커들의 수임건수를 좌우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브로커들이 광고업자에 종속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보도자료, 

2016. 7. 6.).

78) “서민울린 개인회생 법조비리 사건 중간 수사결과”, 인천지방검찰청 보도자료, 2015.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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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사채업자가 변호사 수임료를 대신 낸 증거를 확보했다.79)

이들은 2012년 12월부터 2013년 5월까지 법조브로커 69명에게 217억원의 수임

료를 대출해 주고 연이율 34.9%, 약 37억원의 이자 수익을 올렸다.

이들 범죄의 기본적인 구조는 다음과 같다. 빚에 쪼들려 생활하는 A씨가 새 출발

을 하고자 파산 변호사 사무실을 찾는다. 사실은 브로커가 변호사 명의를 빌려 운

영하는 사무소다. 브로커는 A씨의 자격조건을 확인하고 변호사 수임료를 요구한다. 

보통 130만~200만원 상당의 돈이지만 이미 궁지에 몰린 A씨에게 수임료를 낼 돈

이 없다. 이때 브로커가 사채업자를 소개해준다. 사채를 빌려 변호사 수임료를 내라

는 것이다. 필요한 보증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해준다. 파산절차가 끝나 안도하는 A

씨에게 곧이어 사채업자로부터 채권 추심이 시작된다. 이율은 법정최고이율인 

34.9%다. 100만원을 빌려 3년간 갚는다면 이자만 62만원이다.

인천지검은 전국적인 영업망을 갖추고 변호사 명의를 대여 받아 개인회생 등 법

률사무 10,997건, 수임료 166억원 상당을 취급한 기업형 브로커 등 77명, 명의를 

대여한 변호사 57명, 법무사 12명, 수임료를 대출해 준 대부업자 3명 등 변호사법

위반사범 149명을 적발하여, 31명을 구속 기소하고, 1명 기소중지, 117명을 불구

속 기소했다.

법조브로커 A는 전문브로커 10여 명 등 직원 50여 명을 거느리며 전국적인 영업

망을 갖추고, 수임료 대부업체, 개인회생 광고업체, 민원 대행업체까지 직접 운영하

면서 법조비리 시장을 주도한 사실을 확인했다.

그리고 법조 브로커들은 개인회생채권목록에 대부업자의 수임료 대출채권을 제외

함으로써 대부업자가 수임료 대출채권을 우선적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조작하여 의

뢰인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연대보증채무 부담을 최소화하였다. 

이 사건 수사를 통해 브로커들은 개인회생제도를 악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들은 사건유치를 위해 유인성 광고를 노출시키고, 정상적으로 채무상환이 가능한 

채무까지 개인회생을 신청하도록 유도하여 도덕적 해이가 극심한 상황임을 알 수 

있었다.

  3. 법원결정문 위조 및 관리인에 대한 뇌물 공여 사건

   (1) 법원결정문 위조사건

광주지검 강력부는 법원 결정문을 위조한 혐의(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로 법

무사 사무실 직원 A를 구속했다. A는 올해 2월 개인 회생·파산 신청 업무를 대행

하면서 파산 선고와 면책 결정이 이루어진 것처럼 법원 결정문을 위조한 혐의를 받

79) 헤럴드경제 “‘파산 변호사’와 ‘사채업자’ 위험한 동거·…법조 브로커 비리 어떻게 이뤄졌나”, 언론보도, 2015.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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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80)

A는 파산 또는 개인회생 신청 업무를 수임하고 신청비용만 받은 채 법원에 신청

도 하지 않거나, 신청만 하고 비용예납 등 기본적인 업무를 해태하여 기각 결정을 

받고도 의뢰인에게 사건이 정상적으로 처리되고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A는 파산 또는 개인회생 신청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거나 기각결정을 받았음에도 

정상적으로 파산 및 개인회생 결정이 된 것처럼 법원의 결정문을 위조하여 교부 하

였다. 개인회생 사건이 정상적으로 이행된 경우, 신청인을 감독하는 개인회생위원 

계좌가 지정되고, 신청인이 위 계좌에 변제금을 입금하면 채권자에게 변제금이 바

로 송금되는 방식으로 업무가 진행 되는데, A는 개인회생 업무가 정상적으로 진행

된 것처럼 기망하기 위하여 의뢰인에게 제3자에 대한 개인회생위원 계좌를 알려주

며 변제금을 입금하도록 하거나, 변제금액이 변동되었다는 등의 핑계를 대며 A의 

개인계좌로 송금 받기도 하였다.

이번 수사는 파산, 개인회생 신청인 뿐 아니라 다수의 채권자에게도 영향을 미치

는 등 사회적 영향력이 큰 법원의 결정문을 위조함으로써 사법기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사법질서를 교란시킨 사범을 엄단한 것이다.

   (2) 관리인에 대한 뇌물공여 사건

광주지법 형사9단독 판사는 2014년 4월 11일 법정관리 중인 회사를 인수하도록 

돕겠다며 돈을 받아 법정관리인에게 전달혐의로 기소된 정모씨에 대해 징역1년을 

선고 하고 법정 구속했다. 회사를 인수하려고 정씨에게 로비를 부탁한 장모씨도 징

역 1년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기업회생 절차를 교묘한 거짓 진술로 실체적 진술을 왜곡하려 한 점, 

장씨는 반성하지 않고 모순된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2011년 11월 초께 “법정관리 중인 나주 건설폐기물 중간관리업체 A사를 

인수할 수 있게 해 주겠다”며 장씨로부터 5천만원을 받아 법정관리인에게 준 혐의

로 기소됐다.81)

80) 연합뉴스 “‘개인파산’ 법원 결정문 위조한 법무사 직원 구속”, 언론보도, 2015. 5. 29.

