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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회생제도는 채무자 관련 이해관계의 합리적 조정을 통하여 채무자 회
생을 지원함으로써 채무자 파산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회생제도는 파산제도를 기초로 하여 발전하였기 때
문에 기본적으로는 채무자의 재산배분과정으로 이해한다. 그 결과 회생절
차상 조정대상인 채무자의 회생절차개시 전 채무는 이해관계인들의 공동
이익을 위한 절차비용인 회생절차개시 후 채무와 그 취급이 전혀 다르다.
본 논문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조세채권의 회생
채권과 공익채권 분류와 조세채무의 면책범위 및 조세법상 채무면제이익
에 대한 과세와 대표자 인정상여처분에 대한 원천징수를 중심으로 하여
그 문제점을 검토하고 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요약하면 다
음과 같다.
회생절차는 근본적으로 채무자의 채무에 대한 조정과정이며, 그 조정
대상은 회생절차 전의 채무자 경제활동에 기인한 채무가 된다. 이에 따라
회생법은 원칙적으로 회생절차개시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조세채권은
회생채권으로 분류하고 회생절차개시 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조세채권은
공익채권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과세기간 중에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경우,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회생절차 개시일 전일까지의 법인
세 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조세법에 따라 과세기간의 종료일에 성
립한다. 그 결과 회생절차에서 조정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회생절차개시
전에 발생한 과세물건에 해당하는 조세채권이 회생채권으로 분류되지 못
하고 공익채권으로 분류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과세기간의 진행 중에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경우는,
회생절차 개시일 전일에 과세기간을 종료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다. 회생절
차개시 전에 성립·확정된 조세채권을 회생절차에서 채무조정대상으로 분
류하는 것이 회생법리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천징수대상조세와 거래징수대상조세는 그 본질
이 조세채권자에 속하는 재산이지만 회생법은 이를 권리본질과 다르게 모
든 이해관계자들을 위한 회생절차비용인 공익채권으로 분류하고 있어 부
당하다.
따라서 이러한 조세 중에서 회생절차개시 당시 징수한 조세는 회생법
에서 환취권에 준하는 특별한 규정을 신설하여 회생절차와 무관하게 조세
채권자에게 반환하도록 개선하여야 한다. 한편, 회생절차개시 당시 징수
하지 못한 세액으로서, 원천징수대상조세는 소득자에게 직접 부과·징수
하는 제도로 전환하고, 거래징수대상조세는 회생채권으로 구분함이 논리
적으로 타당하다.
회생계획인가결정의 효력에 따라 채권신고에서 누락된 조세채무의 면
책범위에 부과권까지 포함하여 소멸하는 것으로 해석한 대법원판례는, 회
생절차에서 채무조정대상으로 삼고 있는 청구권과 그 청구권을 발생시키
는 부과권을 혼동한 잘못된 해석이므로 변경되어야 한다. 또한 채무자의
조세포탈 등으로 인하여 채권신고에서 누락된 조세채권과 청산을 내용으
로 하는 회생계획에 관련된 조세채권은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인한 면책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다.
한편, 회생절차개시 후 채무자에게 회생절차상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채무면제이익은 담세력이 없는 계산상 수치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에 대

한 과세는 채무자의 재정적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켜서 채무자 회생의 저
해요소가 된다. 청산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을 제외하고, 회생절차상
채무면제이익에 관해서는 회생계획인가결정 후 일정기간 내에 법원의 회
생절차종결결정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전액 감면제도로 전환하는 것이 합
리적이다.
회생절차에 있는 채무자에게 회생절차개시 전에 사외유출되어 대표자
인정상여처분 대상이 되는 소득의 존재가 확인된 경우, 채무자는 자신의
채무부담도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과 함께 회생절차취지를 고려하여 대표
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징수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한편, 회생절차
개시 후의 사외유출로서 대표자 인정상여처분 대상이 되는 소득의 존재가
확인된 경우에는, 회생법리상 회생절차 중에 있는 채무자에게는 법인세법
상 인정상여처분의 대상이 되는 대표자가 없기 때문에 기타사외유출로 처
분하는 동시에 유출소득의 특정인 귀속여부에 대하여 사후관리하는 제도
로 개선함이 합리적이다.

주요어 : 회생제도, 회생계획, 조세채권, 회생채권, 공익채권, 채무면제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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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목적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회생법이라 한다.)1)이
2006년 4월 1일 시행된 이래 회사의 회생절차 신청사건 증가추이를 살
펴보면, 2007년 215건, 2008년 582건, 2009년 1,192건, 2010년
1,227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2) 유럽국가의 재정위기와 세계
경제의 위축현상 등에 비추어 볼 때 회사의 회생절차 신청사건은 해마다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회생절차를 밟는 회사에 대한 채권 중 조세채권이 차지하는 비
중이 높을 뿐만 아니라 회생절차에서 발생하는 채무면제이익의 규모가 크
기 때문에 회생절차와 관련된 조세제도는 회생절차의 속행(續行) 및 그
성패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회생절차 신청사건의 급증에 따른 회생절차상 조세법에 대
한 수요의 증가와 회생절차에서 조세제도가 차지하는 중요성에도 불구하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명칭에 관하여는 통합도산법, 도산법, 파산법, 회생법 등
실무상 여러 약칭이 혼용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연구대상으로 삼은 회생절차 분야의 법률용
어와 일치하는 “회생법”이라는 약칭을 사용하기로 한다. 재정적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의 회생을 도모하는 절차인 회생절차와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배당하는 절차인 파산절차라는 용어는 각각의 의미로 구분 사용
하되, 회생법·도산법·도산법률·도산제도 내지 도산이라는 용어는 회생절차와 파산절차를 총칭하
는 의미로 사용하기로 한다.
2) 회생절차개시 신청 접수건수 기준이며, 이와 별도로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은 2007년 51,416건,
2008년 47,874건, 2009년 54,605건, 2010년 46,972건이다.
대법원사법연감(통계)http://www.scourt.go.kr/justicesta/JusticestaListAction.work?gubun=10
(2011. 7. 20.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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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현행 회생절차와 관련된 조세제도는 많은 제도적 문제점을 지니고 있
음이 드러나고 있고, 불명확한 회생절차와 관련된 조세법령의 해석을 둘
러싸고 끊임없이 다툼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회생법은 회생절차 이해관계인3)들의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채무자4)
회생을 도모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가능한 한 회생절차상 채무자
의 조세부담을 덜어주려는 입장에 서 있다. 이와는 달리 재정수입을 목적
으로 하는 조세법5)은 회생절차에도 불구하고 가능한 한 조세채권을 확보
하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회생제도에서 회생법과 조세법은 상반된 태도를 보일 수밖
에 없는 근본적인 한계를 안고 있으며, 회생법과 조세법 간의 부조화6)와
불합리한 관계 설정으로 인하여 채무자회생이라는 회생제도의 취지는 물
론이고, 조세법의 기본원칙인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주의 실현에 있어
서도 모두 불합리한 상태에 있다.
예컨대 회생법은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을
회생법
 대법원은 회생절차개시 전에 납세의
회생채권으로 규정하였고,  제조제호

무가 성립한 조세채권을 이러한 회생채권으로 해석하여7) 법인세 및 부가

3) 이해관계인에는 채권자와 주주·종업원이 전형이며, 채권자에는 사법상 채권자뿐만 아니라 조세채
권자·벌금채권자 등 공법상 채권자도 포함된다. 업종에 따라서는 감독관청의 행정적 관심과 이해
는 물론이고 일반적인 사회공익도 고려되어야 한다(한국산업은행 조사부, 1982, 회사정리법해설,
전광산업사, 12쪽).
4) 현행 회생법상 회생절차 신청적격을 가진 회사를 가리키는데, 이하에서 ‘채무자’라는 용어를 사
용하기로 하며, 주로 주식회사를 의미한다.
5) 본 연구에서 조세법이라는 용어는 주로 국세를 의미하며, 그 성격에 있어 대동소이한 지방세는
필요한 부분만 언급하기로 한다.
6) 옥무석, 2003, 우리나라 구조조정세제의 회고와 전망, 조세법연구, Ⅸ-2집, 한국세법학회, 406쪽.
7) 대법원 1973. 9. 25. 선고 73다241 판결 외.
(판결요지; 회생절차개시 전에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성립된 조세채권은 회생채권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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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세 등과 같은 기간과세 세목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즉 과세기간(사업연도·중간예납기간·예정신고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에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경우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회
생절차 개시일 전일까지의 법인세 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도 과세기
간의 종료일에 성립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회생절차개시 후
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 결과 회생절차에서 조정대상
으로 삼고자 하는 회생절차개시 전에 발생한 과세물건에 해당하는 조세채
권까지도 회생절차개시 후의 공익채권에 포함시키게 되는 문제점을 낳고
있다.
그리고 현행 회생법 제251조의 조세채무를 포함한 면책규정은 지나
치게 포괄적이다. 그 결과 조세채권의 면책범위와 관련하여 국가의 고유
권능인 조세 부과권까지 면책되는 것으로 해석8)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은 조세부과권의 면책규정은 채무자는 자신의 채무를 반드시 변제
해야 한다는 사회 일반의 도덕관에 부합하지 않는다.9) 또한 조세는 오직
세법에 의해서만 성립․확정․변경 및 소멸 등이 결정된다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됨은 물론이고, 채무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취급이기 때문에
조세평등주의에도 위배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비교법적으로 보더라도, 현행 회생제도의 발상지인 미국은 무신고 등
채무자의 납세의무 불이행에 따른 조세는 면책대상에서 제외할 뿐만 아니
라,10) 부과제척기간의 진행조차 허용하지 않고 있다.11) 그리고 일본은
8)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다43883 판결.
9) 이상영, 2007, 외국파산법, 동국대학교 출판부, 60쪽.
10) 미국 연방파산법(이하 Bankruptcy Code라 한다) §1141(d)(6)(B)(i), (ii)에 의하면, 모든 법인 채무자가 허
위신고, 무신고 또는 고의적으로 조세를 회피하거나 과세를 방해한 경우 그 조세채무는 면책하지 않는다 ;
Watson, Camilla E. et al., 2005, Federal Tax Practice and Procedure, Thomson/West, pp.746-747.
11) 미국 연방세법(이하 IRC라 한다) §6501(c)(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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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고 등을 이유로 회생절차에서 채권신고 누락된 조세채권이 있으면 곧
바로 확정과 동시에 탈세범 등으로 처벌하며, 이와 같이 조세범 처벌의
대상이 된 조세채무는 면책범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12)
다음으로 회생절차 개시 후의 채무자 과세체계와 관련하여 현행 회생
절차 관련 조세제도는 회생절차의 특성에 관한 고려가 미흡하다. 즉 실질
적 담세력이 없는 허구의 수치에 불과한 채무자의 채무면제이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불합리하다. 채무면제는 채무자의
채무초과상태에 기인하기 때문에 회생계획을 통하여 채무면제를 받더라도
그 채무면제이익이 담세력을 지니는 것은 아닌 것이다.
이와 함께 법인세법상 대표자 인정상여처분에 관한 문제를 둘러싸고
해석상 논쟁이 발생하고 있다. 즉 법원, 관리위원회 및 채권자협의회의
엄격한 감독 하에서 회생절차 업무를 수행하는 공적수탁자인 관리인을 법
인세법상 대표자 인정상여처분의 대상인 법인의 대표자로 보아야 하는가
에 대해서도 회생법리와 조세법이 부조화상태에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채무자회생이라는 회생
제도의 취지와 조세법률주의 및 조세평등주의 등과 같은 조세법의 기본원
칙을 잣대로 하여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검토하는 동시에, 현행 회생법과
조세법의 조화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2) 일본 会社更生法(이하 会社更生法이라 한다) 제2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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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1. 연구범위
본 연구는 회생절차 특히, 내국법인으로서 주식회사인 채무자의 회생
절차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국세 중심의 조세채권채무 관계를 주된 연구대
상으로 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먼저 종래의 파산제도에서 회생제도가 생성되어 온 과
정을 살펴본 후, 회생절차에 있어서 조세채권을 회생채권과 공익채권으로
구분하는 기준과 관련한 문제점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채
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전 조세채무의 면책문제에 관하여 검토하고, 마지
막으로 회생절차개시 후 채무면제이익 과세문제와 채무자의 대표자 인정
상여처분 문제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그런데 회생절차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이기는 하지만 이미 많은 선
행연구들이 이루어진 회사의 합병과 분할에 관련된 양도차익의 과세문제
와 이월결손금의 승계문제 등은 본 연구의 범위에서 제외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범위에서 다음과 같은 편제로 연구하고자 한다.
제2장에서는 회생세제13)의 이해에 필요한 회생제도와 회생세제의 주
요원리 및 그 내용에 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제3장에서는 회생세제의 올바른 해석론과 입법론에 참고하기 위하여

13) 본 연구에서 회생세제라 함은 회생절차개시 전의 채무자의 조세채무에 대한 회생절차상 취급과
회생절차개시 후의 채무자에 대한 과세체계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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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영국·독일·일본의 회생제도 개요, 회생제도상 조세채권의 지위
및 면책, 회생절차에서 발생하는 채무면제이익에 대한 과세제도를 중심으
로 연구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미국․영국․독일․일본의 회생제도와 회생세제를 비교법적
검토대상으로 선택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먼저, 도산에 처한 채무자의 처리에서 처음으로 적극적인 채무자 회
생제도를 도입한 미국은, 현재 회생제도에 관해서는 세계적으로 그 모델
이 되고 있으며, 그 간에 축적된 제도들은 우리나라 회생제도에 상당부분
도입되어 있다. 영국은 원칙적으로 공법과 사법을 구분하지 않는 한편으
로 판례법 중심인 영미법계의 대표적인 국가이며, 영국 파산법은 미국 도
산제도의 뿌리이다. 독일은 공법과 사법을 엄격히 구분하는 한편으로 성
문법 중심인 대륙법계의 대표적인 국가이며, 우리나라가 이러한 대륙법계
에 속할 뿐 만 아니라, 독일의 도산법제는 직접 또는 일본을 통하여 우리
나라의 회생법제 및 회생세제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리고 일본은
회생법상 회생절차의 기본 틀이 회사갱생법상 갱생절차에 있을 뿐만 아니
라, 우리나라의 회생제도 및 회생세제 전반에 걸쳐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연구대상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현행 우리나라 회생제도와 회생세제는 역사적으로 많은 논쟁이 수반
된 발전 및 진화과정을 거쳐서 자리 잡은 것이 아니고, 그 근간이 모두
관련 외국법제의 계수를 통한 것이기 때문에 외국법제와의 비교법적 연구
는 관련제도의 해석과 합리적 개선방안의 도출에 많은 시사점을 준다고
하겠다.
제4장에서는 제2장과 제3장에서 연구한 결과를 기초로 현행 회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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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그에 대한 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5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를 총괄적으로 종합정리함으로써 결론을
맺기로 한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회생절차에 관련된 조세법의 해석과 회생절차를 둘러싼 회
생법과 조세법의 조화를 위한 입법론적 개선방안의 제시를 위하여 필요한
국내·외의 연구논문․연구보고서․단행본․판례평석 등 기존의 문헌을 통한
문헌연구방법에 의하여 수행하고자 한다.
뿐만 아니라 회생절차와 회생세제에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는 법령의
해석론과 제도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판례․대법원판례․
행정심결정례 및 과세관청의 예규 등을 검토하기로 한다. 그런데 현행 회
생법은 구 회사정리법을 일부 개선․보완하면서 구 화의법과 구 파산법 등
을 통합․제정한 것이기 때문에 본 연구의 대상인 회사의 회생절차에 관해
서는 그 법문이 같은 한 구 회사정리법 규정의 해석론이 대부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그러므로 현행 회생법 조항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구 회사
정리법의 정리절차 규정에 관한 해석론 및 판례를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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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회생제도와 회생세제의 원리 및 주요 내용

회생제도는 파산제도에 비하면 제도적 역사가 일천할 뿐만 아니라 당
초 파산제도에서 분화·발전해 왔기 때문에 그 이론적 토대는 채권자 평
등원리 등 파산제도이론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러한 회생제도는 채무자
의 집단적 이해관계조정에 국가가 직접 개입하여, 회생가능한 채무자에
대해서는 회생을 지원함으로서 채무자 파산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자 함에 궁극적 취지가 있다. 이에 기하여 회생절차에서는 담보
권 등 사권제한은 물론이고, 조세채권의 감면 등 강력한 공권력개입이 허
용되고 있다.
그러나 회생절차의 취지에 비추어서 사권과 공권의 일부 제한이 합헌
적이라 하더라도, 그 입법에서는 법률규정의 내용이 서로 충돌하거나 논
리적으로 모순적인 상황은 피해야 한다. 아울러 회생법리가 존중되어야
함과 마찬가지로 최소한 조세법의 기본원칙은 유지되어야 한다. 조세채권
에 관한 한 그 역시 전 국민에 관련되는 공익성이 경시될 수 없기 때문이
다.
이하에서는 회생세제와 관련하여 회생법과 조세법에서 상호 조화되어
야 할 기본원리와 주요내용에 대하여 검토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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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회생제도의 기본원리와 주요내용

1. 회생제도의 기본원리
1) 이해관계의 공평한 조정
역사적으로 도산법의 최대 목적은 채권자간의 공평한 취급에 있다.14)
재정적 곤경에 처한 채무자의 채무조정을 그 이해관계자들의 사적자치에
맡길 경우 공평한 처리는 기대하기가 어렵다. 채무자의 도산상황에서는
비인권적, 비윤리적 내지 비합리적인 채권채무의 해결 등으로 인한 사회
적 혼란과 높은 해결비용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비효율적인 상황
의 극복 방안으로서 사인간의 도산처리과정에 국가의 공권적 개입을 필요
로 하게 되었으며, 이를 정당화시키는 수단으로서 채권자 평등원리를 지
도이념으로 하는 도산법을 제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채무자의 이해관계를
집단적으로 공평하게 조정하고 있다. 이러한 이해관계의 공평한 조정은
파산절차와 회생절차 공히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목표가 되고 있다.
2) 채무자 회생 우선과 지원
현대적 도산제도는 재정적 곤경에 처한 채무자의 이해관계조정에서,
곧바로 채무자 재산의 청산에 의하는 것 보다 회생가능성을 먼저 확인하
여 회생가능성이 있다면 파산시키지 않고 우선적으로 회생을 통하여 해결
하려는 추세에 있으며, 회생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회생법도 이와 같
은 취지를 담고 있다. 이는 채무자 파산으로 유발될 사회경제적 혼란의
14) 伊藤塾, 2010, 倒産法(伊藤真試験対策講座15), 弘文堂, 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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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청산에 의하는 것만이 모든 이해관계
자들에게 유리하다고 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회생법은 절차신청 단계에서 미리 회생절차로 갈 것인가 아니면 파산
절차로 갈 것인가를 채무자 또는 채권자 등이 선택하도록 하고 있지만 파
산절차 또는 회생절차의 진행 중이라 하더라도 다른 절차로의 이행(移行)
을 허용하고 있다.15)

3) 사회적 혼란과 경제적 손실의 방지
재정적 곤경에 처한 채무자가 파산하는 경우 특히, 사회경제적으로
파급효과가 큰 채무자가 파산하는 경우 그 사회적 혼란과 경제적 손실이
얼마나 큰가에 대해서는 이미 외환위기를 통하여 학습한 바 있다. 국가가
직접 사경제에 개입하여 채무자 이해관계의 공평한 조정과 동시에 이를
기반으로 채무자 회생을 도모하는 궁극의 목적은 채무자의 파산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경제적 손실의 방지에 있다.
이러한 사회 공익적 취지에 기초하여, 채무초과상태인 채무자의 회생
에서 필수불가결하게 발생하는 채무면제 등 이해관계자들에게 강요되는
희생에 상당하는 정도는 아니라 하더라도, 일부 절차비용을 국가도 부담
해야 한다는 논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이 오늘날 회생제도의 모습이
다.

15) 미국, 일본 등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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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생제도의 연혁
신용거래가 없으면 채무초과상태가 생길 여지는 없다. 그 결과 일찍
이 신용거래가 발달한 선진산업국을 중심으로 발전해 온 도산제도는 기본
적으로 집단적 채권추심절차이며, 이에는 채무자 회생취지의 회생제도와
채무자 재산 청산취지의 파산제도가 있다.
채무초과상태에 처한 채무자의 회생을 직접 목적하는 제도 즉, 현대
적 회생제도가 처음 나타 난 나라는 미국이다. 따라서 회생제도의 연혁에
관해서는 먼저 미국의 회생제도 발전과정을 간략히 살펴 본 다음에 우리
나라의 회생제도 연혁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미국의 도산제도 발전과정을 보면, 각 주마다 별도의 도산제도로 운
영되던 상황에서 1800년 처음으로 영국의 파산법을 모델로 하여 연방파
산법이 제정되었다. 그 후, 경제위기 때는 신설하고 경기가 호전되면 폐
지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발전되어 오늘날 연방파산법으로 자리 잡게 되
었다.16) 이와 같이 당시 사회경제적 상황에 맞게 발전해 온 미국의 도산
제도는 이민자들로 구성된 신생국이라는 역사적 배경에서 당초 청산목적
에서 점차 정직하지만 불운한 채무자(honest but unfortunate debtor
)17)에게는 회생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것으로 인식이 변화하게 되었다.
19세기 중반 자산규모가 워낙 방대하여 청산을 위한 일괄처분 또는
분할처분 그 어느 것도 불가능한 채무초과 철도회사에 대해서 공익과 형
평이라는 관점에서 법원에 의한 일련의 판례가 회생절차 법리를 형성하는

16) 윤영신, 1998, 미국의 도산법, 연구보고98-3, 한국법제연구원, 9쪽.
17) Local Loan Co. v. Hunt, 292 U.S. 234, 244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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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가 되었다.18) 즉, 당시 방대한 자산규모의 철도회사 파산에서 보통법
에 의해서는 그 처리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형평법에 따라 법원이 이를 처
리하면서, 엄청난 거액이 요구되는 철도회사의 경매금액을 부담할 수 있
는 사람은 결국 관련 채권자 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그 결과
형식적인 경매를 통하여 법원이 정한 가격으로 실질적으로는 채권단에게
회사를 이전하는 방법으로 이를 해결하면서, 청산 대신 회사재조직에 의
한 새로운 채권추심방식이 등장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현대적 회생제도의
효시가 되었다. 이후부터 채무자회생이 미국 도산제도의 핵심 가치로 자
리를 잡게 되었다. 이와 같이 초창기 회생제도는 영국 도산제도에서 유래
한 형평법상 수탁관리인제도(equity receivership)로 일컬어지면서, 주로
재정적 곤경에 처한 기업의 해체를 방지할 목적에서 회사재산으로 채권자
에게 대물변제하고 채권자는 이를 신회사에 현물출자하면서 증권을 교부
받는 방법이었다.
1929년부터 시작된 대공황(Great Depression)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형평법상 수탁관리인제도의 복잡성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1934년
미국 연방파산법에 채무자구제절차(Debtor's Relief Act)가 추가되었다.
동시에 기업회생절차(corporate reorganization)에 관한 장문의 제77조
B가 제8장에 신설되었는데, 이것이 기업회생절차에 관한 최초의 성문규
정이다.19) 그 후 1938년 연방파산법의 대폭 개정에서는 별도로 제10장
에서 125개 조문으로 기업회생절차를 규정하였으며, 이것이 일본의 회사
갱생법을 통하여 우리나라 구 회사정리법에 계수되어 현행 회생제도의 근
간이 되었다.