81) 연합뉴스 “A 부장판사 비리의혹  폭로 기업인 법정구속”, 언론보도, 2014.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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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도산범죄 수사 방안

1. 도산범죄 전담부서 설치

현대사회는 고도로 발달하여 각 분야에 전문화된 지식과 조직 없이는 직무수행 

어려움이 클 수밖에 없다. 범죄 역시 지능화, 전문화되어 진화하여 발전해 나가고 

있으므로 이에 적절한 대처를 위해서는 전담제 실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검찰은 전통적으로 전문분야별로 형사부, 외사부, 공안부, 특수부, 강력부, 첨단범

죄수사부, 공판부 등으로 직제를 정해서 운영하고 있다. 각 부서에는 컴퓨터·네트워

크 범죄와 같은 첨단범죄, 금융·회계 등 경제 범죄, 지적재산권 범죄, 의료 범죄, 식

품·의약품 범죄, 관세 및 대외무역 범죄, 환경범죄 등으로 전문분야를 지정해서 운

영하고 있고 이와 같은 전문분야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형사 범죄로 분류되어 오던 

화재와 살인, 조직폭력과 같은 분야에서도 수사 여건의 변화에 따라 전문성이 더욱

더 요구되고 있어, 앞으로 검찰 각 부문의 전문 역량이 축적되지 않고서는 그 역할

을 제대로 수행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미국의 경우 파산사기, 파산절차 남용 등에 대한 조사 업무는 법무부 소관이고 

이와 관련하여 미연방관재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미연방관재인제도는 연방파산제

도의 완전성을 보호하고 효율성을 증진하고자 만들어졌고, 미연방관재인은 미연방

검사국, 미연방수사국(FBI), 기타 법집행 기관들과 함께 파산범죄 및 남용에 대해 

조사한다. 미연방관재인은 미연방검사국에 범죄기록을 제출하거나 직접 보고하고 

할 수 있는 사법권을 보장받고 있다.

미연방관재인제도는 4가지 방법으로 파산사기, 절차남용 등을 판단하고 있다. ① 

개인관재인이 파산사건 검토, ② 미연방관재인 지부를 통해 파산사건 검토, ③ 미연

방관재인제도는 채무자의 행위 또는 파산남용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부터 정보 

수집, ④ 미연방관재인이 채무자에 대한 감사를 수행한다.82)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경우는 변화와 시대적 상황에 맞게 공정거래조사부, 조세

범죄조사부, 방위사업수사부, 여성아동범죄수사부, 과학기술수사부, 범죄수익환수부

등 새로운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도산범죄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순수 도산범죄

도 증가될 뿐만 아니라 이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횡령, 배임, 사기 등의 형법 법규

를 위반한 복합적인 범죄로 진화하고 있다.

일부 도산절차 진행 중인 기업이 바로 파산으로 이어지면 국가경제에 미칠 파장

이 크기 때문에 국민의 세금인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경우가 있다. 공적자금이 투입

82) Leia A. Clement, "A STUDY ON BANKRUPTCY CRIME PROSECUTION UNDER TITLE 18: IS THE 

PROCESS UNDERMINING THE GOALS OF THE BANKRUPTCY SYSTEM?" 『Emory Bankruptcy 

Developments Journal』, 2015, 412~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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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부실기업 임직원들의 도덕적 해이와 회사재산 불법 유용·은닉, 기업부실 은폐 및 

금품수수 등 각종 비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최근까지 언론보도와 검찰의 수

사 사례에서도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도산범죄에 특화된 전담 부서를 신설해서 국세청,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

석원, 예금보험공사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력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들 

유관기관으로부터 공적자금이 투입된 도산 기업 비리에 대한 단서를 포착해서 이를 

분석하여 선제적으로 수사에 착수 하여 처벌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

이다. 

도산범죄에 대해 전담수사기구로 하여금 수사토록 함으로써 효율적으로 도산범죄

자를 처벌함은 물론이고 관련 범죄 시도를 포기하게 하는 예방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그리고 전담부서에서 동일한 유형의 사건을 지속적으로 수사함에 따라 전문

적이고 효율적인 전담수사 기법에 의한 수사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도산범죄 

전담 수사부서의 신설은 필수적이다.  

2. 전문수사관 지정 및 전문교육 강화

현재 검찰은 전문수사관 제도를 운영 중에 있다.83) 전문성을 갖춘 수사 요원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문 검사 및 수사관에 대해 수사 전문 인재뱅크 DB를 

구축하고 있다. 현재 형집행(검거, 강제집행), 디지털수사(컴퓨터포렌식, DB포렌식, 

모바일포렌식), 과학수사(감정, 감식), 감찰(비위감찰, 사무감사), 보건(의약, 식품), 

강력(살인, 조직범죄, 사행행위, 마약), 지적재산권(저작권, 산업재산권), 여성·아동

(성폭력, 가정폭력, 소년), 공안(선거, 국가보안, 노동, 집단), 부정부패(공공부패, 민

간부패, 법조비리, 공정거래), 금융·증권(금융, 증권, 보험) 분야를 지정하고 있다.

전문분야는 시대적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것이 당연하고 향후 도산범죄가 급격하

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별도 도산범죄를 전문분야로 지정해서 전문수사관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

전문수사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① 전문분야 실적, ② 전분분야 교육이력(심사

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③ 전문분야 학위 또는 자격증, ④ 전문분야 대내외 강의 

또는 저술 및 기고 활동, ⑤ 전문분야 제도 개선, ⑥ 커뮤니티 활동, ⑦ 그 밖에 해

당 전문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심사해서 해당 전문분야

의 지식이 풍부하고 업무처리 능력이 뛰어나며 다른 수사관들을 지도할 수 있는 능

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전문수사관으로 인증할 수 있다.

도산범죄를 전문분야로 지정하면 이와 같이 전문수사관이 되기 위해 실적과 교육

을 이수하게 되면서 도산범죄 수사 역량을 한층 더 배가 시킬 수 있다. 

법무부 내 법무연수원 교육과정과 법무연수원사이버교육으로 검찰 수사와 관련된 

전문교육과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 법무연수원 직무교육 과정에는 식품사

83) 공인전문수사관 인증 등 수사관전문화에 관한 지침(대검 예규 910호, 2017. 11. 28.)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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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 수사실무, 성폭력범죄 수사실무, 산업안전보건사범 및 안전사고 수사실무, 상표

법위반사범 수사실무, 아동 학대범죄 수사실무, 외국환거래사범 수사실무, 의약사건 

수사실무, 인터넷상 지적재산권 침해사범 수사실무, 조세범처벌법 해설, 폐기물사범 

수사실무, 공정거래법위반사범 수사실무, 의료과오사범 수사실무 등에 대해 교육훈

련과정이 있지만 도산범죄와 관련된 교육과정은 개설되어 있지 않다.

도산절차와 도산법과 이와 파생해서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범죄에 대해 효율적인 

대처를 하기 위해 전문교육을 개설해서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법무연수원 교육훈련과정에서 도산법과 도산절차 소개, 도산범죄 판례 및 수사사

례 등의 과목을 개설해서 실질적으로 도산범죄 수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법무연수원 교육은 입문과정, 기본과정, 심화과정, 전문가과정 등의 단계별로 구

분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입문과정에서는 도산법과 도산절차 소개, 

도산법 벌칙규정 소개 교육을 하고, 기본과정에서는 수사 및 판례 사례 연구, 심화

과정은 도산절차 과정에서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신종범죄 연구, 전문가과정에서는 

기본 도산범죄, 신종범죄, 자금추적 및 회계분석 등을 종합해서 교육하는 과정을 개

설할 필요가 있다.

또한 법무연수원에서 실시하는 1주 이내의 단기 집합교육을 지양하고 1개월 이상 

장기 교육과정으로의 개편을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최소 1개월 이상 장기교

육을 통해 단편적인 지식 전달이 아니라 심도 있고 내실화된 교육으로 전문성을 가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존 법무연수원 교육 프로그램은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으로는 부족한 면이 

없지 않다.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문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비 지원, 예금보험공

사, 금융감독원 등 외부기관 교육 과정 참여 등으로 외부기관 교육에 참여하고 이

를 습득함으로써 도산범죄에 적절히 대처해 나갈 수 있다. 

3. 도산범죄 연구모임 활성화

도산범죄 사례 및 판례 연구, 이와 관련된 자금추적 기법과 회계분석 등을 연구

하는 지식동호회를 활성화하고, 매 분기별로 수사관 정기포럼을 개최하여 축적된 

수사기법과 지식을 공유하여 수사관들의 자질 향상 및 전문분야 수사에서 역할 증

대가 필요하다.

도산범죄 연구모임은 전국 고검 단위에 거점 센터를 두고 매 분기별로 특정 주제 

또는 수사사례, 판례를 지정하여 지식을 전파하고 토론을 통하여 수사역량을 끌어

올릴 필요가 있다.

연구모임 활성화를 위해서는 수사관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연구모임 운영의 재정

적인 지원, 연구모임의 실적 등에 따른 인사상 가점 부여 등의 인센티브 지원 방안

을 마련해야 한다. 수사관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효과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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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연구모임에 대해 적극적인 의사개진, 자료 발굴, 발표 등 연구모임 활성화에 

기여한 수사관에 대해서는 포상 지원·격려로 관심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수사관들의 자발적 연구모임을 더욱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10년 이상 경

력이 있는 수사관들이 연구모임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주도하고 저경력 수사관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연구모임 우수 사례는 책자를 발간·배포한다면 전국적인 파급 효과 또한 클 것으

로 기대되고 더 나아가 연 1회 정도는 전국 검찰청 워크숍의 개최가 필요하다. 각 

고검 단위 연구모임에서 발굴된 우수사례를 전국 검찰청 워크숍에서 발표하고 연구 

함으로써 도산범죄에 대한 수사 역량을 배가시킬 수 있다.

4. 유관기관 협력관계 강화

현대 사회는 고도로 전문화·세분화되어 가고 있고 이와 같은 사회현상에 대처하

기 위해서는 유관기관의 협력관계가 필수적이다. 부실기업 범죄에 대한 특별수사기

구로는 한시적으로 창설되었다가 해체된 공적자금비리특별수사본부가 있었다. 당시 

수사본부에는 검찰뿐만 아니라 국세청, 관세청, 경찰청,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등 7개 기관에서 파견된 구성원들이 부실기업주, 부실금융기관에 대

한 수사에 참여했다.