18) 윤영신, 1998, 앞의 책, 10쪽; 오수근, 2008, 도산법의 이해,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67-82쪽.
19) 한국산업은행 조사부, 1982, 앞의 책, 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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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도산제도는 제도적 측면뿐만 아니라 이론적인 면에서도 발전
하여, 채무자 재산의 이해관계자간 배분범위 등에 대하여는 채권자협상이
론 또는 팀 프로덕션이론,20) 합병(Merger and Acquisition: M&A)관련
도산기업이론21) 등으로 발전시켜오고 있다.
미국의 이러한 회생제도 발달은 도산법에 대하여‘처벌법에서 구제법
으로’(from punitive law to

relief law)

또는‘청산에서 재건으

로’(from liquidation to rehabilitation)라는 기본관점22)의 변화에서 비
롯되었으며, 개척자적 정신력으로 이룩한 이민국가인 미국의 국가형성과
정에서 비롯된 그들만의 문화적 특성과 무관하지 않다고 이해된다.
우리나라 도산제도 연혁에 대하여는 도산법률에 의한 공식적 절차와
기타 도산법률에 의하지 않는 비공식적 절차로 나누어서, 먼저 도산법률
에 의한 공식적 절차에 관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파산제도에 대하여 제도적 형식을 갖춘 로마법에서 그 시원(始原)을
찾는다면, 이를 바탕으로 독일·오스트리아·프랑스 등 대륙법계를 중심
으로 발전한 제도가 일본을 거쳐서 우리나라에 계수되었다. 1962년 1월
20일 일본 제도를 계수하여, 채무자의 재산상태가 악화되어 총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채무자의 총 재산을 강제적으로
관리․환가하여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변제하려는 취지에서 구 파산법
을 제정하는 동시에, 채무자 파산을 예방하기 위해서 구 화의법을 제정하
여 근대적 도산제도를 두게 되었다.
당시 회사 회생에 관해서는 일본 의용상법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였으
20) 박훤일, 2007, 도산법제와 팀 프로덕션이론, 기업법연구, 통권 제29호, 한국기업법학회, 14쪽.
21) 박형준, 2007, 법정관리기업 인수합병의 실무와 전망, 사법논집, 제44집, 법원도서관, 594쪽.
22) 임치용, 1999, 도산법제에 있어서의 파산절차의 특색, 재판자료, 제83집, 법원도서관, 47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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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경제개발 과정에서 기업재건조치로서 일본의 회사갱생법과 같은 특별
법 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그 결과 1962년 12월 12일 재정적 궁
핍으로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경제적으로 갱생의 가치가 있는 주식회사에
대하여 채권자, 주주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조정하며 그 사업의 정
리재건을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일본 회사갱생법을 계수한 구 회사정리법
이 제정되었다.
그 후부터 파산절차는 구 파산법에 의하였고, 회생절차는 구 회사정
리법과 구 화의법 절차로 이원화 되어있었다. 그러나 구 회사정리법은 주
식회사만 대상으로 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또한 구 화의법은 주주지분감
소규정이 없어 채권자 권리만 감축될 수밖에 없었으며, 화의인가 후 바로
화의절차가 종결되어 구 주주의 회사지배권 및 구 경영진의 경영권에 대
한 감독 및 통제가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부실기업의 퇴출회피수단으로 악
용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었다.23)
그러한 제도구조상 문제점 외에도, 1960년대부터 양적성장 위주의
우리나라 경제정책은 기업들로 하여금 레버리지 효과(leverage effect)
를 위한 과다차입을 유발시키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은 경기변동 등 기업
의 환경변화 적응능력을 저하시켜서 부실경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산
업구조였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당시 재계순위 14위였던 한보그룹의 부
도와 그 비슷한 시기의 기아자동차 부도사태 등은 결국 1997년 국가적
위기였던 외환위기로 이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하여 채무자의 파산으로 인한 대량 실업사태 등 사
회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경제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무구조 문

23)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실무연구회, 2011a, 회생사건실무(상)(제3판), 박영사, 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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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등으로 인하여 기업환경변화의 적응에 실패한 일반 기업과 은행들에
대하여는 국가적 지원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이에 더하여 2000년
전후의 신용카드 남발에 기한 가계신용위기는 재정적 곤경에 처한 많은
채무자들에 대한 능동적 대처를 위해서는 국가가 주도적으로 종합적인 대
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를 더욱 부각시켰다.
그러한 사회 경제적 필요에 따라서, 2004년 3월 22일에는 재정적 어
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
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
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구 개인채무자회생법24)이 제정되었다.
한편, 구 파산법, 구 화의법 및 구 회사정리법의 문제점을 개선하면서
도산관련 법률을 통합하여 2005년 3월 31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
한 법률을 제정․공포하고,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경제적 필요에 따라 제정된 회생법은, 구 회사정리법상 정리절차에서
는 주식회사만 신청인적격을 인정하던 것을 회생절차에서는 법인의 종류
에 제한을 두지 않는 등 적용대상을 확대하면서, 기존경영자 관리인제도
의 도입 등 종전 정리절차를 부분적으로 개선․보완하였고, 파산절차는 구
파산법을 기초로 하였으며, 개인회생절차는 구 개인채무자회생법을 그대
로 반영하는 한편으로 국제도산절차를 신설하였다.
다음으로, 도산법에 의하지 않는 비공식적 절차에 관하여 보면 다음
과 같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는 법원이 주도하는 구 회사정리법상 정리절차
24) 개인에는 상인·비상인 모두가 포함된다(박승두, 2004, 개인채무자회생법의 기본구조와 문제점
에 관한 연구, 법학논총, 제16집, 국민대학교법학연구소, 18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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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구 화의법상 화의절차 외에 적절한 임의적 절차로서 기업구조조정제도
를 두지 못하고 있었다. 그 결과 외환위기 당시인 1997년 12월부터
1998년에 걸쳐 집중적으로 입법화 된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제적 구조조정
지원제도를 통하여 민간차원의 구조조정을 유도하는 한편, 세제지원의 기
본원칙도 종전 정부주도의 산업재편에서 활용한 영구적 감면에서 과세이
연으로 전환하게 되었다.25)
2001년 8월 14일 구 기업구조조정촉진법26)이 1차 한시법으로 제정
되었으나 2005년 12월 31일 폐지되었다. 그 후 2007년 8월 3일 한시
적으로 재차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제정된 후 2010년 12월 31일에 다시
폐지되었다. 그 후 2011년 4월 29일 2013년 말까지 3차 한시법으로 다
시 부활되어 있다.27)
이와 달리, 신용공여 주체인 금융기관들의 합병·전환 또는 정리 등
금융산업구조개선을 지원하기 위해서, 1991년 3월 8일 제정·시행된 구
금융기관의 합병 및 전환에 관한 법률을 1997년 1월 13일 전면 개정하
여, 금융 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28)이라는 명칭으로 1997년 3월 1
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금융기관은 예금자보호, 지급결제시스템의 유지
25) 장태평, 1998, 기업구조조정과 세제지원, 광교아카데미, 3-9쪽.
26) 당시 구 회사정리법에 의한 법원주도의 도산절차를 불신하던 경제 관료들이 법원이 대기업의
사활을 결정하는 방식보다 정부가 직접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방식을 도입한 것이 work-out
제도라는 평가도 있지만(류해용, 2010, 통합도산법 시행 이후 한국의 기업회생실무와 쟁점, 법
조, 통권641, 법조협회, 87쪽), 도산법에 의한 공식적 절차 외에 도산법 외의 비공식적절차를 병
행하는 것이 도산제도 운용의 세계적 추세이다.
27) 은행 신용공여금액 500억 원 이상의 대기업에 대한 은행주도의 구조조정절차인 경영정상화작
업(work out)에 적용하는 법률이다. 신용공여금액이 500억 원 미만인 기타 기업에 대해서는 은
행연합회가 제정하는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에 따라 경영정상화작업이 진행되고 있다(이명훈,
2008, 기업구조조정 해설, 정법사, 31-35쪽).
28) 통상 금산법이라 불린다. 미국에서도 금융기관은 연방파산법에 의하지 않고, 연방예금보험공사
법 또는 각 은행의 설립법에 따라 도산절차가 진행된다(박훤일, 2007, 앞의 논문, 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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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신용질서의 안정을 위하여 금융감독 당국으로부터 각종규제와 감독
을 받고 있고, 불가피하게 도산을 하더라도 예금·보험금 지급 등 공적부
담 및 신용질서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29)
이상과 같이 회생제도 연혁을 통하여 간략히 살펴 본 도산제도에는
독일·영국 등 선진국들에서도 각각 별도의 회생제도를 두고 있으며, 그
취지 등 대강은 같은 원리이다. 다만, 절차상 보호대상으로서 채권자·채
무자 및 사회일반의 공익이라는 세 가지 요청이 충돌할 때 어느 것을 우
선시 할 것인가에 관한 끊임없는 논란 속에서,30) 전적으로 법률제정 당
시의 사회적 합의에 따라 그 상황에 적합하게 형성·발전하고 있을 뿐이
며, 시대와 국가를 관통하는 일관된 논리필연성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즉,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는 국가적 경제위기상황 유무와 경제발전의
정도 및 그 국가 고유의 사회·법률적 전통에 따라 그 목적과 운영방법이
다르게 되는 채무자 재산의 분배과정에 불과하다.31) 그 결과 회생법에
회생법 
규정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을 준용하도록 하여  제조

회생법을 도산에 관한 절차적 법규로 두고 있다. 절차적으로도, 법원의
재판절차에 따르기는 하지만 절차가 형식적이고 신중한 소송절차와 달리
회생절차는 비송사건절차로서32) 탄력적이고 간이·신속한 진행을 특징으
로 하며, 항고로서만 불복이 가능한 재판부의 직권 결정에 좌우되는 절차
이다. 이러한 회생법은 도산에 관한 특별법으로 이해하며, 회생절차는 법
원의 역할이 중요한 제도이다.

29)
30)
31)
32)

박훤일, 2007, 앞의 논문, 14쪽.
오수근, 2008, 앞의 책, 83쪽.
윤종구, 2004, 독일도산절차에서 기업가치평가와 그 배분방법, 재판자료, 제105집, 법원도서관, 232쪽.
대법원 1984. 10. 5. 선고 84마카4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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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생제도의 주요내용
1) 회생절차 개관
회생법상 회생절차에서는 채무자의 채무에 관하여 유예·감액·면책
등 이해관계인의 권리관계에 직접적인 변경을 가하는 사법적 구제수단을
통하여 기업의 정리·재건을 도모하는 결과 그 업무를 법원이 총괄적으로
관장하고 있으며, 회생절차의 성패에 법원의 역할은 결정적이다.33)
구체적 회생절차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기존경영자관리인을 원
칙으로 한 관리인 제도를 두고 있다. 관리인은 채무자의 업무 수행권과
재산의 관리처분권을 배타적으로 보유하며, 소송에서 당사자가 되는 등
채무자의 모든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선관주의의무를 지는 공적수탁자로서
회생절차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 대법원규칙에서 정
하는 법원에는 회생법원의 전문성 보완 등의 목적으로 전문지식을 갖춘
관리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회생절차개시신청이 있으면 관리위원회는 채
권자 일반의 이익옹호와 기존경영자 관리인의 권한남용 방지 등을 위해서
채권자협의회를 구성한다.
한편, 회생법원은 채무자의 재무·경영분석, 채무자가 재정적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청산가치와 계속기업가치의 산정, 담보목적물의 평가, 수
행가능한 채무변제계획의 제시 등을 위해서 실무상 고도의 전문적인 회
계·경영·경제지식과 판단능력이 요구되는 조사위원을 선임하고 있다.
이러한 조사위원은 회생절차에서 기존경영자관리인 선임 여부, 지배주주

33) 한국산업은행 조사부, 1982, 앞의 책, 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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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특수관계인 등의 보유주식강제소각, 회생절차의 직권폐지 여부, 회생
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매출 및 영업이익의 추정 등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34)
현행 회생절차의 개략적인 흐름을 보면, 회생절차 개시신청-심사(보
전처분, 중지명령 등)-개시결정(관리인 선임, 불선임) 또는 기각결정(임
의적 파산선고)-회생채권 등 목록제출, 회생채권 등 신고, 회생채권 등
조사 및 조사위원에 의한 조사(인가 전 회생절차 폐지 및 임의적 파산선
고)-제1회 관계인 집회(특별조사기일 병합)(인가 전 회생절차 폐지 및
임의적 파산선고)-회생계획안 제출명령-회생계획안 제출(인가 전 회생
절차 폐지 및 임의적 파산선고)-회생계획안의 심리 및 결의(제2회 및 제
3회 관계인집회 또는 서면결의 절차)(인가 전 회생절차 폐지 및 임의적
파산선고)-회생계획 인가(회생계획 불인가, 임의적 파산선고)-회생계획
수행-회생절차 종결(인가 후 회생절차폐지, 필요적 파산선고)로 이어 지
며,35) 절차의 많은 부분을 등기대상으로 하지만 이에 대한 등록세36)는

부과하지 않는다.  회생법제조제항
및제조제항

이와 같은 회생절차는 결국 채무자의 절차개시 전 채무의 조정절차로
서 재산배분과정이라는 속성을 가진다. 따라서 법원에 의해 회생절차가
개시 되면 그 회생절차개시 전과 후는 비록 인과관계에 있다하더라도 회
생절차진행에서는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된다. 회생절차개시 전에는
전혀 국가의 개입대상이 아니었지만, 회생절차개시 후는 회생절차개시 전
채무의 합리적 조정을 통하여 국가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와 이해관계자

34)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실무연구회, 2011a, 앞의 책, 188쪽.
35) 사법연수원, 2009, 도산법, 4쪽.
36) 등록면허세로 명칭이 변경되었다(지방세법 제3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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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조화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이하에서는 회생법상 회생절차 중 본 연구의 논의에 필요한 부분만
검토하고자 한다.

2) 회생절차 개시결정과 관리인 선임
적법한 신청으로서 기각사유가 없고, 채무자에게 사업의 계속에 현저
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
우 또는 채무자에게 파산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등 개시
원인이 있다고 판단되는 때는 신청일로부터 1월 이내에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해야 하며, 결정서에는 연·월·일·시를 기재해야 하고, 그
회생법제조 
결정 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항및제조

회생법은 법원이 이러한 회생절차 개시 결정과 동시에, 채무자의 대
회생법
37) 원칙적으로 기존
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도록 하는 등  제조및제조

경영자관리인(Debtor In Possession : DIP)제도를 도입하였다.
구 회사정리법 시행 당시에는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그 결
과 기존경영자가 경영권유지를 원하는 경우에는 정리절차개시신청을 기피
하는 문제가 있었으며, 기존의 경영 노하우가 그대로 인계되지 못한다는
등의 단점들이 지적되고 있었다. 그러한 단점들을 극복하고 채무자로 하
여금 재정적 곤란이 더 악화되기 전에 조기에 회생절차에 진입할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38) 회생법은 미국 연방파산법의 기존경영자관리인 제도
를 계수하였다.
37) 2006년 4월 1일 시행, 회생실무준칙 제1호, 관리인 등의 선임·해임·감독 기준.
38) 오수근, 2005, 통합도산법의 과제와 전망(Ⅰ), 저스티스, 통권 제85호, 한국법학원, 11쪽; 박형
준, 2007, 앞의 논문, 651쪽.

- 21 -

회생법이 담보권 등 사권 제한은 물론이고 조세채권까지 제한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회생절차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는 구 경영자에게 절차
관리권을 부여하는 것이 합리적인가에 관한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39) 공
식적으로는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로부터 채무자의 업무수행권한과
회생법 
재산 관리처분권이 기존경영자관리인에게 전속하게 된다.  제조제항

이와 같이 회생절차에서 관리인은 법원과 관리위원회, 채권자협의회
의 감독을 받기는 하지만 원칙적으로 기존경영자이고, 채무자의 재산 관
리처분권만 행사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수행권한까지 가지게 되므로, 과세
상 제반문제 중에서 법인세법상 대표자 인정상여처분과 관련하여 어떻게
취급해야 할 것인지가 문제되는데 이에 관해서는 후술하고자 한다.
3) 회생절차상 권리
(1) 서언
회생절차에서는 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주주권
및 공익채권으로 구분하고 공익채권은 절차와 상관없이 변제가 가능하지
만 나머지 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해서만 변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채
권신고대상이 되며 신고에서 누락되면 실권된다.
회생절차비용인 공익채권을 제외한 권리에 관해서는 회생담보권, 선
순위 회생채권, 기타 회생채권, 잔여재산분배 우선 주주권, 기타 주주권으
회생법
 를 규정하는 한편, 원칙적으로 권리변경에
로 권리의 우선순위  제조제항

서 같은 성질의 권리를 가진 자 간에는 평등해야 한다는 원칙을 규정하고
39) 일본은 갱생절차는 사권제한 등 강력한 공권력이 개입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절차관리인으로 제
3자를 선임하고 있다(会社更生法 제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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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법
 다음에서는 회생채권 등의 분류상 기본원칙들에 관하여 검
있다.  제조

토하고자 한다.
(2) 회생채권
회생법 제118조는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
긴 재산상의 청구권, 회생절차개시 후의 이자, 회생절차개시 후의 불이행
으로 인한 손해배상금과 위약금 및 회생절차참가 비용에 관한 청구권은
회생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회생담보권으로서 담보목적물 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회생채
회생법
40) 이러한 무담보채권인 회생채권의 외연에 관한
권이 되는 등  제조제항

포괄적 규정의 내용은 구체적인 회생채권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형평의 견지, 사회 정책적 고려 또는 기타의 이유로 특별히 절차개시 전
의 회생채권이지만 공익채권으로 하거나,41) 절차개시 후의 채권이지만
회생채권으로 규정한 것들 때문이다.
이러한 회생채권은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에
기한 청구권이면 족하고 회생절차개시 후에 확정 또는 변제기 도래 여부
는 묻지 않는다.42) 한편 재판상 또는 강제집행으로 강제실현이 가능한
청구권이어야 하므로 자연채무로 된 채권은 제외되며, 회생계획에 의해서
만 변제함이 원칙이어서 채권신고대상이 된다.

40) 이는 회생채권 중에서 담보권 있는 채권이 회생담보권이기 때문이다.
41) 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9호.
42) 대법원 2000. 5. 1. 선고 99다5563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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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생담보권
회생채권이나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 외의 자에 대
한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의 재산상에 존재하
는 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전세권 또는 우선
특권으로 담보된 범위의 것은 회생담보권으로 한다. 다만, 이자 또는 채
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위약금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회생절차개
회생법

시결정 전날까지 생긴 것에 한 한다.  제조제항

이러한 회생담보권은 모든 회생채권 등에서 1순위로 우선권이 인정되
지만, 회생담보권 역시 그 본질은 회생채권이어서 회생계획에 의해서만
변제함이 원칙이므로 채권신고대상이 된다. 다만, 일단 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회생담보권으로 구분되면 회생담보권 내에서는 그 종류를 불문하고
회생절차상 회생담보권으로서 동일하게 취급되며,43) 회생절차개시결정
후에 담보 목적물이 멸실되거나 타인에게 양도되는 경우에도 계속하여 회
생담보권으로 취급된다.44)
원래 담보제도는 이러한 채무자 지급불능상태를 대비하기 위한 것임
에도 불구하고, 사회경제적 필요에 따른 채무자 회생취지에서 피담보채권
도 절차에 포함시켜 채무조정대상으로 함으로서 담보권에 대한 제한이 되
고 있다. 회생절차취지와 달리 채무자재산을 환가하여 모든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배분할 것을 목적하는 파산절차에서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
상에 존재하는 유치권·질권·저당권·‘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
률’에 따른 담보권 또는 전세권을 가진 자에게 그 목적 재산에 관하여
43)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실무연구회, 2011a, 앞의 책, 386쪽.
44) 사법연수원, 2009, 앞의 책, 6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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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제권을 인정하여,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회생법제조
제조

(4) 주식·출자지분권
주주·지분권자는 그가 가진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 회생절차에 참
회생법
 법원의 회생실무상으로는 전환사채의 전환권, 신주
가할 수 있다.  제조

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주식매수선택권은 주식·지분권에 준하여 취
급한다.45)
주주가 회생절차에 참가하는 방법은 원칙적으로 관계인집회에서 의결
권을 행사하는 것과 회생계획상 수익자가 되는 것이다. 상법상 의결권 없
는 주식인 경우에도 회생절차상 관계인집회에서는 의결권이 인정되지만,
상법상 소유와 경영의 분리현상과 회생절차상 이해의 조정은 다르기 때문
에 그 의결권 내용은 서로 다르다. 또한, 회생절차에서 주주·지분권자는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의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경우 외에는 의결권을 가지기는 하지만, 회생계획상 권리순위는 회생담보
회생법

권, 회생채권 다음의 최후 순위에 있게 된다.  제조제항

회생절차개시가 있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상법상 보장된 주주총회 의결
권 등을 행사할 수 있지만 채무자에게 재산의 관리처분권이 없고, 증자·
감자나 배당이 금지되므로 주주의 권리행사에 제약이 따른다. 즉 실무상
주주총회가 거의 열리지 않기 때문에 주총에서 의결권행사의 기회가 거의
없는 등 공익권이 제약을 받는다. 주주의 자익권 역시 회생절차가 개시되
면 이익배당이 금지되고, 신주발행 등은 회생계획에 의해서만 가능하게
45)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실무연구회, 2011a, 앞의 책, 40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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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이익배당청구권이나 신주인수권 등을 행사할 수 없다.
(5) 공익채권
공익채권(共益債權)46)이란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와 주주·지분권
자 즉, 회생절차상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공동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지출에 응하기 위해 인정된 채무자에 대한 청구권으로서 회생절차와 상관
회생법제
 신고대상이 아니어서 면책대상도
없이 수시로 변제대상이 되며,  조제항

아니다.
회생법은 회생채권을 포괄적으로 규정한 것과는 달리 공익채권에 관
하여는 제179조에서 기본적으로 열거 규정하는 한편으로, 개별규정에서
각각 공익채권 해당여부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공익채권은 절차비용이
기 때문에 회생절차 개시 후 원인에 기한 청구권이 원칙이다. 그러나 회
생법은 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에 기한 청구권 일부에 대해서도 형평성,
사회정책목적 등에서 공익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열거규정에
해당하면 공익채권이 되며, 공익채권에 해당하는 것을 회생채권으로 착오
신고한 경우에도 공익채권이 된다.47) 또한, 공익채권은 회생절차가 종료
하면 채무자의 회생을 위한 업무 역시 종료되어 그 후의 비용은 공동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비용이 아니게 되므로 회생절차 종료 전에 생긴 것이
회생법제조 
어야 한다.  제항제호단서

한편, 원칙적으로 공익채권에 관해서는 그 변제기의 유예 또는 채권
의 감면 등 공익채권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정할 수가 없으므
46) 파산절차에서는 파산채권자 공동(共同)의 이익(利益)을 위한 절차비용으로 파산채권에 우선하는
재단채권을 규정하고 있다.
47)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4다3512·352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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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회생계획에 그와 같은 규정을 두더라도 해당 공익채권자가 이에 대하
여 동의하지 않는 한 그 권리변경은 효력이 없다.48)
이러한 공익채권은 원칙적으로 회생절차와 상관없이 우선변제 대상이
된다. 이 경우 공익채권의 우선변제 의미는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범위로
하여,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비하여 권리의 순위에서 우선한다는 의미
이고, 담보목적이 된 채무자의 구체적 재산에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므
로, 선순위 회생담보권이 설정된 특정재산의 환가대금에서 우선변제 의미
는 아니다.49) 회생절차개시 후 회생절차개시결정 취소가 있거나 회생절
차폐지결정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관리인은 권한을 잃고 대신 채무자가
재산의 관리처분권을 회복하게 된다. 그러나 회생절차폐지 된 채무자 대
부분은 책임재산이 부족한 상태일 수가 있기 때문에 공익채권 변제에 관
하여는 회생절차폐지 후에도 관리인으로 하여금 변제권한을 가지도록 규
회생법
 또
정하여, 회생법은 공익채권 우선변제를 분명히 하고 있다.  제조제항

한, 회생계획불인가결정이 확정되거나 회생절차폐지결정이 있는 경우에도
법원이 파산 선고하는 경우가 아니면 관리인은 공익채권을 변제해야 한

다.  회생법제조
및제조

그러나 채무자의 재산50)이 공익채권의 총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것
이 명백하게 된 때에는 회생절차 개시 후에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하기 위
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차입한 자금51)에 관한 채권을 우선적으로 변제

48)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40349 판결; 2006. 1. 20. 선고 2005그60 판결 등.
49) 대법원 1993. 4. 9. 선고 92다56216 판결.
50) 이 경우의 채무자 재산은 회생담보권의 목적이 된 재산을 제외한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의미하
며, 처분이 예상되기 때문에 처분가액으로 평가한 가액을 의미한다(한국산업은행 조사부, 1982,
앞의 책, 450쪽).
51) 소위 DIP financing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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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그 밖의 공익채권은 그 우선권에 불구하고 아직 변제하지 아니한
각 공익채권액 비율에 따라 변제해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유치권·
질권·저당권·전세권 및 우선특권이 있는 공익채권이 우선변제 대상이
회생법

된다.  제조제항

4) 회생계획인가결정과 그 효력
(1) 서언
회생계획은 회생절차 개시일로부터 기본 1년, 연장 시는 1년 6월 이
회생법
 회생법 제
내에 관계인집회에서 계획내용에 대한 가결이 있고,  제조제항

243조에서 규정한 인가요건을 충족하여 이에 대한 법원의 인가결정이 있
회생법 
비록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된 내용이
은 때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제조