수사본부는 법정관리·화의, 부도기업 등 부실기업의 재산 횡령, 기업주의 비자금 

조성, 유용 및 회사재산 은닉 또는 처분 행위, 재산 해외은닉 또는 도피, 분식회계 

및 사기대출, 기업공시의무 위반, 거액대출 후 고의부도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하여 

공적자금, 공공기금 손실 유발 비리사범 1,855명을 적발하고 이중 738명을 구속했

다.84) 

이처럼 유관기관과의 협업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수사의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

으로 보인다. 따라서 검찰에서는 향후 도산범죄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해당 부서에 

유관기관 직원을 파견 받아 유관기관의 협업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강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5. 자금추적 및 회계분석 역량 강화

  (1) 자금추적

기업의 경우 회생신청 전에 자금을 빼돌리고 회생계획인가를 통해 채무를 탕감 

받은 다음 빼돌린 자금으로 회사를 다시 인수하는 경우나 대표이사가 비자금을 조

성하여 조성한 비자금으로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새로운 사업체를 계속 운영하는 

등의 비리를 적발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자금추적과 회계분석이 필수적이다.

84) “공적자금비리 무기한 단속, 최고형 구형”, 대검찰청 보도자료, 2001.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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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추적은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금융계좌 거래내역의 입·출금

을 분석하는 작업에서 시작한다. 기업의 횡령 및 배임 사건의 금융계좌 거래내역은 

거래기간과 거래건수가 방대해서 막연히 계좌거래내역 입·출금만 확인하다 보면 수

사의 방향성을 잃고 좌초할 가능성이 커진다.

기업 수사와 관련된 계좌추적은 차명계좌를 확보하는 것이 수사의 성패를 좌우한

다.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비자금을 조성하는 경우 그 금액 단위가 커 매번 현금으

로 인출해서 보관하기 어렵기 때문에 차명계좌의 사용은 필수적이다.

차명계좌는 대부분 자금담당자, 임원들과 연결 고리가 있는 사람들의 명의를 이

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를 들어 자금 담당자 및 임원의 가족, 또는 협력업체 

직원, 다른 부서 직원 등의 명의로 계좌를 개설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

만 실제 이를 확인하기는 쉽지 않다. 

차명계좌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비자금이 조성될 만한 자금거래에 대해 추적을 해

야 하는데 관련자들의 진술이 있다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현실에서 이런 행운은 좀

처럼 오지 않는다. 조직내부 관련자들의 진술은 짜여진 내부 고리가 어느 정도 해

체 되었을 때 비로소 수사에 협조하는 진술을 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금추적은 거래기간을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하고, 자회사와의 거

래, 협력업체와의 거래 등으로 한정한 후 집중해서 거래내역을 살펴보아야 한다.

이와 동시에 회계분석을 통해 의심스러운 항목에 대한 증빙전표를 확인하고 해당 

거래 자금원을 추적해야 한다. 계좌추적과 연계해서 확인해야 될 회계처리는 ① 공

사현장에서 이주비 등을 대여한 것으로 회계처리 한 후 자금은 사주가 기밀비 등으

로 사용하고, 당해 공사가 완료되면 다른 공사현장으로 이체시킴을 반복하다가 부

실현장에서 손실이 발생한 양 대손 처리한 사안, ② 사주에게 가불을 해주고 장부

상 이를 다른 계정인 영업보증금, 선급금, 외상매출금으로 등재해 놓았다가 대손 처

리한 사안, ③ 사주에게 가불을 해주고 장부상 이를 가공의 현금으로 등재했다가 

금액이 불어나게 되면 회사의 차입금을 누락시켜서 부외부채로 관리한 사안, ④ 건

설현장에서 가공 노무비 계상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 관리한 사안, ⑤ 회사의 협력

업체에 자금을 대여해 준 것으로 회계처리하고 그 자금을 사주가 사용한 후 대여금

을 대손 처리한 사안, ⑥ 하도급업체 또는 납품업체와 이중계약을 체결하고 돌려받

는 사안(이러한 경우 하도급업체 대표는 자신 또는 직원의 통장을 도급자에게 교부

했을 가능성이 크다.), ⑦ 차입금 상환조로 회사자금을 인출해 이를 타용도로 사용

하는 방법 또는 가공의 차입금 이자 등을 계상해 이미 사주가 가져갔던 가불금과 

상쇄처리한 사안, ⑧ 매출시현 후 장부상 이를 누락시켰다가 수금을 하면 마치 사

주가 회사에 자금을 빌려주는 것인 양 주주차입금(가수금)으로 등재하고, 사주하고 

자금이 필요하면 주주차입금을 회사에 상환한 사안, ⑨ 주금가장납입 사안에 대해

서는 사용처 등에 대해 철저한 자금추적으로 회사 비자금조성 사실을 확인할 가능

성이 크다. 

금융거래추적자료를 전혀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① 거래처 또는 부동산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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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사항을 역추적하여 관련계좌 확인, ② 양도소득세 등 세금납부 자금원천 추적

으로 계좌 확인, ③ 국세청 전산실에 분리과세이자소득 원천징수내용을 확인해서 

관련계좌 확인, ④ 금융관련계정과목 등을 검토하여 거래은행지점 등을 확인, ⑤ 신

용카드회사에서 사용자 거래내역을 일괄조회 및 사용여부 확인을 통해 관련 계좌를 

확보하는 방법이 있다.   

금융정보분석원에 특정금융거래정보제공 요청85)으로 의심스러운 현금거래 또는 

내부자거래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거래가 있다면 해당 거래에 

대한 자금추적을 우선으로 해야 한다. 

특정금융거래정보는 크게 3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특정금융거래 정보보고 및 감

독 규정). 첫 번째 혐의거래보고(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STR)이다. 혐의

거래보고는 금융기관 종사자가 주관적 판단에 의해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불법재산 

또는 자금세탁을 하고 있다는 의심이 드는 거래에 대해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는 

것이다. 의무적으로 혐의거래 보고는 원화 1천만원 또는 외화 5천만불 이상의 거래 

이다. 그리고 금융기관 직원이 임의적으로 판단해서 의심거래에 대해서는 보고할 

수 있다. 