라 하더라도 법원의 인가결정을 효력요건으로 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회생절차에서는 우선순위가 다른 권리를 가진 자들을 절차에
참여시켜서 다수결에 따라 그 권리를 변경시키게 된다. 따라서 회생계획
에서 각 권리자에게 그가 보유하는 실체적 권리에 적합한 최저한도의 지
위를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 둘째, 회생계획은 기업의 회생이라는 고도
의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므로 그 결정을 관계인들
의 자유의사에만 맡길 수 없다. 셋째, 회생계획은 거기에 기재되지 않은
권리는 실권시키고, 기재된 권리는 기재된 대로 변경시키는 강력한 효력
을 가지게 되므로, 절차가 위법하게 진행되어 관계인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관계인집회에서 다수결로 동의한 회생
계획안이라고 하더라도 즉시 법적 효력을 인정할 수는 없고, 모든 관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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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이익을 위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후견적 견지에서 그 내용과 적법성을
점검시켜서 당사자의 자치에 필요한 최소한의 제약을 가하기 위해서이
다.52)
(2)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회생계획에서 인정된 권리에 관하여, 회생절차상 어느 채권자가 어떠
한 권리를 취득하였는가를 표시한 회생채권자표 또는 회생담보권자표의
기재는 회생계획인가결정이 확정된 때에, 채무자,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
자, 주주지분권자, 회생을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거나 또는 담보를 제공하
는 자, 합병 또는 분할합병시를 제외한 신회사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

한 효력이 발생한다.  회생법제조및
제조제항

이러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의 의미에 관하여는, 회생절차는 비록
법원이 주도하지만 이해관계자간 합의에 따른 결의를 거치는 등 자치적
절차가 중요시 되므로, 권리변경에 대한 불가쟁의 효력을 인정한다 하더
라도 법원에 의한 공권적 해결로서의 판결의 효력인 확정판결의 기판력과
동일한 내용의 효력을 갖는 것으로 인정할 수는 없고, 확인적 효력을 가
지고 회생절차 내부 또는 그에 관계되는 범위 내에서 불가쟁의 효력이 있
다는 의미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이며,53) 대법원도 같은 입장이
다.54) 이와 같은 회생법 제255조 제1항 규정의 취지는 회생계획인가결
정이 확정된 경우, 회생채권자표 등에 기재되어 회생계획에 의하여 인정

52) 한국산업은행 조사부, 1982, 앞의 책, 580쪽.
53) 박홍우, 2000, 정리채권 등의 신고·조사·확정에 있어서의 문제점, 재판자료, 제86집, 법원도서
관, 262쪽.
54)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4096 판결; 2003. 9. 26. 선고 2002다62715 판결; 2004. 8.
20. 선고 2004다3512·3529 판결; 2005. 6. 10. 선고 2005다15482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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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권리를 기준으로 신속하고도 안정적인 회생계획의 수행을 보장하려는
것이다.55)
한편, 회생계획에 의해 회생채권자와 회생담보권자에게 인정된 권리
가 금전의 지급 기타 이행의 청구를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에
관한 회생채권자표와 회생담보권자표에 기재는 불가쟁력을 가지는 외에
회생법
 그러나 집행력을 가지
채무명의가 되어 집행력도 가지게 된다.  제조제항

는 권리는 회생채권자와 회생담보권자가 회생계획에 의해 가지는 이행청
구권에 관한 기재에 한하므로 신주인수권이나 사채인수권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집행력이 없다. 다만, 회생법 제286조 및 제287조에 따라 회생
계획인가 전에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때는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없었
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은 채무의 면책 등 인가결정의 효력은 없다. 그러
나 법원 재판절차에 의하는 등 회생절차 진행을 통해서 확정된 권리관계
에 대하여 다시 그 채무명의를 위한 채권자의 노력이나 비용의 이중부담
방지 등을 위해서 이해관계자들에게 있어서 확정판결의 효력을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이 경우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은 집행력만을 의미한
다.56)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은 회생절차 종료 후에도 유지되어 신고하지 않
은 것으로 실권된 것은 부활하지 않으며,57) 회생계획인가결정 후 회생절
차가 폐지된 경우에 이미 회생계획의 수행과 기타 회생법 규정에 의하여
회생법
 그러나 확정판결과 같은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조제항

효력은 채무자회생 목적을 벗어난 경우로서 회생절차 종료 후의 회생채권
55)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다15482 판결.
56) 한국산업은행 조사부, 1982, 앞의 책, 683쪽 및 685쪽.
57) 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다2020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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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등의 개별집행이 경합하는 경우 및 채무자 파산의 경우에는 미치지 않
는다.58)
이 경우, 회생법상 채권에 관한 존부·내용·원인 등의 실체적 진실
여부를 검토·확정하는 조사절차에서 확정되는 것이 아니고, 법률에 의해
서만 성립·확정되는 법정 채무이자 공법상 청구권인 조세채권에 관한 기
재는 당연히 확정판결의 효력이 없는 한편으로, 자력집행권을 가지기 때
문에 집행력도 없다.59) 이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도 공법상 채권에 대하
여는 일반 회생채권과 같은 조사·확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회생채권자표
에 기재하도록 하되, 그러한 기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청구권의 원인
이 행정심판·소송 등 불복청구를 허용하는 처분인 때에는 관리인이 여전
히 채무자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불복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하
여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는 회생법 제255조 제1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입장에 있다.60)
(3) 면책과 권리변경
현행 회생법상 면책은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다. 파산절차에서의 잔
여채무면책과 회생절차상 회생계획에 정함이 없는 권리에 대한 면책이 그
것이며, 이는 각국의 도산법상 면책 제도에서 공통점을 가진다.
파산절차상 잔여채무 면책제도는 파산제도 역사만큼이나 오래전부터
권력자의 은전적 조치 등으로 모습을 달리하면서 생성·변화해 왔다.61)
58) 한국산업은행 조사부, 1982, 앞의 책, 626쪽.
59) 위의 책, 630쪽 및 685쪽.
60) 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두11349 판결.
61) 파산자에 대한 면책제도는 1705년 영국 파산법에서 처음 규정되었다. 그러나 현행과 같이 성
실한 채무자 구제를 위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채권자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파산범죄 처벌에 대한 당근으로서 채무면책을 인정하여 채무자의 채무변제 협력을 유도함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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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하여 미국 연방대법원은 1934년 4월 30일 Local Loan Co. V.
Hunt, 292 U.S. 234 (1934)판결에서, 파산법 취지 중 하나는 정직한
채무자에게 채무로부터의 중압감을 제거하여 사업상 불운에 기인한 법
적·도덕적 책임으로부터 벗어나 새 출발할 수 있는 자유를 주자는 것이
다. 따라서 면책은 파산 당시 모든 소유재산을 배분을 위해 내 놓아야 하
는 정직하지만 불운한 채무자62)에게 구 채무로부터의 압박과 좌절에서
벗어나, 삶의 새로운 기회와 활동을 위한 흠 없는 상태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한편으로 이를 뒤집어 보면, 부정직한 채무
자는 구제대상으로 보지 않는다는 입장이며, 그러한 판례법 정신은 현행
미국 연방파산법에도 받아들여져 있다.63)
환언하면, 파산자가 모든 재산으로 채무변제에 충당하고도 잔여채무
가 있는 경우에 이에 대한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둔다면, 파산절차에
서 완전한 만족을 얻지 못한 채권자는 파산종결 후에도 파산채권자표 기
회생법 
재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제조

이로부터 파산자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파산절차에서의 잔여채무 면책제도
회생법 
이 경우 개인인 채무자에게만 면책이 허용되는데,
를 두고 있다.  제장제절
 제조
 되고, 파산
이는 법인에 있어 파산선고는 해산사유가  상법제조제호
제호및민법제조제항

종결이 되면 법인은 소멸하게 되므로 면책의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채권자 구제를 강화하려 한 제도였다(남효순·김재형 공편, 2005, 도산법강의, 법문
사, 756쪽).
62) 이 판례 이후 ‘정직하지만 불운한 채무자’라는 표현이 도산절차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지만, 이
는 미국사회와는 역사적·문화적 모든 배경을 달리할 뿐만 아니라, 차명이 흔하게 이용되는 우리
현실에서의 사용적합성은 무시한 이론상 표현이다.
63) Bankruptcy Code. §1141.(d)(6)(B)(i), (ii). 기타 불법행위로 인한 채무는 물론이고 특히, 모든
법인 채무자가 허위신고, 무신고 또는 고의적으로 조세를 회피하거나 과세의 저지를 시도한 경
우 그 조세채무는 면책하지 않는다; Watson, Camilla E. et al., 2005, op. cit., pp.746-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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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비해 회생절차상 회생계획에 정함이 없는 권리에 대한 채무자면
책의 경우는 그 논거가 다르다. 회생절차 개시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신청일로부터 최장 1월 내에 회생절차 개시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정일로
부터 최장 2월 내에 관리인에게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 지분권
자 목록을 작성하게 하여 제출 받는다. 한편, 그 기간 말일부터 1월 이내
 를 받으며, 그 신고가 없는 결과 회생계획에 변제
에 채권신고  회생법제조
및제조

계획이 반영되지 못한 회생채권 등은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으면 실권된
회생법 
이 경우 그 면책된 채무의 권리자에게는 회생계획안에 대한
다.  제조
 또한, 기존의 회생채권자·
항고인 적격도 인정하지 않는다.  회생법제조
제항단서

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의 권리는 회생계획 내용대로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면제되거나, 출자전환으로 인하여 지분권 등으로 실체적 변
회생법

경이 있게 된다.  제조제항

다만,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는 경우에도 회생절차개시 전의 벌금·
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의 청구권은 회생계획인가결정과
회생법

상관없이 소멸되지 않는다.  제조단서

이러한 회생절차상 면책규정은, 채무자는 자신의 채무를 반드시 변제
해야 한다는 사회 일반의 도덕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64) 비판을 받고 있
지만, 그 허용 논거는 다음과 같다.
즉, 현재 재정적 곤경에 처한 채무자는 대부분 채무초과상태에 있다.
그 결과 채무자 회생가능 여부에 대한 판단에서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
의 비교인 경제성판단을 거치게 된다. 이는 회생절차개시 후 채권자가 변
64) 이상영, 2007, 앞의 책, 6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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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받을 수 있는 채권액이 현재의 채무자 청산으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
이상으로 보장될 수 있는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65) 이러한 상황은
결국 현재의 채무자 청산가치로는 현재 채권전액에 대해 만족을 줄 수 없
다는 의미가 되어, 불가피하게 현재 채무자의 채무 중 일부의 면제를 필
요로 하게 된다.
이와 같이 회생절차상 불가피하게 발생한 일부의 면책된 권리를 채권
자집회의 동의를 기초로 한 회생계획이 확정된 후에까지 그대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위 버티기(hold out)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그 결과 회생절차
운용자체가 불가능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회생
계획인가결정의 효력으로 회생계획에서 제외된 채무에 대해서 면책을 규
정하고 있다.66)
그러나 회생계획인가결정의 효력 중 면책효력은 집단적 화해로서의
회생계획자체의 효력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고, 회생법이 인가결정에 부여
한 특별한 효과로 본다.67) 인가된 회생계획의 수행을 위해서는 이미 관
계인집회를 거친 회생채권자표와 회생담보권자표에 기재 내용을 회생절차
내에서 확정해야 하기 때문에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 그 기재에 확
정판결의 효력을 부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다. 또한 적법한 권리행
사를 위하여 여러 가지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신고를 불이행하
여 회생계획에 포함되지 못한 권리는 부득이 그 반사적 효력으로 채무자
에게 면책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관해서 헌법재판소는, 재정
65) 이를 청산가치 보장원칙이라 한다.
66) 면책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집회에서 동의하지 않은 채권자는 회생계획에 구속되지 않으므로,
다른 채권자의 양보로 채무자가 회생하면 모든 채권의 변제가 가능하게 되어, 회생계획에 동의
한 채권자가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채권자의 양보를 바라면서 자신은
버티기를 하게 된다(윤영신, 1998, 앞의 책, 20쪽).
67) 한국산업은행 조사부, 1982, 앞의 책, 6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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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궁핍으로 파탄에 직면한 회사의 사업을 정리·재건한다는 회생절차 목
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서 채권자 재산권을 침해
하는 정도가 헌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 있으므로 합헌이라고 판단하고
있다.68)
본 논문에서는 후자의 회생절차에서 발생하는 면책을 주로 하여 연
구·검토하고자 한다.
(4) 보증인 등에 대한 효력
회생계획은 회생채권자 등이 채무자의 보증인·연대보증인 등에 대하
여 가지는 권리 또는 채무자 외의 자가 회생채권자 등을 위하여 제공한
회생법
 때문에 회생채권자 등은 회생계
담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기  제조제항

획과 상관없이 언제나 보증인 등에게 권리행사를 할 수 있다.
민사법의 일반원칙에 의하면 주 채무자에 대한 면책 등의 절대적 효
력이 보증인이나 연대 보증인에게도 인정되어야 하겠지만, 회생절차에서
는 채권자 의사에 반하여 회생계획안이 가결되는 경우가 많은 한편으로
채권자 희생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민사법의 일반원칙에 예외를
규정한 것으로, 헌법재판소는 민법상 부종성 등의 특칙으로 해석하고 있
다.69)
68) 헌법재판소 1996. 1. 25. 선고 93헌바5·58(병합) 결정.
69) 헌법재판소 1992. 6. 26. 선고 91헌가8·9(병합) 결정. (구 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의 위헌
소원에서 합헌결정을 하였다) 판결요지 : 회생계획은 관계인집회의 가결을 거쳐 법원의 인부결
정으로 성립하는 절차에 비추어 볼 때, 회생채권자 등에게 채무자에 대한 권리 이외에 채무자의
보증인 등에 대한 권리까지 면책 등의 효력이 미치도록 희생을 요구한다면, 회생채권자 등은 예
컨대 채무자의 보증인 등에게 충분한 변제 자력이 있는 경우에는 차라리 회생계획안을 부결시키
고 회생절차를 폐지시켜서 주 채무자에 대한 권리행사는 포기하고 보증인 등에 대하여 원래의
내용에 따른 권리행사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회생절차를 폐지시킬 가능성이 높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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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신고불이행 등으로 실권된 회생채권자 등도 보증인 등에게
가지는 권리는 소멸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통설70)과 판례71)의 태도이
다. 따라서 채권신고누락으로 실권된 조세채권의 경우에도 납세보증인이
나 연대납세의무자가 있는 경우는 실권으로 인한 조세채무의 부담이 결국
보증인이나 연대납세의무자에게로 돌아가게 된다.
한편, 종전 대법원 판례입장은 출자전환에서 신주발행으로 회생채권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에 갈음하기로 한 경우에는, 신주발행의 효력
발생일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회생채권자 등이 인수한 신주의 시가 상당
액에 대하여 채무자의 주채무가 실질적으로 만족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있
어 보증채무도 그만큼 소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었
다.72) 이는 결국 부족분에 대한 보증인 등의 책임으로 이어졌으나, 2010
서 회생절차로 달성하려는 채무자 회생은 현실적으로 어렵게 된다. 또한,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
게 되면 채무자는 원래 부담하고 있던 채무 또는 책임가운데 감면되거나 변경된 부분에 해당하
는 만큼은 그 변제능력을 상실한 것과 마찬가지이다. 이 경우 회생계획의 인가결정에 의한 면책
등의 효력이 보증인 등에게는 미치지 않는 것으로 하면 보증인 등은 채권자에 대하여 원래의
내용에 따른 채무 또는 책임을 모두 이행하고 채무자에 대한 그 구상권은 회생채권으로서 감면
또는 변경되어 채무자의 변제능력 상실에 따른 손실을 이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된다. 반대로 면
책 등의 효력이 보증인 등에게도 미치는 것으로 한다면, 원래의 내용에 따른 권리와 회생계획에
의하여 감면되거나 변경된 권리내용과의 차이에 해당하는 만큼의 손실을 채권자에게 부담시키게
된다. 즉, 문제는 바로 회생절차에서 채무자의 변제능력의 상실에 따른 손실을 회생채권자 등에
게 부담시킬 것인가, 아니면 보증인 등에게 부담시킬 것인가의 문제로 돌아가서 그 중 어느 쪽
을 선택하는 것이 양자의 이해조정의 관점에서 보다 공평하고 합리적일 것인가가 해결의 열쇠이
다. 그런데 원래 채무자의 보증인, 기타 채무자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자 및 물상보증인이 부
담하는 채무와 책임은 채권자의 채권을 인적 또는 물적으로 담보하여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완
전한 만족을 얻지 못하는 경우의 대비가 주된 목적이므로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
정이 생겼을 때야말로 담보로서의 그 본래의 값어치를 다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채무자회생
이라는 회생절차상 면책제도의 목적이나 성질과 보증인 등의 목적에 미루어 볼 때에 정리계획에
따라 생기게 된 손실의 부담을 민법상 부종성 등에 특칙으로서 보증인 등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보다 공평하고도 합리적이다.
70)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실무연구회, 2011b, 회생사건실무(하)(제3판), 박영사, 95쪽.
71) 대법원 2001. 6. 12. 선고 99다1949 판결.
72)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4다2714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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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9월 1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출자전환의 경우 상계법리에
따라 신주액면가액과 구 채권이 대등액으로 소멸하는 것으로 판단하여73)
주 채무의 완전한 변제를 긍정하였다. 이에 관해서는 회생절차상 채무면
제이익 과세문제에서 후술하기로 한다.
(5) 중지중인 절차의 실효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은 때에는 회생법 제58조 제2항의 규정에 의
하여 중지한 파산절차,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회생법
 그러나 회생법 제58조 제2
경매절차는 그 효력을 잃게 된다.  제조제항

항의 중지대상에 조세채권으로 인한 체납처분과 납세담보물 처분은 강제
 74)되고 있으므로, 회생계획인가결
집행 등의 범위에서 제외  회생법제조
제항제호

정에 의한 효력 상실 대상은 아니지만 회생계획에 구속된다.
이 경우 실효된 파산절차에서 재단채권은 회생절차상 공익채권으로
회생법
 이행(移行)한
하며, 그 재단채권에서 조세채권은 제외된다.  제조제항

회생절차에서 회생절차개시결정 후에 발생한 조세채권은 이미 공익채권으
로 분류되었기 때문에, 이 경우 재단채권에서 제외되는 조세채권은 파산
선고 전 조세채권이 되며, 이 또한 후행의 회생절차에서 이미 회생채권으
로 분류되었다. 회생법의 이러한 태도는 파산절차에서 회생절차로 이행하
는 경우는 후행하는 회생절차상 채권분류기준에 따라 재분류하고자 한 것
으로 이해된다. 회생법은 회생절차 우선의 입장에서 회생절차와 파산절차
간 이행을 허용하고 있지만, 각 절차는 그 취지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각

73) 대법원 2010. 9. 16. 선고 2008다97218 판결.
74) 이는 규정의 취지 또는 회생법리에 비추어서 입법오류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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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상 조세채권의 지위에서도 많은 차이가 있다. 따라서 각 절차 간 이
행이 있는 경우에는 후행 절차상 조세채권 분류기준에 따라 재분류하는
것이 합리적이다.75)

5) 기타 회생절차와 조세징수
(1) 부인권과 조세채권
회생절차 목적달성을 위해서 회생법이 특별히 인정한 권리인 부인권
은 회생절차개시 전에 채무자가 회생채권자 등을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
위 등 재산처분행위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후에 관리인이 그러한 재산
처분행위의 효력을 부인하고 재산의 회복을 목적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채무자가 조세채무에 관하여 납세담보제공 또는 납부 등을 한
회생법
 이는 회생절차상 조세채권에 대
경우는 부인권 대상이 아니다.  제조제항

한 특혜조치가 아니고, 조세채권은 사법상채권과 달리 법률에 의해서만
성립·확정·징수·납부 등을 할 수 있는 것이어서 그 청구나 이행에 위
법이 있는 경우는 불복청구 대상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세
법에 따른 납세의무이행을 채권자를 해할 의도로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2) 조세채권 임의납부 등
회생채권은 원칙적으로 회생계획에 따라서만 변제될 수 있지만 조세
채권은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서 변제하는 것이 가능하다. 회사재
산에 여유가 있는 경우는 가산금 등을 피하기 위하여 조기에 변제하는 것
75) 그러나, 현행 회생법 제6조 제4항 등에서 파산절차로 이행한 경우 공익채권은 재단채권으로 하
는 것으로 규정하는 등 절차이행에서 뿐만 아니라, 청산을 내용으로 한 회생계획 등에서 조세채
권의 지위에 관해서는 해석상 다툼의 여지를 안고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논의를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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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조기변제를 허용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된
다.76)
회생계획인가결정 전에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조세채무를
납부하는 경우, 체납처분이나 납세담보물건의 처분 또는 그 속행이 허용
되는 경우, 채무자의 채권에 압류한 경우 그 제3자가 임의로 압류관련조
회생법 
세를 납부하는 것은 금지되지 않는다.  제조단서

이 경우 제3자가 임의로 압류관련 조세채무를 납부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로서 징세권자가 임의 수령하여 체납된 조세채권에 충당할 수 있는
압류된 회생채무자 채권에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채권도 포함된다. 즉,
압류 후의 이자, 계속적 수입이 있는 채권압류에서 국세징수법 제44조에
따라 압류 후 수입 등 압류효력이 확장되는 경우에도 효력이 미친다. 한
편으로, 동산·부동산의 압류에서는 그 재산이 손해보험 등에 부보된 경
우의 보험금청구권 등 그 물건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에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게 된다. 예컨대 압류한 채무자의 화재보험에 가입된 건물이 화재로
소실된 경우 보험회사가 임의로 보험금을 징세권자에게 급부하면 조세채
권에 충당할 수 있다.77)
(3) 상계제한과 조세환급금 충당

① 조세환급금 충당제한 여부
상계라 함은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동종의 채권과 채무를 가지는
경우에 쌍방의 채권과 채무를 대등액에서 소멸시키는 일방 당사자의 의사

76) 한국산업은행 조사부, 1982, 앞의 책, 289쪽.
77) 위의 책, 28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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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를 말한다. 채권자와 채무자가 동종의 채권·채무를 현실적으로 서로
청구 또는 집행하고 이행하는 무용의 번거로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편
리함과 양 당사자 가운데 어느 일방의 자력이 악화된 경우 특히, 파산채
무자의 타방 당사자가 자기의 채무는 전액 변제하면서 자기의 채권실현은
곤란하게 되어 불공평하게 되는 문제점을 제거하기 위한 제도이다.78)
조세환급금 충당이라 함은 체납세액등이 있는 납세의무자에게 환급금
이 발생한 경우 징세권자는 조세환급금 지급에 앞서 충당으로서 체납세액
등의 만족을 얻는 것을 말한다.
민법 제3관에서는 채권채무가 상계적상에 있을 것과 상계의사표시의
필요 등 상계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회생절차에서는 채무자의 재
산을 유지시킬 필요가 있고, 상계에 의하여 소멸하는 채권채무범위가 일
정시기까지 명확하지 않으면 회생계획의 작성 등 이후 절차진행에 지장을
줄 염려가 있기 때문에,79) 민법원리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회생법은
특별히 상계적상과 상계의사표시의 시기에 관하여 제한을 두고 있다.
즉, 회생절차개시 당시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채무자에 대
하여 가지는 자동채권과 채무자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에 대하
여 가지는 수동채권 쌍방이 채권신고기간 만료 전에 상계적상에 있게 된
때에는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80)는 신고기간 안에 한하여 회생절
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관리인 또는 보전관리인에 대한 의사표시만으로81)
회생법
 이 경우 회생채권 등은 동종의 채권이어야 하
상계할 수 있다.  제조제항