두 번째 고액현금거래보고(Currency Transaction Report: CTR)이다. 고액현금

거래 보고는 2,00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외국통화 제외)를 반드시 30일 이내에 보

고하도록 함으로써, 불법자금 유출입 또는 자금세탁혐의가 있는 비정상적인 금융거

래를 효율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세 번째는 고객확인제도(Customer Due Dilgence: CDD)이다. 고객확인제도는 금

융기관이 제공하는 금융거래 또는 서비스가 자금세탁행위 등 불법행위에 이용되지 

않도록 신원확인, 금융거래목적 확인 등 고객에 대하여 합당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는 제도이다.

현재 검찰에는 대검찰청 수사지원과에 금융거래추적과 회계분석을 지원해 주는 

팀이 있고 일선 검찰청의 수사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 지원을 해 주고 있다.86) 

  (2) 회계분석

    1) 분식회계

기업에서 비자금을 횡령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부 회계자료를 인위적으로 조작하

는 분식회계가 대표적이다. 분식회계는 일반적으로 이해관계자를 속이기 위해 재무

85)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수사기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① 금융정보분석원

장은 불법재산·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와 관련된 형사사건의 수사, 조세탈루혐의 확인을 위

한 조사업무, 조세체납자에 대한 징수업무, 관세 범칙사건 조사, 관세 탈루혐의 확인을 위한 조사업무, 관세

체납자에 대한 징수업무 및 정치자금법위반 사건의 조사, 금융감독업무 또는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조사업무

(이하 “특정형사사건의 수사 등”이라 한다)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검찰총장, 

국세청장, 관세청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금융위원회 또는 국가정보원장에 제공한다.

86) 특별수사지원 절차에 관한 지침, (대검 반부패부 수사지원과, 2005. 9. 15.)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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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표를 다르게 작성, 보고하는 것이다. 주로 기업들이 실적을 좋게 보이기 위해 고

의로 자산이나 이익을 부풀리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반대로 세금을 덜 내거나 종업

원의 임금인상요구를 회피하기 위해 이익을 적게 만드는 것을 역분식이라 한다.

분식회계의 유형에는 ① 판관비, 영업외비용, 매출원가를 누락하는 등의 방법으로 

비용 과소계상, ② 가공의 재고자산, 유형자산, 매출채권 계상, 유가증권 과대평가 

등으로 자산 과대계상, ③ 건설기성고 선인식, 외환차익 등 영업외 수익 과대계상 

하는 수익 과대계상, ④ 차입금을 누락시키는 부채 과소계상이 있다.

    2) 분식회계의 단서

분식회계의 단서를 찾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매출액의 추세를 비교해 보고, 매

출기간의 조작이 없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관계회사나 해외지사와 내부거래

를 통해 밀어내기 식으로 매출을 기록하고 다음 해 초 본사에 재판매하거나 반품으

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받을어음이나 외상매출금 계정의 당기말 금액과 전기말 금액을 비교해서 통상적

인 매출채권의 규모를 벗어나면 허위 매출채권일 가능성을 의심해 볼 수 있다. 그

리고 매출채권을 부풀렸는지도 당기말 금액과 전기말 금액을 비교해 보아야 한다. 

부실한 매출채권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부도났거나 파산된 

거래처에서 매출채권을 받을 가능성이 없는데 받을 수 있다고 기록해 비용을 과소

상계하여 이익증대 효과를 내는 경우도 있다. 

허위로 거래처를 만들어 그 곳에서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해 놓고 실제로 돈을 

빼돌려 쓴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매입처원장에서 거래횟수가 많은 거래처나 분기 

말에 거래금액이 크게 늘어난 거래처, 대금결제를 주로 현금으로 결제한 거래처 등

을 추출하여 주문, 입고, 대금 지급과정까지 관계 증빙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금융거래를 통해 회계조작을 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금융기관은 

물품의 매매 등 실물거래에 수반하여 발행된 어음의 발행인에 의한 자동결제 기능

을 신뢰하여 신용으로 할인하고 있어 자금의 융통만을 목적으로 기업 상호간에 어

음을 주고받아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이를 할인 받는지에 대해서도 확인이 

필요하다.

    3) 회계장부 항목별 분석

대여금 항목에 대해서는 결산서상의 대여금잔액과 대여금원장을 비교 확인하고 

기업어음을 이용한 특수 관계인에게 자금을 변칙 대여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여금 장기 미회수시 그 사유를 확인해야 한다.

선급금에 대해서는 가공 지급금을 선급금으로 변태지출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대여금 또는 임원에 대한 상여금 및 부외 매입 등을 변태계상했는지 여부도 확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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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

가지급금 항목은 자세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가지급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진

위를 확인하고 법인의 업무와 무관한지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 임원에 대한 상여금, 

주주의 배당금을 위장 계상했을 수도 있으니 이 부분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부외

고정자산, 유가증권 등의 매입자금으로 사용하고 장기간 가지급 처리 여부, 가공자

산 및 부채를 가지급과 대체 처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가지급금은 기업 경영활동의 성과가 아직 확정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귀속과목이 

미확정인 경우, 금전의 지급이 일시적인 지급이나 예탁에 지나지 않는 경우 또는 

내용이나 용도불명의 경우에 인정되는 것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서는 가지급금의 대

차대조표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그 성질에 상응하는 계정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

으나 기업의 경영활동이 다양화, 복잡화해짐에 따라 실제 실무에서는 항상 가지급

금이 발생할 여지가 많을 뿐 아니라 가지급금의 특성을 이용한 부당회계처리 사용

으로도 이를 남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가수금 항목도 가지급금 항목 못지 않게 중요하다. 가수금 계정의 경우도 다액의 

일시적, 장기적 거래의 내용을 검토해서 가수금의 발생 일자별, 인명별, 내용 분석

과 수입 자금에 대한 은행 추적 조사가 필요하다. 반제한 가수금의 결제자금을 계

좌 추적하여 수취인의 인적사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 가수금의 원천이 매출 누락

한 자금인지 여부와 장부에 기장하지 않은 자금이 유통되고 있는지 조사를 해야 한

다. 업무와 관계없는 가수금, 즉 임원, 주주 가수금의 입·출금에 대한 계좌추적으로 

차명계좌를 확보할 수도 있다.

가수금 항목으로 비정상적인 회계처리 방법은 대출대금을 매출로 회계처리하지 

않고 대표자의 가수금으로 처리하여 매출누락 시키거나 연부매도한 부동산의 매매

대금을 가수금으로 처리하여 매출 누락이 있을 수 있다.

선수금과 선수수익 항목은 상품·원재료, 수주공사에 대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선수하였을 때 발생하였다가 후일에 물품을 인도하거나 공사를 완료함으로써 소

멸되는 부채이다. 선수금은 물품을 인도하거나 또는 도급공사가 완료됨으로써 전액 

수익으로 계상된다. 이와 관련한 비정상 회계처리 방법으로는 계약금 이외의 대금 

입금을 선수금으로 처리하여 매출을 누락시키고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결산 상태

로 처리하거나, 이미 수익이 확정된 금액을 선수수익으로 계상하여 수익을 이연처

리가 있을 수 있다.

장기차입금 항목은 유가증권·토지·건물 등 일정한 자산의 담보를 필요로 하는 상

환기간이 1년 이상 되는 차입금이다. 장기차입금의 담보물건을 이용하여 일정한 금

액을 추가로 차입하여 유용하거나, 장기차입금의 이자지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것

을 지급한 것으로 하여 현금을 유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자본금을 현물 출자한 경우에 평가금액이 정당한지 조사해야 한다. 자본 감소나 

자기주식 매입의 경우 고가 매입이 있었는지도 확인이 필요하다.

사실상 근무하지 않는 대주주, 임원의 특수 관계인,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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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근 임원의 급료 등 가공 지급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건설 및 제조업에 있어서

는 일용근로자 중 회사와 관계없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차용하거나 가공인 명의로 

노무비를 가공 계상하여 그 자금을 유용하고 있는지도 검토해 볼 만하다.

대검찰청 수사지원과 회계분석지원팀은 공인회계사 특별채용 수사관과 대검찰청

에서 회계분석 교육을 이수한 수사관들이 근무하고 있고 이들을 통해 회계분석 지

원을 받을 수 있다.

  6. 철저한 범죄수익 환수

도산절차 과정에서 사기, 횡령, 배임 등의 범죄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 한다)에 규정된 중대범죄87)에 해당

될 경우 적극적으로 범죄수익을 환수하고, 범죄수익을 가장·은닉하는 사범에 대해서

도 이를 처벌해야 한다. 범죄를 저지르고도 단기간 수감생활만 끝내면 범죄로 취득

한 수익금을 사용할 수 있다는 생각에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와 

같이 범죄자들이 잘못된 인식을 가지지 않도록 하고 범죄로 취득한 수익은 반드시 

환수되고 만다는 인식을 확고히 심어줄 필요가 있다. 

   (1) 범죄수익 환수 근거 법령

범죄행위로 인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취득한 수익금을 철저하게 환수해야 비로

소 범죄에 대한 응징과 동시에 실질적 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 범죄수익과 관련된 

법률에는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범

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

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등이 있는데 이와 같은 법률에 의해 

범죄수익을 몰수, 추징할 수 있다.88)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에 따르면 특정공무원범죄의 불법수익과 불법수익

에서 유래된 재산의 추징은 범인 외의 자가 그 정황을 알면서 취득한 불법재산 및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에 대하여는 그 범인 외의 자를 상대로 집행할 수 있다(공무

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9조의 2).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1990년대 말부터 계속된 UN과 OECD 등 국제기구의 자

금세탁에 대한 국제적 공동대처를 위한 각국의 자금세탁방지제도의 도입 권고에 대

응하고 FATF89)의 40개 권고사항 중 형사법 분야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2001

년 9월 27일 제정되었다. 

87)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별표에 규정된 중대범죄 중 도산범죄와 관련이 있는 범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 제3조(사기등), 변호사법위반 등이 해당됨.

88) 범죄수익환수 업무처리 지침, (대검예규, 2015. 1. 29.)참조.

89)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inancial Action Task Force)는 프랑스에 소재하고 있고 정부 간 기구로서, 자금세

탁과 테러분자금융에 대항하기 위한 국가 및 국제적 수준의 정책개발 및 증진을 목적으로 설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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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규제법은 보완법률인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과 함께 2대 자금세탁방지 법률로 제정된 것이다.