78) 곽윤직, 1996, 채권총론, 박영사, 526쪽.
79) 사법연수원, 2009, 앞의 책, 137쪽.
80) 관리인은 원칙적으로 회생절차가 개시 된 후에는 회생계획에 의하지 않으면 변제 등을 할 수
없으므로 법원의 허가 없이는 상계 할 수 없다.
81) 사법연수원, 2009, 앞의 책, 1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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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등 민법상 상계요건들을 충족해야 할 뿐만 아니라, 채권신고기간 만료
일까지 변제기가 도래해야만 상계적상에 있게 되는 것으로 보고, 상계의
사표시도 신고기간 만료일까지 해야 한다는 점 등에서 제한적이다.82)
이러한 상계법리 적용에서, 조세채권도 일종의 금전채권이고, 국가가
부담하는 채무는 사법상채무와 달리 변제가 확실한 점을 고려하면 조세채
권자와 납세자 간의 상계권을 부인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상계는
쌍방의 권리가 대등한 법률적 가치가 있는 것을 전제로 한 것임에 비추어
볼 때, 납세자가 국가에 대해 가지는 권리와 국가가 납세자에 대해 가지
는 권리를 대등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는 한편으로, 법률규정
을 필요로 하는 공법상 채권채무의 특성으로 인하여 비록 상계적상에 있
다 하더라도 당사자인 과세권자 또는 납세자의 의사표시에 의해서 효력이
발생하는 상계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 대신 상계에 유사한 환급금 충당제
도를 법률로 규정하고 있으며,83) 이런 이유에서 일본 국세통칙법 제122
조는 원칙적으로 상계금지를 명문화하고 있다.84)
그러나 이에 대한 각국의 태도는 일률적이지 않다. 조세환급금 충당
에 관해서 미국·영국·독일 등은 상계로 취급하지만, 일본이 위와 같이
원칙적으로 상계를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입법하였고,85)86) 국세기본법도
82)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10424 판결 ; 회생채권의 상계 제한은 회생절차가 개시된 이후
에 비로소 생기는 것이므로, 회생절차가 개시되기 이전, 즉 회생채권이 아닌 단계에서의 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한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83) 金子宏, 2009, 租稅法(第14版), 弘文堂, 612쪽.
84) 国税通則法 제122조(국세에 관한 상쇄) 국세와 국가에 대한 채권으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의하지 않으면 상쇄할 수 없다. 환부금 등과 관련되는 채권과
국가에 대한 채무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85) 김영순, 2011, 국세환급제도의 합리적 해석과 그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세무
학박사 학위논문, 122쪽.
86) 회생절차에서 제한 없이 언제나 조세채권의 상계를 허용하는 경우, 절차에 구속되어야 하는 회
생채권의 경우에도 회생절차에 구속되지 않는 징수가 가능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조세우선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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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계수한 것으로 이해된다.
이와 같이 조세환급금 충당은 상계법리를 이론적 바탕으로 하고 있지
만, 국세기본법이 그 성질의 차이로 인하여 조세채권을 원칙적으로 상계
법리의 적용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징수권자의 조세환급금 충당
에서 상계제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즉, 회생
절차에서 조세환급금과 조세채권이 반드시 채권 신고기간 안에 충당적상
에 있어야 한다거나 충당의사표시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채무자에
대한 조세환급급이 있는 경우라면, 공익채권인 조세채권은 언제나 충당적
상에 있게 되고, 회생채권인 조세채권은 회생계획 내용에 따라야 하겠지
만 그에 앞서 조세법상 체납세액이 있는 상태에서는 실정법상 환급이 불
국세기본법 
법원은 그 충당을 허가해야 할 것이다.
가능하므로  제조제항

② 조세환급금 충당적상 문제
그간 조세법상 명확한 규정이 없어 문제점으로 지적87)되었던 충당적
상시기에 관한 규정을 2010년 12월 27일 신설하여,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국세환급금 충당 분부터 적용하고 있다.
즉, 징세권자의 체납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이 있는 경
우, 체납된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와 국세환급금은 체납된 국세의
법정납부기한과 국세 납부일·감면결정일·개정법률 시행일·신고일 등
국세환급금 발생일 중에서 늦은 때로 소급하여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한

다.  국세기본법제조제항
및동법시행령제조

보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
87) 김영순, 2011, 앞의 논문, 20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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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까지 대법원은 국세환급금의 충당이 있으면 환급금채무와 조세채
권이 대등액에서 소멸하는 점에서 민법상 상계와 유사하지만, 충당의 요
건이나 절차, 방법 및 효력은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되는바, 상계
의 소급효에 관한 민법 제493조 제2항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
상 일반원칙으로 돌아가 충당의 효력은 그 행위가 행하여진 날로부터 장
래에 향해서만 발생하므로, 국세환급금에 의한 충당이 행하여진 경우 충
당된 국세의 납기에 소급하여 환급금의 반환채무가 소멸한다고 볼 수 없
다고 해석하고 있었다.88) 이와 같이 충당의 소급효를 부정하는 경우, 체
납자인 납세자의 기 납부한 다른 조세에 부과처분취소청구가 있고, 그 인
용으로 인한 조세환급금 발생이 예상되어, 제3채권자가 해당 납세의무자
의 장래의 환급채권을 압류89)한 경우에 문제가 발생된다. 즉, 그 후 실제
로 청구의 인용이 있어서 납세자에게 환급채권이 발생한 경우, 환급금충
당의 불소급효와 제3채권자의 선압류 효력에 기하여 징세권자는 체납세
액에 환급금 충당이 불가능하게 되고, 체납세액이 있음에도 압류권자인
제3채권자에게 조세환급금을 지급해야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게 된
다. 이러한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서 충당의 소급효 규정을 신설하였다.
신설규정에 따라 회생절차의 경우를 살펴보면, 회생절차개시 전에 체
납세액이 있는 채무자가 기 납부한 다른 조세와 관련한 불복청구 또는 경
법인세법 
가 있었고, 회생절차개시 후에 그 인용결정이 있는 경우
정청구  제조의

에, 회생절차개시 전 체납세액은 채권신고에 따라 회생채권으로 분류되었

88)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다19843 판결.
89) 대법원 1982. 10. 26. 선고 82다카508 판결 ; 장래 발생할 채권이나 조건부 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할 수 있음은 채권과 압류 또는 가압류의 성질상 이론이 있을 수 없다고 할 것이나 다만,
현재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그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임이 상당 정도 기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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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불복 결과로 발생한 환급세액은 회생절차상 채권신고 된 사실 없는
기 납부 조세채권에 기한 것이기 때문에 회생절차개시 전 체납세액에 충
당 허용여부가 해석상 문제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회생법에서 상계에 대한 일부제한을 규정하
고 있지만 조세환급금 충당은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충당적
상이 가능한 조세채권은 회생채권인 조세채권과 공익채권인 조세채권 모
두가 해당된다고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충당적상이 가능한 조세환급금 역
시 그 원인된 조세채권의 성립·확정·소멸의 시기나 환급원인을 따지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이는 회생절차에 있는 채무자라 하더라도
그 채권은 회생계획에 상관없이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것과 유사한 상황
에 있기 때문이다. 다만, 조세채권과 환급청구권의 충당적상 시기는 양자
모두 채권별 소멸시효완성 전일 것이 요구된다.

제2절 회생관련 세제의 기본원칙
회생절차에서는 비록 채무자 회생이라는 회생절차 취지의 달성을 위
해서 사권은 물론이고 공권까지 제한이 허용된다 하더라도 재정조달이라
는 조세법의 취지가 고려되어야 하며, 이는 제도 간 입법상의 조화를 통
해서만 가능하다.
이하에서는 먼저 회생세제의 입법에서 고려해야 할 조세법의 기본원
칙으로서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주의에 관하여 개관하고, 다음으로 회
생법리와 회생세제 간 모순의 방지를 위하여 헌법상의 원칙인 체계정당성
의 원리에 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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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세법률주의
1) 조세법률주의 이념
헌법은 제38조에서‘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제59조에서는‘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
로 정한다.’라고 규정하여 국민의 납세의무에 있어서의 법치주의이념을
선언하고 있다. 조세에 관한 이러한 법치주의 가치는 역사적으로는 부당
한 조세징수로부터 국민의 재산권 보호 취지이지만, 오늘날 자유민주주의
원리에서 보면 국가의 재정권보장 취지도 포함된다고 이해된다.
조세법률주의 내용에 대해서는 과세요건 법정주의·과세요건 명확주
의·합법성의 원칙·절차적 보장원칙·소급입법의 금지·납세자의 권리보
호 등으로90) 그 관점에 따라서 학자들 간 조금씩 다르게 설명되고 있
다.91) 그리고 대법원은 조세법률주의의 내용으로서 과세요건 법정주의·
과세요건 명확주의·엄격해석의 원칙을 들고 있으며,92) 헌법재판소는, 조
세는 국민의 재산권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납세의무를 성립시키는 납세
90) 金子宏, 2009, 앞의 책, 68쪽; 金子宏(編), 2007, 租稅法の基本問題, 有斐閣, 56쪽.
91) 과세요건 법정주의·과세요건 명확주의·엄격해석의 원칙·소급과세금지·합법성원칙·절차적 보장원
칙·납세자의 권리보호(최명근, 2006, 세법학총론, 세경사, 83-103쪽), 과세요건 법정주의·과세요
건 명확주의·적법주의·절차보장주의(송쌍종, 2010, 조세법학총론(제1개정판), 도서출판 나라, 176
쪽), 과세요건 법정주의·과세요건 명확주의·과세불소급의 원칙·엄격해석의 원칙(이태로·한만수,
2009, 조세법강의, 박영사, 20-24쪽), 과세요건 법정주의·과세요건 명확주의·소급과세금지 원칙·
합법성원칙·엄격해석의 원칙(임승순, 2010, 조세법, 박영사, 29-39쪽 및 김두형, 2011, 로스쿨
2011조세법기초이론, 한국학술정보, 98-113쪽), 과세요건 법정주의·과세요건 명확주의(김성수,
2003, 세법, 법문사, 106-119쪽), 과세요건 법정주의·과세요건 명확주의·소급과세금지원칙·신뢰
보호원칙(이동식, 2011, 일반조세법, 준커뮤니케이션즈, 81-103쪽), 과세요건 법정주의·과세요건
명확주의·합법성의 원칙·소급입법의금지원칙(이성식, 2010, 조세법총론, 경제법륜사, 54-65쪽).
92)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누213 판결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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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자·과세물건·과세기간·과세표준·세율 등의 과세요건과 조세의 부
과·징수절차를 모두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는 것이 과세요건 법정주의이고, 과세요건을 법률로 규정하였다고 하
더라도 그 규정내용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불명확하면 과세권자의 자의
적 해석과 집행을 초래할 염려가 있으므로 그 규정 내용이 명확하고, 일
의적이어야 한다는 것이 과세요건 명확주의93)라고 하여, 과세요건 법정
주의·과세요건 명확주의를 들고 있다.94)
조세법률주의는 국민의 모든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써 규
정하는 형식적 법치주의로 만족하지 않는다는 것이 오늘날 통설이다. 즉,
법률의 목적과 내용 또한 기본권보장의 헌법이념에 부합되어야 한다는 실
질적 법치주의를 의미한다. 헌법 제38조, 제59조가 선언하는 조세법률주
의도 이러한 실질적 법치주의를 뜻하는 것이므로 비록 과세요건이 실정
법률로 명확히 정해진 것일지라도 그것만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고, 조세
법의 목적이나 내용이 기본권보장의 헌법이념과 이를 뒷받침하는 헌법상
의 제 원칙에 합치되지 않으면 안 된다.95)
이하에서는 본 연구의 논의에 필요한 과세요건 법정주의, 과세요건
명확주의 및 엄격해석의 원칙에 관해서만 간략히 검토하기로 한다.

2) 과세요건 법정주의
이는 조세법률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으로, 과세는 국민의 재산권
보장을 침해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과세요건과 조세의 부과·징수절차 모
두를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제정하는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93) 헌법재판소 1989. 7. 21. 선고 89헌마38 결정.
94) 헌법재판소 1998. 7. 16. 선고 96헌바52외6건(병합) 결정 외.
95) 헌법재판소 1992. 2. 25. 선고 90헌가69·91헌가5·90헌바3(병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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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한다.96)
그런데 과세요건 법정주의에서 의미하는 국회가 제정한 법률은 구체
적으로 어떤 법률을 의미하는가에 관하여 살펴 볼 필요가 있다. 헌법적
가치인 조세법률주의는 과세권자의 부당한 조세행정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권을 보장하고 나아가 국민의 합법적인 납세의무에 관하여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결국 법률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즉, 과세요건사실 등에
관해서는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제정하는 법률에서 규정하되, 그 입
법에서는 가능한 명확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일목요연하게 규정하여
납세자가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의 이념인 법적안정성과 예
측가능성을 보장해야 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 현행 법체계의 기본은 일본을 통
하여 계수된 대륙법계로서 일반적으로 그 구성형식에서도 이미 익숙한 판
덱텐(pandekten)체계를 따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법과 사법을 구분하
여 조세에 관해서는 조세법을 별도로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 환경에
서 그 법률 수요측면을 고려하면 조세사항은 당연히 조세법에서 일목요연
하게 규율함이 가장 합리적이며, 입법부에서 제정하는 것이기만 하면 어
떤 법률에서라도 과세요건 등에 관하여 규정할 수 있다고는 볼 수 없다.
국민의 재산권에 관한 법률규정을 수없이 많은 모든 법률에서 산발적으로
규정할 수 있다고 한다면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에 역행하는 것이어서
조세법률주의의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조세법률주의에서
의미하는 법률은 조세법이 중심이 된다고 보는 것이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정합성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불가피하게 다른 법률에서 조세에 관한 사
96) 최명근, 2006, 앞의 책, 8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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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을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반드시 조세법에서도 관련규정을 두어서 국
민들의 납세의무이행에서 예측가능성을 보장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을 토대로 조세의 부과와 감면에 관한 현행 법률체계를
보면,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조세의 종목과 세율을 정하는 법률은 세법으
로서 국세의 종목과 세율을 정하고 있는 법률과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
한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및 조세범 처벌절차법을
국세기본법 
이를 규정한 국세기본법은 물론이고 지방세에 관한
말하며,  제조제호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도 조세법에 포함된다.
조세법률주의원칙은 조세의 부과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조세의 면
제에 관한 사항도 그 대상이 되어야하기 때문에, 특별히 회생법에서 조세
에 관한 감면 등의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에서도 이에
대응규정을 두어 상호 조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3) 과세요건 명확주의
이는 과세요건은 법률로 정하되 그 규정은 일의적이고 명확하며 상세
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과세요건을 법률이라는 형식으로 규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규정의 내용이 추상적이고 다의적이어서 명확하지 않
을 경우에는 과세관청에게 판단의 여지 또는 재량의 폭을 넓혀줄 뿐만 아
니라 자의적 해석을 허용하는 결과가 되며, 과세요건 등을 법률사항으로
유보시킨 의의가 상실되어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
하게 된다.97)

97) 위의 책, 89-9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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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엄격해석의 원칙
이는 과세요건 사실이거나 비과세요건 사실이거나를 막론하고, 조세
법규의 해석은 엄격하게 하여야 하고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다.98) 이는 문리해석에 의해야 함을 뜻하며, 어의(語
義)의 한계를 넘는 해석은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저해하기 때문이
다. 그러나 항상 완벽하고 명쾌한 법을 제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문언이
일의적이 아니어서 논리적 규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문리해석에 국
한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99)

2. 조세평등주의
1) 조세평등주의 이념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론에 근거한 평균적 정의와 배분적 정의를 조
세법에서 구현한 것이 조세평등주의 가치이며, 여기서의 평등은 일반적으
로 조세정의와 동의어로 사용된다.100) 즉, 모든 사람의 등가성(等價性)에
기초하여 조세법 이론상 국민개세원칙(國民皆稅原則)으로 표현되는 단순
한 평등원리인 평균적·수평적 공평과 사람별 경제력 등의 차등성(差等
性)에 기초하여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할 것에 대한 요구
인 배분적·수직적 공평을 조세법에서는 조세평등주의로 관념한다.
이러한 가치가 헌법에 구체화되어 그 제11조 제1항에서‘모든 국민
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98)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누213 판결 외.
99) 이태로·한만수, 2009, 앞의 책, 25-26쪽.
100) 최명근, 2006, 앞의 책, 1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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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조세입법을 함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이 공평하게 국민들 사이에 배분되도록 법을 제정해야 할 뿐만 아니
라, 조세법의 해석·적용에 있어서도 모든 국민을 평등하게 취급해야 한
다. 즉, 조세평등주의는‘평등한 것은 평등하게, 불평등한 것은 불평등하
게’취급함으로써 조세법의 입법과정이나 집행과정에서 조세정의를 실현
하려는 원칙이다.101)
조세란 국가운영에서 필요한 일정한 공공경비를 모든 납세의무자들에
게 강제로 배분·부담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납세의무자 상호 간에는 그러
한 세부담의 전가문제가 있다. 그 결과 특정인이나 특정계층에게 공익상
합리적 이유 없이 납세의무를 면제하는 등의 조세우대조치를 하게 되면
그 면제금액 상당액이 다른 납세자에게 추가부담으로 이어지게 된다.102)
이러한 논리 위에 터 잡은 조세평등주의는 입법자에 의한 자의적 차별을
금지하고 담세력(ability to pay)에 맞는 응능 부담이 그 핵심이다.103)
조세는 국가로부터 행정서비스 수혜의 양과는 상관없지만 납세의무자의
경제적 급부능력인 담세력은 반드시 직접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가치
가 응능부담의 원칙이며, 이러한 논리에 근거하여 수직적 공평의 실정법
상 표현인 누진세부담이 허용되고 있다.

101) 헌법재판소 1989. 7. 21. 선고 89헌마38 결정.
102) 헌법재판소 1996. 6. 26. 선고 93헌바2 결정 ; 조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은 조세의 부과·징수
의 요건이나 절차와 직접 관련되는 것은 아니지만, 조세란 공공경비를 국민에게 강제적으로 배
분하는 것으로서 납세의무자 상호간에는 조세의 전가관계가 있으므로 특정인이나 특정계층에 대
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조세감면의 우대조치를 하는 것은 특정한 납세자군이 조세의 부담을 다른
납세자군의 부담으로 떠맡기는 것에 다름아니므로 조세감면의 근거 역시 법률로 정하여야만 하
는 것이 국민주권주의나 법치주의의 원리에 부응하는 것이다.
103) 나성길, 1999, 입법원칙으로서의 조세평등주의, 세무학연구, 제14호, 한국세무학회, 25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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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회생절차에서 채무자 회생을 통하여 채무자 파산으로 인한 사
회적 비용의 최소화를 목적한다는 점에서 보아, 국가도 그 일부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된다하더라도, 조세채무 면책 등을 규정함에
있어서는 조세법과 상충됨이 없어야 하는 한편으로 자의적 차별이 아닐
것이 요구된다.
이하에서는 응능부담의 원칙, 조세포탈 및 조세회피행위의 방지 및
조세감면의 한계에 관하여 간략히 검토하기로 한다.

2) 응능부담의 원칙
응능부담의 원칙(Leistungsfäehigkeitsprinzip)이란 경제적인 급부능
력(Wirtschaftlichen Leistungsfaehigkeit)에 따라 과세가 이루어져야 한
다는 원칙인데, 담세능력의 원칙이라고도 부른다. 즉, 응능부담의 원칙이
란 동일한 경제적 급부능력에 대하여는 동일한 조세를 부담시키되, 경제
적 급부능력이 큰 자에 대하여는 경제적 급부능력이 작은 자에 비하여 보
다 많은 조세를 부담시켜야 한다는 원칙이다.104) 그리고 경제적 급부능
력이 아닌 것에 대하여 과세해서는 안 되며, 경제적 급부능력을 넘는 과
세 또한 허용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응능부담의 원칙은 조세평등 내지
조세정의(Steuergerechttigkeit)를 실현하기 위한 조세법상의 기본원칙으
로서 조세평등주의의 핵심 내용을 이루고 있다.
조세평등주의는 조세부담이 국민들에게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조세법을
제정해야 할 뿐만 아니라, 조세법의 해석·적용에 있어서도 모든 국민을
평등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 경우의 평등 개념은 응능부담원칙

104) BverfGE 82, 60(89): 61, 319(343f.): 62, 214(223): 67, 290(297): 74, 182(199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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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하여 실현하려는 것이 오늘날 세계 각국의 입법태도이다.105)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조세평등주의는 결국 조세부과의 전제가 되는
부담능력 문제로 귀결된다. 조세의 본질은 경제적 부담이므로 조세법의 적
용대상으로 하는 과세물건은 반드시 담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과세물건으로 소득을 선택하든 어떤 행위를 선택하든 마찬가지로 그에 수
반된 담세능력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회생절차상 채무
면제이익은 담세능력이 없는 과세물건이기 때문에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비추어 검토대상이 된다. 이에 관해서는 후술하고자 한다.

3) 조세포탈 및 조세회피행위의 방지
조세포탈은 일반적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위법행위에 의하여 조세를
면탈하는 행위로 관념한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는 세액을 추징함과 아울
러 가산세를 과징하고 조세포탈범으로 처벌한다.
조세회피행위란 납세자가 경제인의 합리적 거래형식에 의하지 아니하
고 이상한 행위, 우회행위, 다단계적 행위와 같은 비정상적인 거래형식을
선택함으로서 통상적인 거래형식에 의한 것과 같은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
면서도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이다. 법은 이와 같은 조세
회피행위에 대하여는 그 행위 또는 계산을 부인하고 통상적인 거래형식에
의한 것과 같은 과세효과를 결부시키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조세회피행
위금지의 원칙이라 한다. 이는 조세평등 원칙 또는 응능부담의 원칙을 달
성하기 위한 실천적 의미를 갖는다.

105) 김두형, 2011, 앞의 책, 124-1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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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세감면의 한계
조세평등주의 가치에도 불구하고, 정책적 목적에서 담세력 기타 상황
이 동일한 여건에 있지만 일정요건을 전제로 세부담을 경감·면제하는 조
세우대조치를 하거나, 반대로 세부담을 보다 무겁게 하는 조세중과조치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특히 조세우대조치에 관해서 보면, 정책목적상 그 순기능에도 불구하
고 조세평등주의에 반할 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엄청난 역기능을 안고
있다.106) 첫째, 과세소득의 잠식을 초래하고 재정확보를 어렵게 한다. 둘
째, 세부담의 수평적공평은 물론이고 수직적공평을 현저히 침해하게 된
다. 셋째, 일반 납세의무자의 납세의식 내지 납세도의를 저하시킨다. 넷
째, 방만한 조세우대조치는 세제를 복잡하게 하고, 이는 납세협력비용이
나 징세비용의 증대로 이어진다. 다섯째, 조세우대조치가 특정한 정책목
적을 수행함에 있어서 적절한 수단인지 여부에 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방만하게 설정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에 대한 조세감면의 사후관
리도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여섯째, 조세우대조치의 규모가 지
나치게 크고, 또한 한 번 설정된 우대조치는 기득권화하여 장기간 존속함
으로서 우대조치의 제도적 의의를 훼손하고 있다.
따라서 불가피하게 조세우대 제도를 둔다하더라도 특정 정책목적을
실현함에 있어서 필요한 최소한의 정도에 그쳐야 하고,107) 조세평등주
의108)를 희생시킨 정도의 가치로 사회공익에 공헌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
106) 김완석, 1996, 소득세제도 및 행정의 개선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제16집, 한국세무사회,
166-168쪽; 최명근, 2006, 앞의 책, 151-157쪽.
107) 헌법재판소 1996. 6. 26. 선고 93헌바2 결정; 1995. 10. 26. 선고 94헌바7·8(병합) 결정 등.
108) 이러한 측면에서 그 법률 명칭에서 보듯이 조세특례제한법은 과세의 공평을 입법취지 중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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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엄격한 사후관리를 통하여 당초 목적이 달성되지

못한 경우에는 조세우대를 취소해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조

3. 체계정당성의 원리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회생법과 조세법의 조화를 목적하였다. 따라서
회생절차 취지와 조세법기본원칙의 준수보다, 입법의 작위 또는 부작위를
불문하고 법률간 조화를 위한 체계정당성 원리의 준수를 더욱 강조하고자
한다. 입법 정책적 목적에서 두 법률의 취지는 다소 후퇴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체계정당성(Systemgerechtigkeit)109)이라 함은 입법자가 준수해야
할 원칙의 하나로서 입법자는 넓게 입법형성의 자유를 누리되, 입법에서
일정한 법체계나 태도를 선택했다면 반드시 일관성을 유지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즉, 동일 규범 내에서 또는 수평적 관계이건 수직적 관계이건 서
로 상이한 규범 간에 그 규범의 구조나 내용 또는 규범의 근거가 되는 원
칙 면에서 상호 배치되거나 모순되어서는 안 된다는 하나의 헌법적 요청
(Verfassungspostulat)을 말한다. 입법자가 한 번 선택한 법체계는 충분
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면 입법자 스스로도 기속되어 자의적 변경은 허
용될 수 없다. 이는 헌법적 요구이자 법의 이념인 법적안정성 내지 예측
가능성에서 논리적 근거를 찾을 수 있는 한편으로, 국가공권력에 대한 통
제와 이를 통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장을 이념으로 하는 법치주의원
리로부터 도출되는 것이다.110)
나로 하고 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조).
109) 성승제 외 번역(Hans-Gűnter Heneke 저), 2010, 독일 재정법, 재정법제 자료10-12, 한국법
제연구원, 16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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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일반적으로 일정한 공권력작용이 체계정당성에 위반한다고 해
서 곧바로 위헌이 되는 것은 아니다. 즉, 체계정당성 위반 자체가 바로 위
헌이 되는 것은 아니고 위헌성을 시사하는 하나의 징후일 뿐이다. 그것이
위헌이 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 등 일정
한 헌법 규정이나 원칙을 위반해야 한다. 또한 입법의 체계정당성위반과
관련하여 그러한 위반을 허용할 공익적 사유가 존재한다면 그 위반은 정
당화될 수 있기 때문에 입법상의 자의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나아가 체계정당성 위반을 정당화할 합리적인 사유에는 입법 재량
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양한 입법 수단 가운데서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것은 원래 입법 재량에 속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입법 재량
이 현저히 한계를 일탈한 것이 아닌 한 위헌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111)
요컨대 모든 법령은 헌법과 상위법에 모순·저촉되어서는 안 되며, 하
위법령과 관련하여 위임근거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그리고 입법내용이 다
른 법령과의 조화와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고 법령상호간 중복·상
충되는 내용이 없어야 한다.112) 이러한 체계정당성 원리는 헌법재판소에
의한 통제규범으로서 보다는 입법자의 입법 작용에 있어서의 행위규범 즉,
입법자에게 있어서의 자기구속의 원리로서 유용하고 적절한 원리이다.113)
조세특례제한법은 제3조에 조세특례의 제한규정을 두고 있는 바, 조
세의 특례에 관해서는 조세법에서만 이를 규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조세법에서의 대응규정 없이 현행 회생법은 조세의 감면과 면책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관해서는 후술하고자 한다.
110)
111)
112)
113)

헌법재판소 2004. 11. 25. 선고 2002헌바66 결정.
헌법재판소 2005. 6. 30. 선고 2004헌바40·2005헌바24(병합) 결정.
김완석, 2006, 조세법체계의 개편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25쪽.
홍완식, 2005, 체계정당성의 원리에 관한 연구, 토지공법연구, 제29집, 한국토지공법학회, 48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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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회생세제의 주요내용
본 연구에서 회생세제라 함은 회생절차개시 전의 채무자에 대한 조세
채권의 회생절차상 취급과 회생절차개시 후의 채무자에 대한 과세체계를
의미한다. 회생절차개시 전에 성립한 조세채권은 회생법에서 회생채권으
로 분류하여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조정대상 채무에 포함시켜서 회생절차
내에 구속시키고, 회생절차개시 후에 성립하여 공익채권으로 분류된 조세
채권에 대해서는 조세법에서 원칙적으로 일반적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취
급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회생법상 회생절차개시 전 조세채권의 취급과 조세법상
회생절차개시 후 채무자 과세체계 중 채무면제이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와
대표자 인정상여처분 문제에 관하여,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논점
별로 해당하는 조세법 내용에 관하여 그 기본적인 사항만 간략히 살피기
로 한다.