세월호 사건에서 보듯이 실질적으로 선주회사를 운영하는 유병언 회장에 대하여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하고자 하나, 그 재산의 상당 부분이 자식 등에게 상속·증여되

어 있음에도,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서는 이러한 상속증여에 의한 범죄수익이 자식 

등에게 귀속되어 있더라도 이를 받은 사람이 범죄에 의한 재산임을 알지 못하는 경

우에는 몰수·추징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서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에 

법무부는 범죄수익 몰수·추징의 집행 강화를 위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 법률안

을 국회에 제출하여 2014년 11월 19일 제10조의2(추징집행의 특례) 및 제10조의

3(몰수추징의 집행을 위한 검사의 처분)조항이 신설되었다. 

그 내용은 다중인명피해사고 발생에 형사적 책임이 있는 개인, 법인 및 경영지배·

경제적 연관 또는 의사결정에의 참여 등을 통해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

에 대한 이 법에 따른 몰수대상재산에 관한 추징은 범인 외의 자가 그 정황을 알면

서 취득한 몰수대상재산 및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에 대하여 그 범인 외의 자를 상

대로 집행할 수 있다.

보전절차에서 몰수보전은 형사사건에서 몰수할 수 있는 재산에 해당한다고 판단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 재산을 몰수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소 전·후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몰수보전 명령을 하여 그 

재산에 관한 처분을 금지할 수 있다.

추징보전은 추징을 하여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

는 경우에 추징재판을 집행할 수 없게 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소 전·후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추징보전명령을 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재산의 처분을 금지할 수 있다.

   (2) 범죄수익 은닉에 대한 처벌

범죄수익의 경우 자금원을 은닉 또는 가장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자금세탁범죄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의해 처벌하고 있다. 이 법은 특정범

죄와 관련된 범죄수익의 취득 등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특정범죄를 조장할 목

적 또는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은닉하는 행위를 규제하고 있

다.

범죄수익에는 중대범죄행위에 의해 생긴 재산 또는 보수, 범죄수익의 과실 또는 

대가로 얻은 재산과 이들 재산의 대가로서 얻은 재산도 포함된다.

여기서 재산은 사회통념상 경제적 가치가 인정되는 이익 일반을 의미하며, 동산·

부동산 같은 물건에 국한하지 않고, 금전채권, 특허권·회원권 등의 무체재산권, 채

무면제·상계 등과 소극적 재산의 감소도 포함되고, 중대범죄의 보수로서 얻은 범죄

수익도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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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은 범죄수익의 과실로서 얻은 재산, 범죄수익의 

대가로서 얻은 재산, 이들 재산의 대가로 얻은 재산 기타 범죄수익의 보유 또는 처

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을 말한다.

그리고 범죄수익이 다른 재산으로 형태가 변형, 전화되더라도 특정되어 추적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횟수에 관계없이 범죄수익의 보유 또는 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

산이다.

혼화재산은 범죄수익 또는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과 이들 재산 외의 재산이 

혼화된 재산을 의미한다. 여기서 혼화란 개개의 특정성이 희박한 재산이 섞여서 개

별 재산을 식별할 수 없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혼화재산은 수량 또는 금액으로 

분할이 가능하고 이에 의하면 그 재산적 가치에 변화가 없는 것에 한한다.

자금세탁범죄는 범죄수익의 취득·처분 사실 또는 발생 원인을 가장하거나 범죄수

익 등을 은닉하는 행위로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서 처벌을 하는 범죄이다. 범죄수

익 등의 은닉, 범죄수익 등의 가장, 범죄수익 등의 수수가 대표적이다.

범죄수익 등 은닉은 범죄수익 등의 특정이나 추적·발견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

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로서 통상의 보관방법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이다. 또한 범

죄수익 등의 성질을 변경하거나 출처를 알 수 없게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범죄수익 은닉 행위에 대해서는 대표적으로 범죄수익 은닉 및 가장과 범죄수익 

등의 수수 행위에 대해 처벌하고 있다. 범죄수익 등 가장죄는 범죄수익 취득·처분·

원인에 관한 사실을 은폐하여 가장하는 것이다. 범죄수익 등 수수죄는 범죄수익이

라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수수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다.

   (3) 검찰의 범죄수익 환수체계 

이와 같이 범죄로 취득한 수익은 국가에 환수되고 만다는 인식을 확고히 심어 주

기 위해 검찰에서는 2006년 5월 경 대검찰청에 자금세탁수사 및 범죄수익환수 전

담반을 설치하고, 2010년 7월에 대검찰청 범죄수익환수수사센터로 확대 개편하였

고, 2010년 9월 경 전국 58개 청에 범죄수익환수 전담반을 설치하여 운영 하고 있

다.

실효적인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서는 대상자의 전국 부동산 소유현황(국토교통부), 

자동차소유현황(지방자치단체), 금융정보분석원 금융정보, 예금채권 현황(금융거래 

추적), 공직자 재산등록 사항, 압수한 각종 자료(임대차계약서 등), 수사 과정에서의 

관계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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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론

지금까지 도산법과 도산절차, 관련 판례, 수사사례, 수사방안 등에 대해 살펴보았

는데, 현재 도산절차는 아주 중요한 제도로 자리매김하고 있고 도산절차에 대한 수

요는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도산절차 수요가 증가하면서 도산절차를 남

용하거나 벌칙규정을 위반한 범죄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동안 회사정리법, 화의법, 파산법, 개인채무자회생법이 제정되어 운영되다가 

2006년 4월 1일부터 채무자회생법으로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고 이와 같은 법률을 

통틀어 도산법으로 지칭한다.