1. 회생절차개시 전 조세채권의 회생절차상 지위
1) 회생채권인 조세채권
채권자평등이라는 도산절차의 지도 원리에 따라 회생절차에서는 채무
자에 대한 채권에 관해서 사법상 채권과 공법상 채권을 원칙적으로 동일
한 지위로 취급하고 있다. 회생절차가 채무자 재산의 배분과정으로서 기
능하는 한 회생절차에서 조정대상이 되는 채무자의 채무는 회생절차 개시
전의 채무자 경제활동에 기인한 것이 해당된다. 그 결과 회생법은 채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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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상으로서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에 기하여 발생한 채무자에 대한 모
든 재산상 청구권을 포함하되, 담보가 있으면 회생담보권으로 구분하고,
담보가 없으면 회생채권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 경우 회생절차개시 전에
납세의무 성립한 조세채권114)도 파산절차에서와 달리 일단 같은 기준에
따라 회생절차에 구속되는 회생채권으로 본다.
일반 사권과는 달리 회생절차개시 전의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
추징금 및 과태료의 청구권과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하여 징
수할 수 있는 청구권 즉, 조세채권 및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은
회생법

회생계획에서 공정하고 형평한 차등원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조제항

이러한 공법상 채권은 본질적으로 권리의 성립·확정·변경·소멸 등에서
사권과는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채권신고 누락되어 회생계획에 포함되
회생법 
조세채권
지 않으면, 벌금채권 등은 면책대상에서 제외 되지만,  제조단서
회생법 
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따라서 회생절차상 권리조정
은 면책대상  제조

등의 대상이 되는 조세채권은 채무자의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 결과에 기
하여 조세채권자가 회생절차에서 채권신고 한 조세채권만을 의미한다.
회생절차에 구속되는 회생채권인 조세채권의 일반적 지위는 관련된
압류재산이 있으면 유예기간을 거쳐서 환가하게 되고, 저당권설정 등이
있으면 회생담보권으로서 우선권을 가지게 되며, 그 밖의 회생채권인 조
세채권은 일반의 우선권 있는 회생채권이 된다.115)
이와 같이 회생채권은 회생절차에서 채무조정대상이 되는 채권이다.
114) 대법원 1973. 9. 25. 선고 73다241 판결 외.
115)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실무연구회, 2011a, 앞의 책, 37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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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법은 이에 속하는 조세채권을 회생절차개시 전에 납세의무 성립한 것
을 기준으로 구분하고 있으므로, 납세의무 성립과 확정의 법리에 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실정법은 조세채무를 재정수입으로 연결시키는 절차적 단계에서 성
립·확정 및 징수 단계로 구분한다.
조세법률주의 토대 위에서 조세에 관한 채권자와 채무자의 법률관계
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관해서는, 전통적인 학설로 국민이 국가의 과세권
에 복종하는 관계로 파악하여 국가의 우월적·권력적 지위를 인정하는 권
력관계설과 국가가 납세자에 대하여 조세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관계로
보아 국가와 납세자가 법률에 의하여 채권자·채무자로서 대립하고 조화
하는 공법상 채무관계로 이해하는 채무관계설이 있다.116)
그러나 현실적으로 조세법률관계를 일률적으로 권력관계 또는 채무관
계로서만 파악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117) 따라서 조세법률관계의 당사자
간에 있어 대등한 지위를 강조하면서, 실체법관계에서는 채무관계를 중심
으로 이해하고 절차법관계에서는 권력관계를 중심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 오늘날 통설이다.118) 이에 근거하여 자력집행권 등 절차상 조세채
권자의 우월성이 인정되고 있다.
조세법률관계를 권력관계로 이해하면 과세권자의 부과처분이라는 행
정작용을 통해서 조세채무가 생겨나지만, 채무관계로 이해하면 세법이 규
정한 과세요건을 충족하면 추상적 납세의무가 자동적으로 성립하게 된다.
즉, 조세채무는 각 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과세요건을 국민이 그러한 과세
116) 金子宏, 2009, 앞의 책, 22-23쪽.
117) 임승순, 2010, 앞의 책, 15쪽.
118) 최명근, 2006, 앞의 책, 313쪽; 김두형, 2011, 앞의 책, 2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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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을 구성하는 사실에 의하여 충족하는 때에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
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자동적으로 성립한다.119)
이러한 납세의무 성립이 있을 때 조세채권의 구체적 내용, 즉 세액의
확인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일종의 공법상 형성권인 부과권이 발생하게
된다.120) 이에 기하여, 별도 확인절차 없이 자동확정되는 것으로 규정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추상적인 존재에 불과한 조세채무의 구체적 내
용을 검토·확인하는 확정절차가 이어지게 된다. 즉, 먼저 과세요건 사실
을 파악하고, 다음으로 이에 세법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
산하는 등의 절차로서 조세법률관계의 당사자 중 일방인 납세의무자의 신
고 또는 과세권자의 부과처분으로 확정된다. 이러한 조세채무의 확정은
그 내용실현을 위한 모든 이행절차인 징수권행사의 전제조건이 된다. 즉,
조세채무의 확정절차 없이는 납부도 징수도 불가능하다.121)
이에 관해서는 제4장 제1절 1. 회생채권 분류상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서 후술하고자 한다.

2) 공익채권인 조세채권
공익채권은 회생절차개시 후부터 회생절차종결결정 시까지 모든 이해
관계인들 공동의 이익을 위한 회생절차 수행비용을 말한다. 회생절차상
조세채권은‘회생절차개시 후의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에 포함되어 공익채권이 된다. 즉, 공익채
관한 비용청구권’  회생법제조
제항제호

권이 되는 조세채권은 원칙적으로 회생절차 개시 후에 납세의무 성립한

119) 최명근, 2006, 앞의 책, 363쪽.
120) 위의 책, 465쪽.
121) 위의 책, 36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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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를 의미한다.122) 이러한 회생절차개시 후 발생한 조세채권은 회생절
차 수행을 위해 발생하는 비용이므로 다른 절차비용과 마찬가지로 비용우
선변제원리에 의하여 회생절차와 상관없이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우선
회생법제

하여 변제한다.  조제항

한편, 원칙적인 공익채권 분류와 달리 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9호
에 규정한 조세로서 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123)이 도래하지 아
니한 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분류된다.124)
이론적으로 이에 규정된 원천징수대상조세와 거래징수대상조세125)의
속성은 과세관청에 조세를 신고·납부하는 납세의무자와 그 납부세액의
실질적·경제적 부담자가 서로 다른 경우로서,126) 거래징수의무자가 징
수한 조세와127)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한 조세는 국가가 실질 소유자이
고 채무자에 속한 재산이 아니다.128)
비교법적으로 보면, 미국 내국세법은 원천징수 또는 거래징수의무 있
는 조세는 원천납세의무자 등이 납세의무자에게 납부한 것이 아니고 국가
에 납부를 위탁한 국가재산이므로 위탁조세인 금전(trust fund taxes)으
122) 이는 회생법 제11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의한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이라는 회생채권 정의에 대한 반대해석이기도 하다.
123) 법령에서 정하는 납부기한(법정납부기한)을 의미한다는 견해(金子宏, 2009, 앞의 책, 769쪽;
최완주, 2000, 정리절차와 조세, 재판자료, 제86집, 법원도서관, 541쪽; 임승순, 2010, 앞의 책,
262쪽)와 과세관청이 납세고지서에 기재한 납부기한(고지납부기한)을 의미한다는 견해가 있으
며, 법정납부기한설이 다수설이다.
124) 대표자 인정상여처분에 관련된 조세는 원천징수 된 것에 한한다.
125) 원천징수대상조세와 거래징수대상조세라는 용어는 설명의 편의를 위해 실무상 구분에 따랐으
며, 법 규정에 따라 구체적으로 구분한 것은 아니다.
126) 이는 당해 세목의 설계에서 그러한 구조가 미리 예정되어 있다.
127) 이는 강학상 간접세라 한다.
128) 미국 연방대법원은 1990. 6. 4. Begier v. IRS, 496 U.S. 53 (1990) 판결에서, 거래징수한
소비세와 원천징수한 조세는 소위 trust fund taxes로서 국가소유 재산이고 채무자의 재산이 아
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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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분류하여, 납세의무자 재산과 구분하여 사업자의 별도 계좌에 보관관
리 후 납부하도록 강제하고 있다.129)
이와 같이 담세자와 납세의무자가 서로 다른 조세라는 점에서는 같지
만 원천징수대상조세와 거래징수대상조세는 기본적으로 그 성격이 서로
다르다. 조세로 인한 자금흐름 측면에서만 보면, 원천징수대상조세는 기
본적으로 소득을 지급할 때 해당세액을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이어서 이론
상으로는 부징수 세액이 있을 수 없으며, 소득의 지급이 없는 경우에는
총지급액에서 공제하는 원천징수 세액도 없게 된다. 즉, 원천징수한 경우
에는 제3자 재산의 수령·보관상태가 되지만, 원천징수하지 못한 경우에
는 수령·보관하는 제3자 재산이 없게 된다.
이와 달리 거래징수대상조세는 거래대금에 포함하여 거래일 현재 징수
하거나, 징수하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 세액은 채무자의 거래대금으로
서 매출채권화 되어 대차대조표상 자산에 포함되며 향후 회수대상이 된다.
3) 가산금의 회생채권 여부
회생법은 회생채권 규정인 제118조 제2호에서는 회생절차개시 후의
이자는130) 회생채권으로 구분하며, 회생담보권 규정인 제141조 제1항에
서는 회생담보권에 기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 전날까지 생긴 이자만 회생
담보권으로 구분하고, 공익채권 규정인 제179조에서는 이자에 관하여 별
도의 언급이 없다.
일반적인 경우 이자는 원본에 따라 판단함이 원칙131)이지만 원본변

129) IRC §§7501 & 7512.
130) 회생절차 개시결정일 이후에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1다65519 판결).
131) 헌법재판소 2008. 5. 29. 선고 2006헌가6․11․17(병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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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보장되지 않는 회생절차의 특성상, 이해관계의 원만한 조정을 위해
서 그 이자에 관해서는 이러한 특별한 정함이 필요하다. 그에 따라 회생
채권 구분에서는 회생절차개시 전의 이자는 이미 발생하여 회생채권으로
되어야 하기 때문에 특별히 정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보아, 회생절차개
시 후의 이자에 관해서만 회생채권으로 한다는 규정을 둠으로써, 결국 회
생절차 개시 전·후의 모든 발생이자를 회생채권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회생담보권 구분에서는 우선권이 주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회생절차개
시 전날까지 생긴 이자만을 회생담보권으로 하여 우선권을 인정하고, 그
후 발생이자는 회생채권으로 구분하여 우선변제에 제한을 둔 것으로 이해
된다. 공익채권은 수시변제하기 때문에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관점에
서 관련 이자에 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것으로 이해되지만, 발생
하는 이자가 있다면 회생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일반원칙상 원
본에 따라 공익채권이 되어야 할 것이다.
조세법상 의무위반자에게 부과되는 가산세는 원칙적으로 해당 국세의
 절차상 조세채권 관련 가산세는
세목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국세기본법
제조

본세가 속하는 채권종류로 구분된다.132)
그러나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거나 체납상태에서도 계속납
부하지 않는 경우 국세징수법 규정에 따라 자동적으로 발생되어 확정되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의 성격에 대하여 대법원은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로
판단하고 있다.133) 따라서 가산금과 중가산금의 회생채권·회생담보권

132) 윤창술, 2002, 파산절차에 있어서 과세문제(일본의 경우를 중심으로), 조세법연구, 제8-2집,
한국세법학회, 170쪽.
133) 대법원 1988. 9. 20. 선고 85누635 판결; 1993. 10. 8. 선고 93누10521 판결; 2005. 3. 10. 선고
2004다64494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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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공익채권 여부에 관해서는 회생법상 이자의 채권구분 규정을 따라야
할 것이다.
요컨대 회생채권인 조세채권에 대한 이자로서 회생절차개시 전후에
발생한 모든 가산금은 회생채권이 되고, 회생담보권인 조세채권인 경우에
는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일까지 발생한 가산금은 회생담보권이 되지만, 회
생절차개시결정일 이후 발생한 가산금은 회생채권이 되며, 공익채권이 되
는 조세채권의 가산금은 원본에 따라 공익채권이 된다.
이러한 가산금에 관해서는, 별도의 국세징수법상 징수유예절차 없이
도 회생법 제140조에 따라 회생계획에서 징수유예를 정하는 경우에는 가
산금이 면제되는 것으로 국세징수법이 규정함으로서 회생절차상 조세특례
국세징수법 
와 조화를 이루고 있다.  제조제항

4) 회생절차개시 전 조세의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조세특례에 관하여,‘특례세
율의 적용, 세액감면, 세액공제, 소득공제, 준비금의 손금산입 등의 조세
감면과 특정 목적을 위한 익금산입, 손금불산입 등의 중과세를 말한다.’
라고 정의하고 있다. 회생법 제140조 제3항의 조세의 감면과 제251조에
따른 조세채권의 면책은 이러한 세액감면에 해당된다.
앞서 조세평등주의 원칙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조세감면제도는 국
가의 특정한 정책목적을 달성함에 있어서 유효한 정책수단이 되고 있음은
부정하기 어려우나, 조세수입의 일실과 조세평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 납세의무자의 납세의식 내지 납세도의를 저하시키는 것과 같은 엄청
난 역기능을 안고 있다. 뿐만 아니라 조세감면의 규모가 엄청나게 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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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 설정된 감면조치는 기득권화로 인하여 장기간 존속시키려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조세특례제도의 취지를 훼손시키고 있다. 그 결과 조세특례
제한법은 방만한 조세특례를 규제하기 위하여 제3조 제1항에서‘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조세특례
를 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다음 각 호의 법률로서, 소득세법, 법인
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 인지세법,
증권거래세법, 국세징수법, 관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임시수입부가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교육
세법, 농어촌특별세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자치도세에 관한 규정만 해당한다),종합부동산세법 만 열
거하고 있으며, 회생법은 제외하고 있다.
이에 관해서는 제4장 제2절 1. 회생법상 조세감면 근거법령의 문제점
과 개선방안에서 후술하고자 한다.

5) 조세 부과권과 징수권의 속성
조세채무 면책범위에서 문제되는 조세 부과권과 징수권에 관하여 간
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61년 12월 8일 국세징수법 제103조 국세의 소멸시효 규정이 신
설된 뒤인 1974년 12월 21일 국세기본법이 제정되면서 그 제27조 제1
항으로 이관 규정되었다. 그 후 조세법률관계에 대한 이론발전과 함께
1984년 8월 7일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에 처음으로 국세부과의 제척기
간 규정이 신설되면서 징수권 소멸시효와 부과권 제척기간을 구별하게 되
었다.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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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이 규정한 과세요건 충족으로 납세의무는 자동적으로 성립된
다. 이는 확정권 즉, 부과권으로 이어져서 일부 성립과 동시에 확정되는
세목을 제외하고는 추상적으로 성립된 납세의무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의
신고 또는 과세권자의 결정 등 구체적 확인절차를 거쳐서 확정된다. 그러
한 확정이 있으면 납세자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인 징수권이 발생
하게 된다.
이러한 조세채권의 성립·확정·징수 절차 중 조세채권을 구체적으로
확정시키는 국가 고유권능인 조세 부과권에 관해서는 법률관계의 조속한
안정을 위하여 법이 예정해 놓은 일정한 권리존속기간으로서 제척기간을
두고 있으며, 그 기간 안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는 소멸한다.
또한, 확정된 조세채권의 실현을 위한 징수권에 관해서는 일정기간
징수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그 사실 상태를 존중하여 징수권을 소멸시
키기 위해서 소멸시효를 두고 있다. 즉, 제척기간은 조세 부과권에 대한
제한이며, 소멸시효는 확정된 조세 징수권에 대한 제한이 된다.135)
요컨대 조세채권의 실현과정에 수반되는 일련의 권리이긴 하지만 실
정법상 부과권과 징수권은 구별되며, 그 결과 대상을 달리하는 제척기간
과 소멸시효 역시 혼용할 수 없는 구별 개념이다.
제척기간은 법률이 규정하는 부과권 존속기간인 결과 그 기간 내에
부과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해당 부과권은 소멸하며,136) 이와 같은 권리
134) 일본의 경우는 1959년 국세징수법 제174조 내지 제176조 소멸시효규정을 신설한 후, 1962
년 국세통칙법이 제정되면서 그 제72조 내지 제74조에 이관 규정하는 동시에 제70조 제척기간
규정도 신설하였으며, 독일은 1977년 1월 시행된 독일의 조세기본법(Abgabenordnung ; AO)에
서 부과권 제척기간(AO §169-§171)과 징수권 소멸시효(AO §228-§232)에 관한 규정들을 두게
되었다(변재승, 1983, 조세채권의 소멸시효, 재판자료, 제17집, 법원행정처, 285-302쪽).
135) 김두천, 1985, 제척기간과 소멸시효, 계간세무사, 통권 제30호, 한국세무사회, 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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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
존속기간인 제척기간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법체계  국세기본법
제조의

부과권은 제척기간 도과로서만 소멸한다.
이러한 제척기간의 도과와 소멸시효 완성의 결과로 조세채권을 징수
하지 못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그러나 조세채권으로 확정되었으나 시
효완성으로 징수하지 못하는 경우와 당초 조세채권으로 확정되지도 않았
기 때문에 징수권의 시효를 고려할 필요도 없는 경우 등에서 차이가 있으
므로, 제척기간 인정여부는 시효기간 연장으로 이어지게 되는 등 적용 법
리에서 다른 취급이 필요하게 된다.

2. 회생절차개시 후 채무자 과세
1) 회생절차상 채무면제이익에 대한 과세
(1) 회생절차상 채무면제이익의 의의
이해관계자들 간 채무조정의 결과로서 출자전환 등을 내용으로 한 회
생계획인가결정이 있으면 회생법 제251조에 따라 채무자는 회생계획이나
회생법에서 인정된 채무를 제외하고는 모두 그 책임을 면하며, 한편으로,
종전 권리는 회생계획 내용에 따라 변경된다. 그 결과 소멸하는 구 채무
액과 새로 생기는 신 채무액 사이에 차액이 발생하는데, 이에 대하여 회
계적·세법적 용도에서 채무면제이익으로 표현하고 있다.
사법상 채무면제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
136) 국세기본법은 특례제척기간도 별도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2항
의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는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라도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다(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두700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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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즉, 단독행위이며 결국 채
여 채권을 무상으로 소멸시키는 것이다.  제조

권의 포기이다.137) 본래 채무의 의미는 재산적 책임을 수반하는 것을 의
미하며,138) 회생법은 제251조 회생채권 등의 면책규정에서 책임을 면하
는 것으로 표현하고, 보증인 등의 구상권도 채무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으로 보아, 회생절차상 채무면제에서 채무의 범위는 채무와 분리된 책임
즉, 급부강제력 수반 여부를 기준으로 한 채무로 이해된다. 따라서 소구
권(訴求權)이 없는 자연채무나 도박채무 등은 채무면제에서의 채무에서
제외되며 과세대상소득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회생법상 회생절차에서 발생하는 채무면제는 성질이 다르다.
즉 회생절차에서 채무면제가 발생한다는 의미는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임
을 의미한다. 그런 이유에서 일반적으로 회생절차상 채무자에게는 채무면
제가 수반되는 한편, 이에는 담세력이 없다.
특히, 이 경우 채무면제는 채권자의 자발적인 포기가 아니고 절차상
회생법과 사법관계를 기준으로 협상과 조정을 거쳐서 결정되는 것이다.
즉 채권자는 비록 채권자집회 등을 통하여 의사표시를 하지만 민법이 추
구하는 자유로운 의사표시는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제한된 의사표시일 수
밖에 없으며, 비록 사인간의 이해관계 조정이지만 국가의 사법작용인 재
판절차로 채권의 변경이 확정되는 등으로 민법상 단독행위인 채권포기 등
으로 볼 수 없는 면이 더 많다. 따라서 회계적 또는 세법적 용도에서 회
생절차상 채무면제를 관념하는 경우는 사법상 그것과 혼동해서는 안 되는
특성이 있다.
예컨대 민법 또는 상법 등에 근거하여 발생하는 사채발행가액과 조기
137) 곽윤직, 2003, 채권총론, 박영사, 288쪽.
138) 위의 책, 6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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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가액의 차액 상당액을 과세대상소득으로 해석139)함에 있어 그것을
사채상환이익으로 보든 채무면제이익으로 보든 관계없이 강제력이 없는
온전히 사인간의 단독행위 내지 쌍방합의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서, 회생
절차상 채무면제이익과 다르게 되는 것이다. 다만, 그것이 회생계획에 따
라 이루어지면 회생절차상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하게 된다.140)
특히, 회생절차에서 흔히 이용되는 방법으로, 채무자는 채무변제를 위
한 자금유출이 없고, 채권자는 적어도 전환주식만큼은 채권감액을 당하지
않고 향후의 환가 개연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회생실무상 출자전
환141)이 광범위하게 행해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도 채무면제가 발생할
뿐 만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구 주주로부터 채권자 즉, 신주주에게로 채무
자 지배권이 이전하게 되어 채무자 지배구조까지도 변경시키게 된다.
(2) 조세법상 채무면제이익 과세일반
채무면제이익에 관한 과세 제도를 보면, 법인에 대한 채무면제가 있
139) United States V. Kirby Lumber Co., 284 U.S. 1 (1931).
(Syllabus) Where a corporation purchased and retired some of its own bonds for less
than their par value, which it had received for them when issued, the difference was a
taxable gain or income under the Revenue Act of 1921.
140)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두19683 판결.
141) 이러한 이론상 출자전환이 가능한 채무의 예를 들면, 차입금·회사채·외상매입금·가수금·미지급
금·선수금 등이 되고(염춘필, 2007, 채권의 출자전환실무, 법무사저널, 2007년5·6월호, 서울중앙
지방법무사회, 33쪽), 조세채무는 법률에 의해서만 그 내용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에
서 제외된다. 출자전환 대상 채무를 대별하면 금융기관채무와 일반채무로 구분할 수 있고, 금융
기관 채무는 대부분 담보가 있는 경우이므로, 일반채무는 담보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구분
해 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선순위채권자인 담보채권자는 굳이 출자로 전환하여 후순위채권자
로의 전환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주로 무담보채권이 출자전환에 응하게 되겠지만(이제원, 2000,
출자전환의 법적성질, 증권법연구, 제1권 제1호, 한국증권법학회, 10쪽), 회생실무상 금융기관의
채권은 출자전환을 허용하지만 일반상거래 채권에 대해서는 출자전환을 허용하지 않고(강선호,
2011, 회생절차에 있어서 이해관계인들의 공정·형평한 권리조정 실현을 위한 방안, 법학논총, 제
23권 제2호, 영남대학교법학연구소, 251쪽.) 우선변제대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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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우는 이를 순자산의 증가로 보아 원칙적으로 법인세를 부담해야 하
 이월결손금에 보전된 금액은 익금에서 제외시키고 있
지만,  법인세법시행령
제조제호
법인세법
 사업자인 개인에게 사업과 관련하여 채무의 면제 또는 소
다.  제조제호

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원칙적으로 총수입금액에 산입해
소득세법시행령 
이 역시 이월결손금에 보전된 금액은 총수입금
야 하지만,  제조제항제호
소득세법 
기타 비사업자인 개인 또는 사업자인
액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제조제항

개인이라 하더라도 사업과 관련 없는 채무면제가 발생한 경우는 증여세
상속세및

부과대상이 된다.  증여세법제조

(3) 출자전환 채무면제이익에 대한 과세이연

① 회생절차상 출자전환의 의의
출자전환142)은 미국에서 발전한 제도로 우리나라에는 외환위기 때
처음 도입되었다. 출자전환에 대하여, 회생법은 제206조 제1항에서 주식
회사인 채무자가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또는 주주에 대하여 새로 납
입 또는 현물출자를 하게 하지 아니하고 신주를 발행하는 때라고 표현하
고 있다.143) 법인세법은 제17조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규
정의 제1항 제1호 주식발행액면초과액에 대한 단서에서,‘다만,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라는 표현만 쓰고 있다.
142) 미국은 stock for debt exchanges, 영국은 swapping debt for equity, 독일은 Debt Equity
Swap, 일본은 “債務の株式化” 또는 Debt Equity Swap(DES)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143) 일본의 会社更生法 제177조의2 제1항은, 갱생채권자, 갱생담보권자 또는 주주의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소멸과 상환으로 하는 주식의 발행에 관한 조항에 관해서는 발행주식의 수, 증가자
본금 및 자본 준비금에 관한 사항, 갱생채권자등 또는 주주에 대한 발행주식의 할당에 관한 사
항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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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일반기업회계기준144) 제6장 제4절 금융자산·금융부채의 채
권·채무조정145)에서 6.84문단에서의 채권·채무조정은 채무자의 현재
또는 장래의 채무변제능력이 크게 저하된 경우에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합
의 또는 법원의 결정 등의 방법으로 채무자의 부담완화를 공식화 하는 것
을 말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그 다음 6.87문단에서 그러한 채무조정 유
형인 출자전환에 관해서,‘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채권자에게
지분증권을 발행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6.83문단에서 유가증권으
로 보유하고 있는 채권에 대한 투자자의 채권·채무조정회계는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결과, 일반사채를 전환사채로 변경하는 등 조건변
경은 출자전환에서 제외된다. 종전 대법원판례도 같은 의미로 출자전환에
대하여 판단하고 있었다.146) 하나의 법률관계를 두고 일의적 개념정의는
없지만 자본거래의 한 유형으로 본다는 점에서만은 동일하다.
요컨대 본 논문에서 연구대상으로 삼은 것은 회생절차상 법인채무자에
대한 과세체계를 이해하기 위한 것이라는 범위 내에서 회생절차상 출자전
환이라 함은,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채무자가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
자에 대하여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새로 납입 또는 현물출자를 하게 하
지 아니하고 채무증권 외의 출자지분증권을 교부하는 법률관계로 정의하
고자 한다.

② 출자전환 채무면제이익에 대한 조세법 입장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으로서 익금불산입 대상인 주식발행액면초과액

144) 상장법인에 적용하는 K-IFRS도 같은 내용이다.
145) 회생절차에 적용하는 회계처리기준이다(일반기업회계기준 6.82문단).
146) 대법원 2010. 9. 16. 선고 2008다97218 판결; 2010. 3. 25. 선고 2009다85830 판결; 2009.
11. 12. 선고 2009다47739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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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인 현행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다만, 채무의 출
자전환으로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식 등의 시가를 초과하
여 발행된 금액을 제외한다.’라고 하여 출자전환에서 발생되는 채무면제
이익에 대한 과세근거를 두고 있다.147)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출
자전환 채무면제이익으로서 이월결손금148)에 충당되지 않은 금액은 익금
에 산입하지 않고 그 후 사업연도에서 발생하는 결손금에 충당하도록 규
 그러나 같은 법
정하고 있다.  개정법인세법제조제항및개정법인세법
시행령제조제항및제조제호괄호단서

시행령 제15조 제5항은 채무면제이익 전액을 결손금 보전에 충당하기 전
에 폐업·해산하는 경우는 그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그 잔액을
모두 익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149)
한편,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4의 2호 단서에 이관되어 있
는 규정에 의하면, 회생계획에 따라 취득한 주식 등의 취득가액은 출자전
환된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150)
147) 본래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을 상시적 지원으로 운영하기 위해 이관 규정한 현행 법인세법 제
47조의 2는 5년 이상 사업을 계속 영위한 출자법인이 주식 또는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의 현물출
자하는 경우의 과세에서 이를 합병·분할 등 여타 조직변경에 준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규정이므
로 이와는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다.
148) 적격합병이나 적격분할에서 승계 받은 것은 제외하고(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 괄
호단서), 신고한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나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의 결손금으로서 법원이 확인한 것은 포함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2호 가목).
149) 법체계상 법인세법 제17조 제2항은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이후의
각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을 뿐 그 외 다른 처리에
대하여는 예상되는 아무런 위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에서, ‘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내국법인이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을 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기 전에 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라고 규
정하여 위임입법 문제도 예상된다.
150) 이 경우의 취득 주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42조 제3항 제3호(보유주식평가감액)의 규정이 적용
되지 않으며(법인세과-1014, 2010. 10. 29), 출자전환 전에 이미 대손상각비 계상이 있었다면 이를
제외한 장부상 채권 잔액이 신주의 취득가액이 된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54. 2007.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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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컨대 현행 법인세법은 채무자에 관해서는, 출자전환에서 발행하는
신주의 시가와 신주의 발행가액과의 차액은 채무면제이익으로 인식하여
채무자가 폐업 또는 해산하지 않는 한 채무자의 과세소득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한편으로, 채권자에게는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신주의 취
득가액을 해당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인식하도록 하여 대손이 발생하지 않
도록 하고 있다.
2) 대표자 인정상여처분
법인세법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
거나 결정·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소득 처분하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
법인세법제조및동법
 이러한 법인세법상 대
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시행령제조제항제호

표자 인정상여처분 제도는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
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데 취지가 있는 것이기 때
문에, 상여처분의 대상이 되는 법인의 대표자는 그 문면에 좇아 제한적으
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151)
이 경우 인정상여처분152) 대상으로서의 대표자란 대외적으로 회사를
151) 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누3120 판결.
152) 이러한 소득처분에 의한 의제소득문제의 본질은 입증책임문제이다. 예컨대, 일본은 법인세법
과 같은 소득처분제도를 두지 않는 한편으로, 사도불명금(使途不明金)과 역원상여(役員賞與)제도
를 두고 있다. 사도불명금은 법인이 지출한 금액 중 그 지출용도가 분명하지 않거나 법인이 사
용처를 밝히지 않은 금액을 의미하고, 역원상여는 법인이 임원상여로 회계처리하지 아니한 거래
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법인의 소득계산을 부인하고 임원상여로 인정하는 처분을 말한다. 이러한
사도불명금에 해당되면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불산입함에서 그치지만, 그것이 역원상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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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하고 대내적으로 업무집행을 담당하는 자를 말하며, 등기된 대표자가
아니더라도 주주인 임원 등으로서 사실상 회사경영을 지배하는 자는 포함
되고, 등기된 대표이사라 하더라도 가처분결정 등으로 사실상 직무집행을
하지 않았다면 제외된다.153)
대법원은 사외유출된 소득으로서 귀속불분명 소득의 대표이사 상여처
분에 관해서, 1974. 4. 30. 선고 73누155 판결을 통하여 이는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 이래, 대표자 인정상여처분
제도는 적법·유효한 제도임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이를 적용한 과세처분
인정되면 법인에게 추가로 임원 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의무를 부과해야 한다. 따라서 지
출하여 사외로 유출되었으나 사용용도가 불분명한 금원의 임원에 귀속여부가 중요하게 된다는
점에서, 사도불명금과 역원상여는 결국 입증책임의 문제로 다루어지고 있다. 이 경우 사도불명금
을 역원상여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외유출금의 임원귀속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지만, 일반
적으로 법인 내부적으로 은밀히 이루어진 결과 과세관청의 입증의 어려움이 인정된다. 그 결과
법원은 간접증거에 의하여 상여의 지급사실을 추정하는 방법으로 입증책임을 납세자측에게 전환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에 따라 일본의 판례는 여러 가지 간접사실들(①법인에게 부외의 소득
(자산)이 존재할 것 ②그 부외소득에 상응하는 법인의 예금 기타 자산이 충분한 조사에 의하여
도 발견되지 않을 것 ③법인이 대표자 또는 친족에 의하여 지배되는 개인적 회사 내지 동족회사
일 것 ④부외소득의 처분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이 없을 것 ⑤대표자가 법인의 부
외수익에 관한 자금을 수령하거나 혹은 부외예금 등을 사실상 자유롭게 입출금하는 등의 지배관
리 사실이 있을 것 ⑥대표자 또는 친족에게 그 개인의 신고소득금액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순자
산의 증가 또는 소비지출의 사실이 있을 것 ⑦기타 법인의 자금과 임원 개인의 자금이 혼재하여
있는 사실 등)에 의한 추정으로 역원상여를 인정하고 있다. 결국 일본은 우리와 같이 소득처분
제도를 두지 않고 사외유출된 소득의 귀속을 입증책임문제로 해결하려는 입장이어서 원천징수
소득세에 대한 징수처분이 있기 전까지는 과세관청의 공식적인 견해가 대외적으로 표명될 기회
는 없다. 우리 법인세법도 같은 논거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과세관청의 입증곤란을 인정하여
소득처분제도를 둠으로서 입증책임을 납세자에게 전환시키는 방법에서만 다르다. 즉, 사외 유출
된 소득의 귀속이 외관상 불분명할 경우 실질적인 귀속에 대한 증거자료는 대부분 납세자에게
있을 것이므로, 과세관청에 대하여는 소득처분의 추정적 효력에 터 잡아 그 입증책임을 면제시
켜 주는 대신, 과세관청의 소득처분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로서는 소득처분에 불복하여 그 쟁송
과정에서 증거자료의 제출을 통하여 그 추정된 사실과 다른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방법으
로 소득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강석훈, 2006, 소득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에
관하여, 조세법연구, 제12-1권, 한국세법학회, 113-115쪽).
153) 김완석, 2011, 법인세법론, (주)광교이텍스, 65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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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당부만 판단해 오고 있으며,154) 헌법재판소도 조세공평과 실질과세의
이념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155)

154) 강석훈 2006, 앞의 논문, 116쪽.
155) 헌법재판소 1995. 11. 30. 선고 93헌바32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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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외국입법례와 시사점

제1절 미국의 회생제도

1. 연방파산법 개관
미국이 처음부터 지금과 같은 채무자위주의 도산제도를 채택한 것은
아니다. 즉 독립 후 파산법 도입논의가 활발했던 초창기 1789년부터
1827년까지는 채권자이익 위주의 제도였으며, 1828년부터 1861년까지
는 채무자위주의 제도였고, 그 후 1862년부터는 연속되는 재정적자 상태
에 더하여 대공황(Great Depression)을 경험하게 되면서 국가적 이익을
우선하는 제도였다고 평가된다.156)
앞서 회생제도의 연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독립 후 오랜 기간 동
안의 시행착오를 거치면서도 경제상황의 변화에 맞는 합리적 제도를 향한
수많은 논쟁을 통하여 제정된 미국 연방파산법(Bankruptcy Code)은 오
늘날 도산법제의 국제적 모범이 되고 있다. 특별히 채무자에게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는 연방파산법의 이점을 활용하기 위해서 많은 외국법인들도
요건을 갖추어 제11장 기업회생절차(Reorganization)를 신청하고 있다.
특히 채무자에게 회생절차와 청산절차의 선택권을 주는 점은 독일을 비롯
한 유럽의 도산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리나라 회생법상 회생절차
역시 미국 연방파산법 제11장과 상당부분 유사하여 미국 판례법상의 형
평과 적법절차 개념에 일치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157)
156) Warren, Charles, 1994, Bankruptcy in United States History, William S. Hein & Co. Inc., pp.3-4.
157) 임치용, 2006, 파산법연구2, 박영사, 385-38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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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미국 연방파산법은 총 9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장,
제3장 및 제5장은 총칙 내지 일반 규정,158) 제7장은 청산절차, 제9장은
지방공공단체의 채무조정, 제11장은 기업회생절차, 제12장은 영농업자의
채무조정, 제13장은 개인회생절차, 제15장은 국제도산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각 장별로 그 적용대상이 정해지지만, 일반적인 채무자의 경우 청
산절차로 갈 것인가 회생절차로 갈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채무자 등의 선
택에 따르고, 각 절차에서는 개인과 법인은 물론이고 파트너십도 신청인
적격을 가진다.159)
이러한 구조의 미국 연방파산법은, 신청절차의 거의 대부분을 차
지160)하는 채무자에 의한 자발적 절차(voluntary cases)신청이 있는 경
우에는 채권자에 의한 비자발적 절차(involuntary cases)신청이 있는 경
우와 달리 법원의 결정 없이 신청 그 자체로 회생절차가 개시되도록 하고
있다.161) 자발적·비자발적 절차 모두 그 절차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원
칙적으로 모든 채권회수조치 등의 행위가 정지되는 자동정지제도(autom
atic stay)를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절차신청이 있으면, 파산법원이
결정한 과세기간에 관한 법인 채무자의 조세채무 또는 구제명령일 이전에
종료된 과세기간에 관한 개인채무자의 조세채무와 관련된 연방조세법원의
새로운 절차개시 또는 진행 중인 절차 등이 정지된다.162) 그러나 이 경
우에도 연대채무자 또는 채무자의 보증인에 대한 행위는 적용대상에서 제
외되는 것으로 해석하며,163) 세무조사, 조세신고의무 또는 조세의 부과고
158)
159)
160)
161)
162)
163)

Bankruptcy Code §103(a).
Bankruptcy Code §§109(a) & 101(41).
윤영신, 1998, 앞의 책, 35쪽.
Bankruptcy Code §301.
Bankruptcy Code §362(a)(8).
윤영신, 1998, 앞의 책, 5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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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등 절차도 자동정지규정에 구속됨이 없이 진행할 수 있다.164)
절차가 개시되면 재산 소재지와 점유자를 불문하고 채무자에게 속하
는 모든 재산으로 구성되는 별도의 파산재단(estate)이 창설된다.165) 이
후로는 채무자 대신 파산재단이 납세의무자가 되며 그 관리인이 납세의무
를 이행해야 하고, 절차개시 전 채무자의 회계처리방법 등을 그대로 적용
해야 한다.166)
제9장 지방공공단체의 채무조정절차와 제11장 기업회생절차 외의 모든
절차에서는 법원이 아닌 연방관리인(United State Trustee)167)이 각 절
차의 재단을 대표하는 관리인(trustee)을 선임한다.168) 1979년 10월부터
제11장

기업회생절차에서는

원칙적으로

기존경영자관리인(Debtor

In

Possession : DIP)169)이 업무수행과 재산의 관리처분권을 가지는 관리인
이 된다.170) 이에 대응하여 채권자위원회 등을 통해 채권자 권리를 강화하
는 한편으로 회생계획에서는 청산가치보장원칙을 관철시키고 있다.171)
미국에서는 이러한 연방파산법에 따라 매년 100만 건 내지 200만
건에 달하는 파산사건이 발생하는데 이는 절차신청과정이 비교적 수월하
164) Bankruptcy Code §362(b)(9).
165) Bankruptcy Code §541(a).
166) Bankruptcy Code §346(a), (e).
167) 28 U.S.C. Chapter 39.
168) Bankruptcy Code §§322 & 323(a).
169) DIP를 미국 연방파산법은 별도 연방 관리인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debtor’로 표현하고 있으
며, 우리나라 회생법 제74조 제2항에서는 ‘개인인 채무자나 개인이 아닌 채무자의 대표자’로 표
현하고 있어 엄격히 보면 서로 다르다. Bankruptcy Code §1101(Definitions for this chapter)
(1) “debtor in possession” means debtor except when a person that has qualified under
section 322 of this title is serving as trustee in the case. §101(Definitions)(13)The term
“debtor” means person or municipality concerning which a case under this title has been
commenced. (41)The term “person” includes individual, partnership, and corporation.
170) Bankruptcy Code §§1101(1) & 1104.
171) Bankruptcy Code §112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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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이다.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자본주의 경제권에서 파산절차가 쉽
게 운영될 수 있었던 원인은 손쉬운 대출과 용이한 파산신청 때문이고,
그것은 신용 바로 그 자체인 금융 산업이 발달한 결과이다. 현재 미국인
들은 파산신청을 '생명, 자유, 행복추구'에 버금가는 양도할 수 없는 권리
로 여긴다.172)
요컨대 연방파산법은 자동정지제도의 보호아래 기존경영자관리인제
도, 구조조정금융(DIP financing)제도 또는 소수의 반대자를 구속하는 강
제조정(cram down)제도 등을 두어 채무자 회생을 적극 지원하는 입장에
있다.
이하에서는 미국 연방파산법 중에서 제11장 기업회생절차를 중
심으로 절차상 조세채권의 지위와 기본적인 채무자 과세체계를 검
토하기로 한다.

2. 연방파산법상 조세채권의 지위 및 면책
1) 조세채권의 지위
미국 연방세법(Internal Revenue Code ; IRC) 제7501조는 원천징
수의무와 거래징수의무 대상조세로서 징수된 조세는 국가에 납부되어져야
할 위탁조세인 금전(trust fund taxes)으로 취급하고 있다.173) 동시에
이와 같이 징수된 조세는 별도계좌에 보관 후 납부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
며,174) 파산재단의 재산에서도 제외시키고 있다.175)
172)
173)
174)
175)

김선영 역(Niall Ferguson 저), 2010, 금융의 지배, 민음사, 15-65쪽.
Watson, Camilla E. et al., 2005, op. cit., pp.778-810.
IRC §7512.
Bankruptcy Code §54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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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컨대 원천징수대상 조세와 거래징수대상 조세 중에서 징수된 조세는
납세의무자의 일반재산과 분리하여 별도로 보관한 후 납부하도록 하고 있
다. 동시에 이에 해당하는 조세는 채무자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도산절차
에서 배분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파산재단 재산에서도 제외시키고 있다.
또한, 연방세법 제6320조 내지 제6327조에서 압류제도에 유사한 조
세담보권제도(lien for taxes)에 관한 절차와 범위 등을 규정하고 있다.
즉, 조세에 관하여 청구통지한 후 10일 이내에 완납하지 않는 경우 체납
조세의 징수를 담보하기 위한 권리인 조세담보권(tax lien)이 체납자의
모든 재산에 대하여 자동적으로 창설되고,176) 이를 5일 이내에 서면으로
체납자에게 통지해야 한다.177) 다만, 체납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청
문절차를 거쳐야 한다.178) 과세권자에 의한 담보권 통지가 있었다 하더
라도 이러한 담보권설정이 공시되지 않는 결과179) 거래당시 이를 알지
못했던 유가증권 매수자 등에 대하여는 예외규정을 두어 담보권에 기한
우선징수권에 일부 제한을 가하고 있다.180) 한편, 연방파산법 절차가 개
시된 때 등에 관하여 연방파산법 제545조에서 이러한 조세채권에 기한
담보권설정 절차 등에 대한 일정한 제한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조세
담보권제도는 압류제도에 유사한 미국특유의 조세징수제도이다.
연방파산법 절차에서 채권 간 우선순위의 기본을 보면, 절차개시 후
법원의 허가를 얻어서 새로운 자금차입이 있었던 경우의 당해 채무는 모
든 채무에 최우선변제를 인정하고 있다.181) 원칙적으로 조세를 포함한
176)
177)
178)
179)

IRC §6321 ; Watson, Camilla E. et al., 2005, op. cit., p.623.
IRC §6320(a).
IRC §6320(b).
Newton, Grant W. et al., 2005, Bankruptcy & insolvency Taxation(3rd ed.), John Wiley
& Sons, Inc., p.646.
180) IRC §6323(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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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개시 전에 발생한 채권채무간의 상계(setoff)가 인정되고,182) 연방파
산법 제506조에 규정된 담보채권(secured claim)이 우선적으로 변제되
며, 그 다음으로 무담보채권(unsecured claim) 중에서 연방파산법 제
507조에 규정된 우선순서로 변제된다. 이러한 우선변제는 절대우선원칙
(absolute priority rule) 즉, 선순위 채무의 완전변제가 있은 후에 다음
순위 채무변제로 이어지게 된다.183)
조세채권도 이러한 변제순위가 동일하게 적용된다. 즉, 절차신청일 전
에 조세담보권이 설정된 조세채권은 담보권에 기한 우선변제를 받으
며,184) 무담보인 경우에는 연방파산법 제507조 규정에 따라 재단관리비
용과 각 채권에 대한 우선변제순위가 결정된다.
변제순위에서 2순위 우선권185)이 부여되는 연방파산법 제503조의
재단관리비용(administrative expenses)186)에 속하는 조세채권에는 절
차 진행기간 동안 재단관리로 인해서 발생하는 모든 조세채권 즉, 소득
세, 법인세,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사업주 분 고용세, 가산세와 가산
금, 재산세, 소비세 등이 있다.187) 이 경우 소득세·법인세는 절차신청
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관한 것을 말하며, 이러한 재단관리비용인 조
세채권은 별도의 채권신고를 요하지 않는다.188)
이에서 무담보채권으로서 재단관리비용이 아닌 조세채권은 3순위 또
181) Bankruptcy Code §364(c).
소위 DIP financing을 말하며, 우리나라 회생법에도 계수되어 있다.
182) Bankruptcy Code §553.
183) Bankruptcy Code §1129(b)(2)(B)(ⅱ) ; 강선호, 2011, 앞의 논문, 262쪽.
184) Watson, Camilla E, 2006, Tax Procedure and Tax Fraud(3rd ed.), Thomson/West, p.209.
185) 제1순위로서 가족생계비 개념의 채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절차와 상관없이 변제한다.
186) Bankruptcy Code §503(b)(1)(B), (C).
187) Bankruptcy Code §§507(a)(2) & 503(b).
188) Bankruptcy Code §503(b)(1)(B),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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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8순위의 우선변제권을 가진다.189) 3순위가 되는 조세채권은 비자발적
절차에서만 발생하며, 절차개시 후 관리인 선임 및 구조명령 전에 채무자
의 정상적인 영업이나 재무관련 업무에서 발생한 무담보 조세채권이 이에
해당된다. 그 나머지 8순위의 채권이 되는 조세채권은 절차신청일 이전에
종료한 사업연도의 소득 또는 수입에 의해 확정 또는 추정된 조세190)로서
기본적으로 절차신청일 전 3년 이내에 신고기간이 만료된 조세이다.191)
우선순위의 판단에서, 절차신청한 연도의 법인세는 일반적인 경우와
다르게 취급하고 있다. 즉, 미국 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 : 이
하 IRS라 한다)은 절차가 개시된 사업연도 관련 법인세에 있어서는 그
사업연도 전체소득에 관한 법인세를 재단관리비용으로 본다. 그러나 판례
법에서 소득을 절차신청 전후로 나누고 절차신청 이전 기간의 소득에 관
한 법인세는 8순위를 적용하여 절차에 구속시키고, 절차신청 후의 소득에
관한 법인세만 재단관리비용으로 인정하고 있다.192)
한편 연방파산법은 재단관리비용으로 분류된 조세채권에 관해서는 확
정된 채권액에 상당하는 현금을 회생계획 효력일에 납부할 것이라는 내용
과,193) 회생절차 신청일 전의 법인세 등 8순위 우선권을 가지는 일반 무
담보 조세채권은194) 회생계획 효력일 현재, 확정된 조세채권액 상당액을
구조명령일 후 6년 이내에 분할 납부하는 내용을 회생계획 승인요건으로
하고 있다.195)
189) Bankruptcy Code §507(a)(3), (8).
190) 미국은 The estimated tax rules에 따라 영국과 같이 연 4회의 estimated tax 납부제도를
두고 있다.
191) Bankruptcy Code §507(8)(A)(i).
192) Newton, Grant W. et al., 2005. op. cit., p.544.
193) Bankruptcy Code §1129(a)(9)(A).
194) Bankruptcy Code §507(a)(8).
195) Bankruptcy Code §1129(a)(9)(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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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검토한 바를 정리해 보면, 원천징수 또는 거래징수한 조세
는 별도계좌에 보관·관리 후 회생절차와 상관없이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
며, 체납즉시 체납자의 재산에 조세담보권(tax lien)이 설정되고, 회생절
차 전에 이미 이에 기한 체납처분이 있었거나, 없었다 하더라도 절차 개
시 후 담보권으로서 우선권이 인정된다. 이러한 조세담보권이 설정되지
않은 조세채권에 대해서는 회생계획에서 6년 이내 분할납부가 예정되며,
절차개시 후 발생한 조세채권은 회생계획 효력일에 납부를 규정하는 등으
로 일반적으로 세수일실을 방지하기 위한 징수제도 운영에서 연방세법과
연방파산법이 상호 보조를 같이하고 있다고 이해된다. 즉, 연방파산법이
기본적으로 채무자에게 유리한 관점이긴 하지만 국가 재정권에 관해서는
미국의 재정적자상태를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결과 원칙적으로 조세우
선징수권을 유지하려는 것으로 이해된다.