도산범죄는 도산절차 진행과정에서 드러나는 각종 불법행위 등을 말한다. 형식적

인 도산범죄는 채무자회생법의 벌칙규정을 위반한 범죄를 말한다고 할 수 있으나, 

검찰 실무에서는 형식적인 도산범죄보다 도산절차 진행 중인 기업이 도산범죄를 저

지르는 과정에서 회사 비자금을 조성하여 횡령하거나, 회사 또는 주주들에 대한 배

임행위, 금융권에 대한 사기성 대출, 전문자격자들의 명의대여, 관리인의 임금 미지

급 사건 등 복합적인 범죄가 대부분 수사대상이 된다. 이와 같은 도산절차 진행과

정에서의 횡령, 배임, 사기, 변호사법위반 등 행위도 도산범죄의 범주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도산절차 진행 과정에서 공정성, 신속성, 전문성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고 이와 같은 시대적 요구에 의해 2017년 3월 1일 도산사건을 전담하

는 도산전문법원인 서울회생법원이 설치되었다. 

우리나라 도산제도는 법원, 회생절차에서 관리인· 조사위원· 감사, 파산절차에서 

파산관재인· 감사위원, 개인회생절차에서 회생위원과 당사자가 주축이 되어 운영되

고 있고, 도산절차에 대한 감독은 대부분 법원이 주도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그리

고 그 외 관리위원회, 채권자협의회가 도산절차에서 감독으로서의 일부 역할을 맡

고 있다.

법원은 도산절차를 주도적으로 관여하는 사람들에 대한 선임 및 해임에 관한 권

한을 가지면서 감독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고, 도산절차 주요 부분에 대해서는 법

원의 허가를 받게 하여 법원이 직접 확인하고 관리·감독을 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도산절차 과정에서 차명계좌를 이용하거나, 자식들에게 증여해서 재

산을 은닉하고, 대기업 이사의 경우 허위채무를 만들거나 가족들에게 급여를 제공

하여 횡령하거나, 협력업체와 가공거래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한 사례 등을 확인 하

면서 도산절차에서의 비리실태에 대해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도산절차에서의 비리나 범죄에 적절한 대응을 위해서는 채무자회생법

의 벌칙규정 구성요건 등에 관한 법리와 판례의 동향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아야 한다.

한편, 넓은 의미의 도산범죄인 도산절차 과정에서 임·직원들의 횡령, 배임, 개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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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절차 대리에서의 전문자격자 명의 대여, 회생직전 사기성 대출 등이 검찰에서 

가장 흔히 접할 수 있는 도산범죄인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은 도산범죄를 효율적으로 수사하는 방안은 도산범죄 전담부서 설치, 전

문수사관 및 전문교육 강화, 도산범죄 연구모임 활성화, 유관기관 협력 체제 강화, 

자금추적 및 회계분석 역량 강화와 철저한 범죄수익 환수가 있을 수 있다.

도산절차 진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엄정한 수사를 통해 파산·회생

제도를 악용하려는 유혹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선의의 

채무자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도산제도 본연의 취지가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검찰은 도산범죄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고 유관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체

계를 유지, 도산범죄 연구모임 등을 통해 새로운 수사기법을 계속 발굴함으로써 도

산절차 남용을 억제하는 효과와 진화하는 범죄에 검찰이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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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number of cases in which companies and individuals filed for 
rehabilitation or bankruptcy due to excessive liability or insolvency had sharply 
increased in Korea during 1998 IMF economic crisis and 2008 global financial 
crisis. As the bankruptcy procedure, a procedure for handling bankruptcy and 
regeneration, is recognized as a very important system, Seoul Rehabilitation 
Court specialized in bankruptcy case was established in March 1st, 2017 to 
ensure fairness, promptitude, and specialty in the bankruptcy procedures.
 

 There had been such laws as Company Reorganization Act, Composition Act, 
Bankruptcy Act regulating bankruptcy procedure before Individual Debtor 
Rehabilitation Act was enacted in 2004. Later,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hereafter referred to as “Debtor Rehabilitation Act”) was 
enacted and has been implemented integrating the existing laws relating to 
bankruptcy procedure in 2006.
 
 Following the Debtor Rehabilitation Law that has been in force since 2006, a 
simple rehabilitation procedure was newly established revising a clause on the 
reimbursement period in the personal rehabilitation process ; to reduce the 
reimbursement period from 5 years to 3 years in principle.  
 
 It is true that the prosecution had not fully understood the concept of the 
bankruptcy procedures and the bankruptcy law and that it was not an issue 
that interested the prosecutors as there had been not many crimes involving 
the violation of the penal provisions of the bankruptcy law in practice. Amid a 
sharp increase in bankruptcy cases in recent years, various side effects such 
as fraudulent bankruptcy, tort/irregularities in the bankruptcy procedures 
occurred attracting the prosecution’s attention to bankruptcy procedures.

The prosecution is showing increasing interests in the bankruptcy law and 
the procedures as exemplified by the fact that it formed an inhouse study 
group called "Mergers & Acquisitions, Bankruptcy & Rehabilitation 
Communities" in 2014, where outside experts such as professors are invited to 
give lectures on general theories and procedures of the bankruptcy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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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ever, there still remain problems ; institutional problems such as abuse 
of bankruptcy process, and also insufficient investigation case, the lack of 
analysis of actual status·precedents in respect of fraudulent 
rehabilitation/bankruptcy process of individual and companies.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tudy on the investigation method 
for the crime of bankruptcy by reviewing and understanding the general 
regulations &　 procedures, and the relevant laws regarding the statutory 
bankruptcy followed by the analysis of the application examples, investigation 
cases, and the precedents.

Key words : bankruptcy, rehabilitation, personal rehabilitation, bankruptcy 

procedure, fraudulent bankruptcy, crime of bankruptcy, slush fund, 

embezzlement, name le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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