2) 절차개시 전 조세채무에 대한 면책
회생절차상 파산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의 효력을 보면, 채권 또는
지분권의 회생계획에 따른 감액여부와 당해 채권자, 주주, 무한책임사원
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인가된 회생계획은 채무자, 계획에 따른 유가증
권발행자·재산인수자, 채권자, 주주 및 무한책임사원을 구속한다.196) 한
편으로, 연방파산법 또는 회생계획 등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원칙적
으로 채무자로부터 회생계획인가결정일 전(before the date of confirma
tion)에 발생한 채무를 면책한다.197)
연방파산법 제7장 청산절차에서는 구조명령(order for relief) 전에
196) Bankruptcy Code §1141(a).
197) Bankruptcy Code §1141(d)(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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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한 채무가 면책대상이 된다.198) 즉, 법원이 각 절차별로 의미 있는
결정을 한 날을 기준으로 면책대상 채권을 구분하며 회생절차개시결정일
등으로 기준일자를 소급하지 않는다.
다만, 회생절차에서 파산재단 재산의 전부 또는 실질적 전부의 청산
에 관한 회생계획인 경우, 채무자가 회생계획인가 후 사업을 계속하지 않
거나, 채무자의 재산 또는 파산재단에 관하여 숨기거나 또는 채권자를 속
이는 등 면책부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면책하지 않는다.199)
채무자에 대한 조세채무의 면책범위는 원칙적으로 개인 또는 법인 여
부, 절차 유형 또는 조세의 본질이나 우선권 속성에 따라 결정되며, 본세
가 면책대상이 아니면 그 가산세와 가산금도 면책대상이 아니다.200) 한
편, 회생절차에 있는 법인채무자는 회생계획의 일반적 효력에 따라 기본
적으로는 면책을 허용하지만, 제7장 청산절차에서는 면책을 허용하지 않
는데,201) 이는 청산절차의 경우 법인은 소멸하여 면책의 의미가 없기 때
문이다.
이 경우 법인채무자의 조세채무 면책에 관한 규정을 보면, 원칙적으
로 모든 법인은 소득유무에 불구하고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하고,202) 일반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월이 되는 달의 15일까지 법인세신고서
를 제출해야 하는데,203) 법인 채무자가 이러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
거나 허위신고 또는 고의로 과세의 회피 내지 저지를 시도한 경우의 그
198) Scarberry, Mark S. et al., 2006, Business Reorganization in Bankruptcy(3rd ed.),
Thomson/West, p.938.
199) Bankruptcy Code §1141(d)(3).
200) Newton, Grant W. et al., 2005, op. cit., p.608.
201) Bankruptcy Code §727(a).
202) IRC §6012(a)(2).
203) IRC §607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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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채무는 면책하지 않는다.204) 이러한 무신고 등에 관련된 조세채권은
원칙적인 3년의 부과제척기간205)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들이며,206) 이 경
우 신고유무의 판단에서 연방대법원은 수정신고는 정상 신고로 보지 않는
다.207)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연방파산법 제7장, 제11장, 제12장, 제13
장 절차상 면책규정에 불구하고 일부 조세채무는 면책대상에서 제외된다.
즉, 비자발적 절차에서, 절차개시 후 관리인선임 및 구조명령 전에 채무
자의 정상적인 영업이나 재무관련 업무에서 발생하여 연방파산법 제507
조의 3순위 채권이 되는 무담보 조세채권, 회생절차 신청 전의 조세채권
으로 8순위 채권이 되는 무담보 조세채권,208) 납세의무 이행에서 세법에
따라 정상 신고209)하지 않은 조세, 절차신청일 전 2년 이내에 세법이나
기간연장에 따른 신고종료일 후에 신고한 조세 및 허위 신고하거나, 고의
적인 회피 또는 부과 저지를 시도한 조세 등은 법원의 면책결정 대상에서
제외되며,210) 회생절차에서 회생계획 승인의 면책효력 대상에서도 제외
된다.211)
한편, 원칙적으로 채무자는 제7장 청산절차에서 제11장 기업회생절
차, 제12장 영농업자의 채무조정절차 및 제13장 개인회생절차로 이행이
가능하며,212) 반대로 제11장, 제12장 및 제13장 절차에서 제7장 절차로
204) Bankruptcy Code §1141(d)(6)(B); Watson, Camilla E. et al., 2005, op. cit., pp.746-747.
205) IRC §6501(a).
206) IRC §6501(c)(1), (2), (3).
207) Badaracco v. Commissioner, 464 U.S. 386 (1984).
208) 이 경우는 그 채권신고유무와 승인여부를 불문한다.
209) 이 경우에도 수정신고는 기한 내 정상신고로 보지 않는다(Newton, Grant W. et al., 2005,
op. cit., p.618).
210) Bankruptcy Code §523(a)(1).
211) Bankruptcy Code §1141(d)(2).
212) Bankruptcy Code §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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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하는 것도 가능하다.213) 연방파산법상 모든 절차에서 제507조 규정
의 채권 우선순위에 따라 변제 또는 배당하기 때문에, 모든 절차상 채권
우선순위 내용은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제11장 등 선행절차가 제7장 청
산절차로 이행한 경우에는 후의 청산절차에서 발생한 재단관리비용이 선
행절차에서 발생한 재단관리비용에 우선 변제되며,214) 이 경우 조세채권
도 마찬가지이다.

3. 조세법상 채무면제이익 과세체계
1) 채무자 과세체계 일반
절차개시로 창설된 파산재단은 채무자와 별도의 주체로서 납세의무자
가 되며,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모든 권리의무는 물론이고 이월결손금, 기
부금이월액, 이월소득공제액, 투자세액공제와 외국납부세액 등의 세액공제
이월액, 자산의 특성, 회계처리기준 등 채무자의 조세속성(tax attributes)
이 파산재단으로 자동적으로 이전된다.215) 그러나 매매 또는 교환을 원인
으로 한 이전이 아닌 한 이러한 이전은 과세대상 거래로 보지 않는다.216)
또한,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되는 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여 합
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에게 자산과 부채를 이전하는 경우에도 자산과
부채를 유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손익을 인식하고 해당 사업연도
의 다른 손익과 통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217) 채무자가 회생계획에 따
213) Bankruptcy Code §§1112, 1208 & 1307.
214) Bankruptcy Code §726(b).
215) IRC §1398(g).
216) IRC §1398(f)(1).
217) IRC §§61(a)(3) & 1001(a) ; 이준규, 2009, 청산소득 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세무와회계저널,
제10권 제1호, 한국세무학회, 15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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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인수합병이 있는 경우로서 채권자들이 채무자의 주주가 되는 때에는
자산과 주식의 교환 등으로 인한 양도손익을 인식하지 않는다.218) 즉, 연
방파산법 제11장 기업회생절차 등 일정한 회사재조직219)에 수반된 계획
에 따라 주식 등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주주와 법인 모두에게 그 거래로
인한 손익을 인식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220) 다만, 이 경우에도 판례법에
서 형성되어 온 기업동일성 판단요건221)으로서 재무부 규칙222)에서 정
하는 사업상 필요(requirement by business exigencies), 지분의 계속
성(continuity

of

interest)

및

사업의

계속성(continuity

of

the

business enterprise) 요건이 갖추어져야 한다.223) 또한, 채무자 내에서
보통주와 우선주의 교환이나 채권과 주식의 교환 등이 있는 경우인 자본
재구성(recapitalization)224)에 관해서도 특례규정을 두고 있다. 다만, 이
경우는 동일법인 내에서의 문제이므로 지분의 계속성과 사업의 계속성 요
건은 제외하고 사업상 필요 요건만 충족하면 된다.
미국 연방세법은 회생절차와 관련한 채무면제이익의 과세이연제도 외
에도 일부 납부불성실 가산세 면제 등에 관하여 연방파산법 취지와의 조
화목적에서 특례규정을 두고 있다. 즉, 파산재단에 관련된 조세로서 파산
재단 자금으로 재단관리비용 충당에도 부족함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법원
의 명령에 따라 납부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또는 비자발적 절차
(involuntary case)에서의 구조명령이나 관리인 선임 전에 채무자에 의
218) IRC §368(a)(1)(G).
219) IRC §368.
220) IRC §§354 & 361.
221) 김현석, 2002, 파산절차에서의 조세법률관계, 재판자료, 제98집, 법원도서관, 241쪽.
222) Treasury Regulation §1.368-1.
223) 이러한 개념은 우리나라 법인세법에 합병양도차익의 과세이연이 가능한 적격합병요건으로 도
입되어 있다.
224) IRC §368(a)(1)(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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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발생된 조세로서 당해 조세의 법정신고일 전에 절차 신청이 있었거나,
절차 신청일 이후에 가산세 부과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납부불성실 가산세
를 부과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국가에 납부되어져야 할 원천징
수한 조세 또는 거래징수의무 있는 조세로서 징수한 조세를 납부 또는 별
도예치하지 않은데 기인한 가산세는 면제하지 않는다.225)
이와 같이 미국 연방세법의 전반적인 입장은 연방파산법과 관련하여
상호 조화를 도모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도산절차우선 또는 재정수입우선
등 정책적 목적에 따라 적극적이고 고도의 복잡성을 느낄 정도로 구체적
으로 규정하는 방법으로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시키고 있다.

2) 회생절차상 채무면제이익 과세일반
채무면제이익에 대한 과세에 관하여, 미국 연방세법은 원칙적으로 원
천에 관계없이 개인·법인에 적용되는 총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포괄규정하
면서 모든 유형의 채무면제이익을 하나의 예시로 규정하고 있다.226) 이
러한 과세소득이 되는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하려면 납세자의 인적책임 또
는 납세자 소유재산의 물적 책임이 있는 채무의 면제가 있어야 하고,227)
채무를 소멸시키는 것이 채무자에 대한 증여, 채무자에 대한 자본의 출
연, 다툼이 있는 채무에 대한 화해, 매매가액의 사후조정 또는 급여 등의
지급방법으로 발생하는 채무의 면제는 이러한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하지
않으며, 그 실질에 따라 달리 판단해야 한다.228)

225) IRC §6658.
226) IRC §61(a)(12).
227) IRC §108(d)(1); Newton, Grant W. et al., 2005, op. cit., p.31(법적책임이 없는 자연채무
의 면제는 과세대상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지 않는다).
228) 김현석, 2000, 앞의 논문, 2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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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채무면제이익 인식에 관한 내국세법 및 판례법의 판단기준에
관해서는 1931년 11월 2일의 연방대법원 판결229)이 미국의 채무면제이
익 과세상 획기적인 판결로 평가되고 있다. 이 판례에서 연방대법원은 채
무자는 밀접한 관련을 갖는 두 가지 이론에 따라 채무면제이익을 얻는 것
으로 판단했다. 즉, 첫째는 채무면제로 인해 채무자의 소득획득이 실현되
었으며, 둘째는 소위 자산해방이론(freeing of the assets theory)에 따
라 채무에 의해 상쇄될 자산이 그 거래로 인해 해방된다는 것이다.230)
이 판례는 채무의 대체 또는 환매(transfer or repurchase of debt)
의 경우에도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았다. 즉, 회사채 발행회
사가 그 발행한 회사채를 당초 발행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시장에서 인
수·상환한 경우에 발행가액과 인수가액의 차액은 채무면제이익으로서 과
세소득이라고 판단하였다. 회계적으로 이는 사채의 조기상환이익에 해당
하는 것으로서,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에 포함231)되어 과세소득을 구
성하게 되며, 계정분류상 채무면제이익은 아니라고 판단되지만, 이 판례
법에 근거하여 미국 재무부 규칙(Treasury Regulations)은 발행가액
(adjusted

issue

price)232)보다

낮은

가액으로

채무증권을

환매

(repurchase)한 채무증권 발행인은 환매가액과 발행가액의 차액을 사채
상환이익이 아닌 채무면제이익으로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233)
229) United States v. Kirby Lumber Co., 284 U.S. 1 (1931).
" … Where a corporation purchased and retired some of its own bonds for less than
their par value, which it had received for them when issued, the difference was a
taxable gain or income … "
230) Newton, Grant W. et al., 2005. op. cit., p.27.
231) K-IFRS,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39, 40, 41, AG58 문단.
232) Treasury Regulations §1.1275-1(b).
할인(할증)발행차금 상각액과 표면이자지급액으로 조정된 발행가액을 의미한다.
233) Treasury Regulations §1.61-12(c)(2)(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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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자산해방으로 이어지는 채무면제는 원칙적으로 채권자가 당초
채권자·채무자 관계 형성단계에서 발생한 채무로부터 채무자를 해방시킬
때 발생한다는 관점에 있다. 예컨대 1991년 4월 17일 연방대법원은 양
도성예금인 CD에 관한 은행의 중도해지 위약금수익은 채무면제이익이 아
니라고 판결했다.234) 채무면제 판단기준에 따르면, 고객이 현금을 예치하
고 통상적인 조건으로 상환기간, 이자율, 만기일 및 중도해지위약금 등을
정하여 은행이 CD를 발행할 때 채권자·채무자 관계가 고객과 은행 사이
에 형성되고, 이러한 약정에 따라 CD를 구입하였다가 중도해지위약금을
부담한 예금자는 은행의 채무를 탕감하거나 해방시키지 않았으며, 위약금
을 제외하고 약정에 따라 은행이 지급한 이자와 원금을 받았을 뿐이다.
상대방인 은행은 위약금만큼 소득이 생겼지만 그 소득은 예금자와 당초
채권자·채무자 관계 형성단계에서 발생한 채무의 해방으로부터 생긴 것
은 아니다. 따라서 이는 채무면제이익이 아니며, 채무자가 채무면제이익
을 얻었는가의 결정에 관해서는 그 거래의 결과와 당초 당사자 간에 합의
한 지급조건 등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필요하다고 판결하였다. 이러한
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유사한 다른 사건에서 채무면제이익으로 판단하던
입장을 견지해오던 조세법원은 이 판결 이후 태도를 변경하였다.235)
미국에서 오랜 기간 동안 채무면제이익 과세상 중요한 이론적 기초를
제공해 온 자산해방이론은 회생절차 이외의 일반적인 채무면제에 대한 과
세논거는 될 수 있지만, 회생절차상 채무자의 채무초과상태로 인하여 불
가피하게 발생하는 채무면제에 관해서는 설명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
234) United States v. Centennial Savings Bank FSB, 499 U.S. 573(1991).
이 판결은 직접적으로 회생절차상 채무면제이익문제를 다룬 것이 아니고, 채무면제이익의 과
세대상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을 다룬 것이다.
235) Newton, Grant W. et al., 2005, op. cit., p.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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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재정적 곤경에 처한 채무자는 총 채무에 의해 상쇄될 자산이 부
족한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결과 채무초과액 상당의 채무면제가 불가피하
게 필요할 뿐이며, 그로인해 채무자에게 해방될 재산이 없는 경우이므로
자산해방이론으로는 채무면제이익 과세의 정당성을 설명할 수가 없다. 그
결과 세계대공황 시기에 회생절차상 채무자의 자산 가치를 초과하는 채무
는 면제하더라도 그로 인해 채무자에게 해방될 자산이 없다는 데 근거하
여, 회생절차상 채무면제이익은 과세소득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채무초
과 예외(insolvency exception)법리가 판례법에서 형성되었다.
그 후 1980년 세법개정에서부터 1993년 세법개정까지 점차 채무초
과 예외법리를 폐지하고 채무면제이익을 과세소득으로 인식하도록 하면
서, 채무자회생과 재정조달의 조화 측면에서 회생절차 중에 있는 채무자
에 대하여는 과세를 이연시키는 방법을 선택함으로써 채무자회생 등 회생
절차 취지와 재정조달이라는 조세제도 취지 간의 조화를 모색하게 되었
다.236)
즉, 과세소득계산상 총소득에서 특별히 제외하는 소득항목들과 과세
소득인 채무면제이익의 범위에 관한 규정인 미국 연방세법 제108조에 달
리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채무면제이익을 총소득에 포함
한다는 일반원칙에 대하여 채무초과 예외는 더 이상 허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두게 되었다.237)
다만, 연방파산법 절차 중인 채무자의 경우에는 법원 또는 회생계획
에 의해 발생한 채무면제이익 전액을, 납세자의 채무초과로 인해 발생한
236) Dallas Transfer & Terminal Warehouse Co., v. Commissioner 70F.2d 95 (5th
Cir.1934); 김현석, 2002, 앞의 논문, 216-217쪽.
237) IRC §108(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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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면제이익의 경우에는 채무초과액 범위 내에서만 특별히 과세소득에서
제외하였다.238) 동시에 과세제외 한 채무면제이익 상당의 당해사업연도
결손금 또는 이월결손금,239) 세액공제 등과 자산의 기초가액 등 향후 과
세표준을 감소시키는 조세속성240)을 감액시키는 과세이연제도를 두었
다.241)242) 이러한 조세속성은 향후 과세표준의 감소로 이어져서 재정수
입의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에, 채무자에게 불가피하게 발생한 채무면제이
익이라 하더라도 과세에서 제외되는 금액이 있다면 그에 상응한 조세속성
의 감소를 통하여 향후 과세표준 감소를 방지함으로써, 채무면제이익으로
인한 세부담에서 회생절차상 채무면제이익과 기타의 채무면제이익을 동일
하게 취급하려는 취지로 이해된다.243)
이 경우 이월결손금은 먼저 발생한 것부터 순차 감액시키는 등,244)
조세속성 순차감액규정을 적용시킨 후에도 채무면제이익 잔액이 남는 경
우 그 잔액 상당의 채무면제이익은 향후에도 과세에서 완전히 제외되지
만, 대부분의 경우는 채무면제이익에 대한 과세제외가 아닌 과세이연에
법인세법 
의 출자전환 채무면
해당하게 된다.245) 우리나라 현행 법인세법  제조제항

제이익과 이월결손금 상계가 청산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 달리, 미국
에서는 법인에 대한 청산소득 과세제도가 없으며, 합병 등으로 법인이 소
멸하는 경우에도 자산부채의 양도거래로 보아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
238) IRC §108(a)(1), (3), (b), (d)(2).
239) 결손금의 이월공제는 20년, 소급공제는 2년이 원칙이다.〔IRC §172(b)(1)(A)〕.
240) 향후 세무상 과세표준금액 또는 세액의 감소효과를 가져오게 하는 조정항목의 의미이다.
241) IRC §§108(b) & 1017.
242) 우리나라 법인세법은 출자전환에서 발생한 채무면제이익에 대한 과세에서 이에 유사한 과세
이연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243) 독일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월결손금과 채무면제이익의 상관관계를 전제하여 유사한 해결
방안을 시도하고 있다.
244) IRC §108(b)(4)(B).
245) Newton, Grant W. et al., 2005, op. cit., p.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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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246) 우리제도와 직접 비교는 어렵다.247) 한편, 600달러 이상의 채무
를 면제한 자는 면제받은 자의 성명, 주소, 납세자번호 등 인적사항 및
채무면제총액과 면제일자를 과세관청에 신고해야 한다.248)
이와 달리 채무자의 채무면제이익을 과세소득에서 제외시키는 일부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의 현행 채무면제이익 과세이연 방법이 언제나 또
는 누구나 동의 가능한 최적 안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예컨대 채무자의
책임무제한 채무(recourse debt) 150달러 전액을 대물로 변제하는 경
우, 대물변제자산의 공정거래가격 120달러는 자산의 매매로 보아 그 취
득가액 100달러와의 차액 20달러는 자본소득으로 인식하는 동시에, 공정
거래가격 120달러를 초과하는 채무액인 30달러는 채무면제로 보아 소득
을 구분하여 인식한다. 반면에 오로지 담보물로서만 책임을 지는 책임제
한 채무(nonrecourse debt)249)를 담보물로 변제하는 경우에는 이를 자
산의 양도로 보아 자본소득으로만 인식한다. 이러한 책임제한 채무인 경
우 채무불이행시 채권자는 당초 계약에 따라 오로지 담보재산에만 권리행
246) 이준규, 2009, 앞의 논문, 159쪽.
247) 우리나라 법인세법에서도 2010년 7월 1일부터 합병세제의 기본 틀을 미국과 같이 변경하였
다. 즉, 종전의 합병이나 분할이 있는 경우 합병법인 등에 대해서는 합병평가차익 또는 분할평가
차익을 과세하는 한편으로, 해산하는 피합병법인 등에 대해서는 각 사업연도소득 과세와 별도로
청산소득을 과세하던 것을, 청산소득을 각 사업연도소득과 통합시켜서 자산 양도손익 과세체계
로 전환하였다. 사업목적·지분의 계속성·사업의 계속성 요건을 갖춘 적격합병인 경우에는 합병법
인 등에 대해 자산처분시까지 과세이연하며, 기타 비적격합병인 경우에는 피합병법인 등에 대해
서 합병시에 과세 종결하는 방법으로 전환하였다(법인세법 제44조 내지 제47조). 종전 청산소득
과세제도가 보유자산의 미실현 평가이익이 해산으로 인하여 실현된다는 점을 중시하여 해산을
과세계기로 삼았다면, 이월결손금 공제방법 차이 이외는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한 자산 양도손익
인식과 기본적으로는 다를 것이 없으며, 합병·분할 외의 사유로 해산하는 경우에는 청산소득에
대하여 과세한다(법인세법 제79조).
248) IRC §6050P.
249) 담보채무와 무담보채무 중간 기능이 있으며, 담보재산 외의 채무자 일반재산으로는 책임을 지
지 않기 때문에 담보부동산가격 하락 등으로 인하여 담보재산으로 미상환채무의 전액 변제에 부
족한 경우 그 차액은 채권자의 손실로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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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가 가능하므로 그 때의 거래는 채무자가 대물변제에서의 자산 양도로
받은 대금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라는 논리에 근거하고 있다.250) 이
는 담보재산으로 채권전액의 변제에 만족을 주지 못한 상태에서 채무전액
이 소멸하더라도 달리 채무변제에 충당할 재산이 없으므로,251) 이러한
불가피한 상황에서의 채무면제이익은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마찬가지 상황의 회생절차상 채무면제이익은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과 일관성이 없다.
이와 같은 미국의 채무면제이익 과세여부에 대한 입법 변천사는, 결
국 채무자에게 달리 변제에 충당할 재산이 없는 경우의 불가피한 채무면
제를 과세소득으로 인식할 것인가 여부는 정책적으로 채무자 회생과 재정
수입 중 어디에 더 무게를 둘 것인가에 달려있을 뿐임을 보여주는 사례로
이해된다.

3) 기타 채무면제이익을 인식해야 하는 특별한 경우
(1) 출자전환
미국에서는 출자전환(stock for debt)252)에서는 채무면제이익이 발
생하지 않는다는 출자전환 예외법리(stock for debt exception)가 오랫
동안 판례법으로 확립되어 있었다.253) 이는 소위 채무교체이론(substitut
ion of liability theory)과 주식인수대금이론(subscription price theory)
에 기초를 두고 있다. 전자는 주식과 채무는 기업에 계속적으로 투자하고
250) Newton, Grant W. et al., 2005, op. cit., p.26; Treasury Regulations §1.1001-2; 김현석,
2002, 앞의 논문, 221쪽.
251) 이 경우 채무자의 담보재산 외 일반재산 유무는 따지지 않는다.
252) IRC §108(e)(8).
253) Newton, Grant W. et al., 2005, op. cit., p.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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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점에서 경제적 실질이 같고, 재무상태표상 자본과 부채라는 같은
대변항목으로서 채무와 주식의 교환이 있더라도 대변과목 간의 변경만 있
을 뿐이어서 복식부기원리상 채무면제이익으로 인식할 차액이 없다는 논
리이다. 후자는 출자전환에서는 발행된 주식의 인수대금 납입방법으로 구
채무를 소멸시키는 것이므로 그 차액은 채권자가 주식인수대금으로 납입
하는 주식인수할증금 즉, 주식발행초과금이라는 논리이다.254)
그 후 앞서 살펴 본 채무초과 예외법리의 폐지와 동일한 과정을 거쳐
서, 1993년 법 개정으로 출자전환 예외법리 적용을 전면 폐지하고 출자
전환에서도 채무면제이익을 인식하도록 하는 한편으로, 조세속성 항목의
감액을 규정하여 현재의 과세이연제도로 전환하였다. 이러한 전면폐지의
주된 이유는 재정수입증대에 있었던 결과 일각에서는 과거 적용하던 출자
전환 예외법리의 부활을 요구하고 있다.255)
현재는 공식·비공식적 절차에서 발생하는 모든 채무면제이익의 결정
에서, 채권자에게 책임무제한채무 또는 책임제한채무의 변제로 채무자인
법인의 주식을 이전하거나, 채무자인 파트너십(partnership)의 지분권을
이전하는 경우, 채무자인 법인 또는 파트너십은 주식이나 권리의 공정시
장가치 상당의 현금으로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보아 그 차액은 채무면제
이익으로 과세대상이 된다. 파트너십의 출자전환으로 인한 채무면제소득
인 경우는 그 채무면제 전의 당해 파트너십의 손익배분비율로 각 파트너
의 배분액에 포함시킨다.256)257) 이러한 채무면제이익은 앞서 본 미국 연
254) 회계실무상 자본을 자기자본이라 하고, 부채를 타인자본이라 한다.
Capento Sec. Corp. v. Commissioner, 47 B.T.A. 691(1942); Commissioner v. Motor Mart
Trust, 156 F.2d 122 (1st Cir. 1946); 김현석, 2002, 앞의 논문, 238쪽.
255) 김현석, 2002, 앞의 논문, 239쪽.
256) IRC §108(e)(8).
257) IRC §351(d)(2)에서 주식인수자와 동일시할 수 있는 정도의 일정한 조건에 맞는 무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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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세법 제108조의 과세이연 적용대상이 되며, 결과적으로 출자전환 또는
그 외 채무조정에서 발생한 채무면제이익을 구분하지 않고 같은 방법으로
과세를 이연시키고 있다.258)
(2) 특수관계자에 의한 채무인수
모자관계에 있는 회사 간에, 모회사가 발행한 회사채를 시장에서 자
회사가 할인된 가격으로 인수하거나(direct acquisition) 또는 시장에서
회사채를 인수한 후에 사채발행회사가 사채인수회사의 주식을 인수하여
모회사가 된 경우(indirect acquisition)에는 사채발행가액과 인수가액의
차액에 대하여 채무면제이익을 인식한다.259)
(3) 채무대체
구 사채 상환목적으로 신 사채를 발행하는 채무대체(debt to debt)의
경우에는 채무자가 신 사채 발행가액 상당의 현금으로 구 사채를 상환한
것으로 보며, 이 경우에도 그 차액에 대하여 채무면제이익을 인식해야한
다.260)

4) 사업연도특례
모든 법인의 각 사업연도별 과세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하
며,261) 과세소득은 역년 기준의 12개월을 원칙으로 한 납세의무자의 사

채권의 출자전환의 경우는 예외를 두고 있다.
258) 우리나라 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회생법상 출자전환에서 발생한 채무면제이익과
금융기관 채무에 대한 채무면제이익을 과세상 달리 취급하고 있다.
259) IRC §108(e)(4); Newton, Grant W. et al., 2005, op. cit., pp.35-39.
260) IRC §108(e)(10).
261) IRC §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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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연도(taxable year)를 기초로 계산한다.262) 한편으로, 도관과세를 원
칙으로 하는 파트너십,263) S법인264) 및 인적용역회사265)의 원칙적인 사
업연도와 그 변경에 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266)
절차가 취하된 경우 또는 파트너십을 제외하고, 연방파산법 제7장 또
는 제11장 절차에 있는 개인 채무자는 절차 개시한 연도의 과세연도를
연방파산법절차 개시일 전일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와 절차 개시일에 시작
되는 과세연도로 구분하여 소득세 신고일 이전에 선택 신고한 과세연도별
로 소득을 신고할 수 있다.267)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연방파산법 규정
의 'not assessed before, but assessable, under applicable law or
by agreement, after, the commencement of the case.'268)라는 문언
해석상, 8순위 우선채권에 해당하는 조세는 절차 전에 부과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절차개시 후에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는 부과할 수도 없기
때문에 결국 절차개시 이전에 발생한 소득에 상응한 조세를 의미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절차 신청한 연도에는 절차개시 전·후로 사업연도를 구
분하여 채무자의 과세소득과 그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계산해야 한다.269)

262)
263)
264)
265)
266)
267)
268)
269)

IRC §441(a)(b).
IRC §706.
IRC §1378.
IRC §441(i).
IRC §444.
IRC §1398.
Bankruptcy Code §507(a)(8)(A)(iii).
Newton, Grant W. et al., 2005, op. cit., p.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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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영국의 회생제도

1. 도산법제 개관
1) 회생제도270) 일반
역사적으로 영국 파산법은 채무자 처벌적 사고가 지배하였으며, 1705
년 처음으로 파산법에 상인의 잔여채무면책 규정이 도입되었다.271) 그러
나 파산자를 형사 범죄자로 보아 엄하게 처벌하였으며, 사기에 의한 경우
는 사형까지도 적용하였다. 1861년에는 파산법 적용대상여부의 기준인 상
인·비상인 구분이 폐지되었으며, 1869년 채무자법(Debtors Act 1869)
에 와서야 채무로 인한 자유형(自由刑) 제도를 폐지시켰다. 이와 같이 종
래 영국의 도산법은 개인을 중심으로 제정되었다. 그 후 1884년 주식합명
회사법(Joint Stock Companies Act 1984)으로 회사제도272)가 신설되
면서 회사도산제도가 처음 시작되었다. 1855년 유한책임회사법(Limited
Liability Act 1855)에서 청산절차(winding up)에 관한 구체적인 제도가
도입되면서

주주

유한책임이

인정되어

처음으로

회사의

지급불능

(insolvency)과 개인의 파산절차(bankruptcy)에 구별이 생기게 되었다.
그 후부터 관할법원·절차·처리방법 등에서 달리 취급하고 있으나, 회사
청산절차에 관해서는 개인에 관한 파산절차가 주로 적용된다.273)
270) 본 논문에서는 영국 도산법상 그 주된 목적을 채무자 회생에 두는 관리절차를 중심으로 한
일련의 절차들을 회생제도라고 표현하였다.
271) 각주 61) 참조.
272) 영국 법인세법상 company는 법인 또는 비법인단체를 의미하며, 파트너십,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협회는 제외한다(Corporation Tax Act 2010, §1121).
273) Finch, Vanessa, 2009, Corporate Insolvency Law(2nd ed.),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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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래 도산절차에 대한 반성으로서, 채권자권리 극대화 위주는 지나치
게 편협하므로 채권자권리를 넘는 이익 즉, 사회적·분배적 목적, 사익과
공익의 조화 및 공정과 책임의 가치 등의 관점에서 좀 더 주의가 필요하
다는데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결과 재정적 곤경에 처한 회사의 구제절
차를 필요로 하게 되어,274) 1986년 도산법(Insolvency Act 1986)이
제정되었다.
1990년 대 후반부터 이러한 도산법 절차에서 구제에 관한 새로운 강
조와 초기대처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가져왔다. 즉, 이는 종전의 사후적
대응에서 사전적 대응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도산처리에 관한 기본적
인 철학변화의 결과이며, 그로 인하여 회사의 사전 회계감사와 위험관리
에 대한 요구가 증가되는 한편으로 곤경에 처한 회사의 구제요구가 반영
되어 2002년 기업법(Enterprise Act 2002)을 계기로 도산법의 중대한
입장변화를 가져오게 되었고, 이후부터는 채무자 회생을 우선적으로 고려
하고 있다.275)
영국에서 회사가 채무를 지불할 수 없는 채무초과(insolvency)276)
상태가 된 경우에 그 조정을 위해서 적용이 가능한 주된 법적절차에는 다
섯 가지가 있다. 즉, 현행 도산법에 근거한 수탁관리절차(administrative
receivership),

관리절차(administration),

청산절차(liquidation

or

winding up) 및 회사임의정리절차(company voluntary arrangements)
와

2006년

회사법(Companies

Act 2006)에 근거한 회사정리계획

(arrangements and reconstructions)이 있다.277) 이에 대하여는 영국
274) Ibid., p.245.
275) Ibid., pp.253-254.
276) Davis, Anthony C R., 2009, Taxation in Corporate Insolvency and Rescue(6th ed.),
Bloomsbury Publishing, 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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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특유의 시스템인 유형별, 목적별 또는 주제별로 각 법률 마지막 부
분에 스케줄(Schedules)규정들을 두어 실무적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이
러한 회사도산 제도는 단지 원칙적인 절차규정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도
산전문가 또는 회생전문가에 의해 법적·행정적, 공식적·비공식적 또는
정책적·실무적으로 실행에 옮겨지는 정교한 절차로 평가된다.278)
회사회생제도의 기본적 흐름을 보면, 1986년 도산법 이전에는 수탁
관리제도(receivership)라는 영국특유의 제도 즉, 원래 주로 은행인 유동
담보(floating charge)279)권자가 수탁관리인을 임명하여 담보권 실행 절
차를 수행하게 한 제도로서 오랫동안 사실상 회사회생절차 기능을 해왔
다. 이 절차의 회생절차 기능에 주목하여 1986년 도산법에 관리절차를
도입하였다. 또한 그대로 두면 파산상태가 될 우려가 있는 채무자에게 법
원 감독 하에서 채무조정을 간편하고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회
사의 파산상황을 피하도록 하는 회사임의정리절차를 규정하였다. 종전의
수탁관리제도는 수정하여 수탁관리절차로 규정하였다. 이러한 도산법상
회사회생절차 구조에서 2002년 기업법(Enterprise Act 2002)은 관리절
차가 개시되면 유동담보권자에 의한 수탁관리인(administrative receiver)
의 임명을 원칙적으로 금지시켜서,280) 결과적으로 관리절차를 우선적용
하도록 하였다.281)
277) Finch, Vanessa, 2009, op. cit., p.19.
278) Ibid., p.178.
279) 기업의 끊임없이 생성·변동하는 현재 및 장래의 재산에 설정되는 담보(즉, 기업을 통째로 담보
제공)로서 도산절차 개시 등 특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그 때 확정적으로 기업재산에 대하여 통상의
고정담보(fixed charge)로 되어 권리행사가 가능하게 된다. 이는 통상적인 상황에서는 언제나 담
보설정 당시 재산의 매매가 가능한 한편으로 담보설정 후에 취득한 재산도 담보대상에 포함된다.
280) Enterprise Act 2002, §250; 이는 수탁관리절차는 유동담보권자가 수탁관리인을 임명하고 그
는 임명자만을 위해 기업의 인수합병, 담보목적물 환가 등 업무를 처리하는 절차여서, 엄밀히 보
면 도산법이 규율하고자 하는 집단적 채무조정절차가 아니기 때문이다.
281) 이러한 규정을 저지하려던 영국 은행들의 로비결과로 제정 후 곧바로 시행되지 못하고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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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컨대 과거 채권자 위주의 도산제도에서 탈피하여 사회적·분배적 목
적, 사익과 공익의 조화 및 공정과 책임의 가치 등을 중시하는 관점에서
재구성된 영국의 회생제도는 절차 진행에서는 법원의 관여가 거의 없이
도산전문가에 의하며, 관리명령(administration order)에 의한 지불유예
(moratorium)효력282)의 보호를 받는 관리절차에서의 회생진행방식 즉,
청산절차 또는 회생절차를 선택하되, 회생절차를 선택한 경우에는 회사임
의정리절차 또는 회사정리계획으로 이행하여 절차를 마무리하게 된다.
이와 같이 외견상으로는 회생을 위한 관리절차를 우선적용 하도록 하
는 등 채무자 위주의 제도로 전환한 것으로 보이지만, 의회 민주주의적
가치와 입헌 군주주의적 가치가 혼재하는 사회적 배경으로 인하여 여전히
채권자 위주의 과거 가치가 제도상 많이 잔존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하에서는 청산절차와 주로 은행인 유동담보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채
무조정으로서 엄밀히 보면 집단적 도산절차가 아닌 수탁관리절차는 제외
하고, 도산법상 관리절차, 회사임의정리절차 및 회사법상 회사정리계획을
중심으로 조세법의 해석에 필요한 정도에서만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2) 관리절차
법원 관리명령의 필요 등 원칙적으로 법원에 기반을 두는 관리절
차283)는 1986년 도산법에 처음 도입된 제도이다. 이는 채무자 재산의
환가보다는 채무자인 회사의 구제를 위해 설계되었으며, 담보채권자보다
는 무담보채권자의 권리와 채무자 자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년 9월 15일 이후 설정된 유동담보권부터 적용되고 있다.
282) 미국의 자동정지제도(automatic stay)에 유사한 효력으로, 회생법의 포괄적 금지명령에 유사하다.
283) Insolvency Act 1986, Schedule B1.

- 100 -

관리절차는 관리명령을 법원에 신청함으로서 개시함이 보통이지만,
법원에 의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채무자나 유동담보권자가 관리인을 임명
하고 법원에 통지하는 방법으로 절차를 개시 할 수도 있다.284) 회사의
이사나 채권자 등이 법원에 관리절차를 신청한 때 또는 법원에 절차신청
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에 관리절차 개시를 통지한 때부터, 관리인이 동
의하거나 법원의 허가가 있는 경우 외에는 절차진행 기간 동안 지불유예
(moratorium)효력이 발생하며, 그 전에 수탁관리인이 있었던 경우라면
그 수탁관리인은 사무실을 비워야 한다.285) 이러한 관리절차는 원칙적으
로 1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종료된다.286)
관리절차에서는 도산전문가(insolvency practitioner)287)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는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채무자 또는 유동담보권자 등 절
차신청인의 추천으로 법원이 임명하거나, 회사의 이사 또는 유동담보권자
등이 관리인을 임명한다. 이러한 관리인은 법원 공무원의 신분이 되어 채
무자의 영업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권한을 가지는 한편으로, 현재 경영
진을 그대로 두고 경영권을 유지시키거나 해임도 가능하다. 이와 같이 관
리인의 강력한 권한 부여에 대응하여 채권자집회의 권한을 강화시켜서 상
호 견제시키고 있다.
2002년 기업법에 의한 도산법의 대폭적인 개정에서는 임명된 관리인
에게 관리절차를 통해 달성해야 할 목표가 제시되고 있다. 첫째, 계속기
업으로서 채무자 구제, 둘째, 모든 채권자에게 청산보다 나은 결과의 달

284) 이 경우에는 지급불능상태이거나 지급불능의 예상이라는 절차개시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285) Davis, Anthony C R., 2009, op. cit., p.4.
286) Ibid., p.5.
287) 주로 회계사, 변호사 중에서 시험을 통하여 통산성(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에서
자격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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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셋째, 담보채권자와 우선채권자에게 채무자 재산의 환가배당이다. 첫
번째 목표의 달성이 합리적으로 실현가능하지 않거나, 두 번째 목표로 진
행했을 때가 모든 채권자에게 보다 유리한 결과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
지 않는 한 관리인은 항상 첫 번째 목표를 기준으로 진행해야 하며, 세
번째 목표는 첫 번째와 두 번째 목표 모두가 실행 불가능할 때에만 적용
해야 한다.
관리절차의 중요한 특색은 채무자의 사업과 재산의 관리에 필요한 모
든 권한을 가진 관리인이 절차의 목적을 달성하는 동안 채무자에 대한 모
든 법적절차와 채권자 행위의 동결(moratorium)을 강제하는 것이다. 이
러한 측면에서 수탁관리절차나 청산절차에서 보다 담보권자의 지위보장이
약화된 절차이다.288)
이러한 지불유예 제도의 보호를 받으면서 관리인 주도하에 진행되는
관리절차 종료 후에 다시 도산법 제1부(Part 1)에 따른 회사임의정리절
차 또는 2006년 회사법 제26부(Part 26)에 따른 회사정리계획으로 이
어져서, 채무자회생을 도모하거나 또는 도산법 제4부 또는 제5부에 따른
청산절차로 이어져야289) 하기 때문에 관리절차만으로는 채무자의 도산절
차가 완결되지 못한다. 즉,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회생을 위한 절차를 진
행하는 경우 관리절차라는 하나의 절차로 완결할 수 없고, 그 후 다시 회
사임의정리절차나 회사정리계획에 따른 일련의 절차를 거쳐서 완료함이
보통이다. 그러나 절차의 병용을 선택하지 않고 처음부터 회사임의정리절
차만 독립적으로 선택하여 진행 할 수도 있다.
이 경우 회생계획에서는 경영과 조직의 혁신, 부실재산정리, 비용절
288) Finch, Vanessa, 2009, op. cit., pp.21-22.
289) Davis, Anthony C R., 2009, op. cit., p.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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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채무의 재구성(debt restructuring)은 물론이고 합병, 출자전환(debt
equity conversions or swapping debt for equity)도 허용된다.290) 그
러나 이러한 영국의 도산절차에서는 담보권자와 우선채권자 동의가 없으
면 채무면제가 불가능하며, 미국의 구조조정금융(DIP financing)에 해당
하는 절차개시 후 은행 등에 대하여 발생한 채무의 최우선변제규정
(super priority funding)은 두지 않고 있다.291)

3) 회사임의정리절차
회사가 재정적 곤경에 처한 경우 다양한 방법으로 채무자와 채권자들
간에

공식적,

비공식적

절차

또는

계약적으로

지불유예,

채무면제

(composition) 또는 화의(compromise)에 관한 합의를 할 수 있다. 관리
절차 또는 청산절차 내·외에서의 공식적 임의정리에 관해서는 2006년 회
사법(Companies Act 2006) 제26부에 따른 회사정리계획(arrangem
ents and reconstructions)과 도산법(Insolvency Act 1986) 제1부에 따
른 회사임의정리절차(company voluntary arrangements)가 제도화 되어
있지만, 주로 회사정리계획이 회사임의정리절차의 한 방법으로 이용된다.
회사임의정리절차는 다른 절차에 비해서 간편하고 소요기간과 비용이
저렴하여 중소기업에 유용한 제도이다. 이는 1986년 도산법에서 처음 도
입된 제도로, 법원이 전혀 개입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채권자등의 이의제
기가 있는 경우에만 구제명령 등으로 개입하며, 원칙적으로 법원의 관여
없이 채무자와 채권자 및 주주 간의 합의를 간단하고 신속하게 성립시켜
서 채무자 청산을 회피하려는 방법이다.

290) Finch, Vanessa, 2009, op. cit., pp.317-324.
291) Ibid., p.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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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회사임의정리절차는 지급불능이나 그러한 우려가 있을 것을 개
시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이 경우 채무자와 채권자 간 합의의 주된 목적
은 채무자의 채무이행에서 채무면제 유무와 회사 재정문제의 정리계획이
지만, 절차에서 항상 채무면제가 요구 되는 것은 아니다. 주로 채무자의
사업이나 개별 재산의 매각으로 채무자 사업의 유지계속을 도모하는 형태
로 활용된다. 관리절차와 달리 채무자의 이사는 계속하여 경영권을 행사
하지만 사업이나 중요재산이 매각되므로 결과적으로는 채무자 회사가 형
해화되어 경영권도 의미가 없어지게 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채무자는 회사임의정리절차를 독립적으로 선
택하여 진행할 수도 있고, 관리절차와 병행하여 진행할 수도 있다. 즉, 관
리절차로는 절차를 완결 지을 수 없지만 절차진행 기간 동안의 지불유예
효과를 위해서 먼저 관리절차를 선택하고, 다음으로 회사임의정리절차로
이행하는 병용형이 이용되기도 한다. 이 경우 관리절차는 많은 절차비용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도산법에서는 중소기업이 회사임의정리절차를
선택하는 경우 지불유예 효력을 부여하여 절차이용을 쉽게 하고 있다.292)
4) 회사정리계획
2006년 회사법 제895조 내지 제901조에 따른 회사정리계획은 회사
임의정리절차에서 선택 가능한 법적 방법이다. 법원이 각 채권자 조별 동
의에 따라 채권자들에 의해 신청된 정리계획을 승인하면, 계획의 승인 신
청을 한 때부터 모든 채권자들은 정리계획에 구속된다. 이러한 회사정리
계획은 회사임의정리절차보다 복잡하고 번거로운 면이 있는 결과 양자 중
회사임의정리절차가 더 선호되는 경향이 있다.293)
292) Insolvency Act 1986, §1A.
293) Finch, Vanessa, 2009, op. cit., pp.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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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산절차상 조세채권의 지위 및 면책
1) 도산절차상 조세채권의 지위
(1) 조세법상 관리인 등의 의무
관리인(administrator), 수탁관리인(administrative receiver) 및 청
산인(liquidator)은 각 절차상 채무자의 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일반 납세
자들과 동일하게 신고 및 납부의무를 이행하는 한편으로, 과세권자와의
관계에서는 조세채권자로서 절차에 관여하게 된다. 관리절차 또는 청산절
차에서 관리인 등의 조세채권자로서 과세권자에 대한 의무는 제반 납세의
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고, 과거에는 왕권(Royal Prerogative)에서 비
롯된 것으로 보았으나, 현재는 각 절차상 도산전문가에게 부여된 독립된
의무로 해석하고 있다.294)
(2) 조세채권의 지위
원칙적으로 담보채권자는 무담보채권자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가진다.
예외적으로 무담보채권자에게 우선권이 부여된 경우 또는 유동담보부
(floating charge) 자산에 사전 설정된 권리에 기하여 무담보채권자에게
비례배분 되는 경우에는 무담보채권자의 권리도 우선변제 대상이 된다.
통상, 담보는 설정된 순서에 따라 우선순위가 부여되지만, 그 순위를 유
지하기 위해서는 통지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며, 자산 중에는 그 순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등록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294) Davis, Anthony C R., 2009, op. cit., p.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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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이 있는 경우 관리인이 고정담보부(fixed charge) 자산을 처분
하는 때에는 반드시 법원과 피담보채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유동
담보부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허가가 필요 없다. 이러한 담보
물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항상 피담보채권이 우선 변제되며, 채무자의 나
머지 재산으로 무담보채권자는 평등하게 변제받는데, 채무액보다 배당할
재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동등한 비율로 감액된다.295)
이와 같은 도산절차상 권리순위원칙에도 불구하고, 종전에는 각 절차
별 효력일296) 전에 발생한 조세채권의 우선징수권(crown preference)
이 보장되었으나, 무담보채권자들의 권리침해주장 등 많은 논란 끝에
2002년 기업법(Enterprise Act 2002) 제251조에서 1986년 도산법 스
케줄 6에 규정된 조세우선징수 제도를 폐지하였다.297) 그러나 과세권자
는 여전히 조세채권에 적용하는 특별한 조치인 책임무제한(recourse)채
무로 취급하고 있으며,298) 특히, 조세우선권 제한과 상관없이 과오납 등
으로 인한 환급금 또는 세액공제 등에서 발생하는 채무자의 과세권자에
대한 모든 채권과 과세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모든 조세채권의 상계
(crown setoff)를 허용하고 있는데, 조세, 벌금 등 각종 정부의 권리에
관해서는 역사적으로 광범위하게 상계권이 인정되어 온 배경에서 이는 사

295) Insolvency Rules 1986, 4.181.
296) Insolvency Act 1986, §387.
297) 1986년 도산법 제386조는 우선채무의 범위에 관하여 Schedule 6에 위임하였고, 2002년 기
업법 제251조는 이에 포함된 조세우선권 근거규정을 폐지하였다. 즉, Schedule 6의 paragraph
1과 2에 규정된 국세, paragraph 3 내지 5C에 규정된 관세와 소비세, paragraph 6과 7에 규정
된 사회보장기여금과 1985년 스코틀랜드 파산법상 이에 유사한 조세채권에 대한 우선권을 폐지
하였다. 폐지대상이 된 국세에는 모든 국세가 포함되지 않고, 근로소득세, 연금소득세, 하도급자
로부터 원천징수한 소득세·법인세, 효력일 전 6월 이내의 부가가치세, 보험금 할증세(insurance
premium tax) 및 쓰레기 매립세(landfill tax)이다.
298) Davis, Anthony C R., 2009, op. cit., p.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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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상 우선징수권을 보장하는 효과를 낳고 있다.299)
실정법상 기본적으로 도산절차상 조세채권의 지위에 관해서는 절차
전·후로 구분하여 관리절차와 청산절차에서 같은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
즉, 조세채권이 조정대상으로서의 절차채권이 되는가 아니면 절차 비용채
권이 되는가의 구분에서 관리절차와 청산절차의 효력일 전에 발생한 조세
채권은 각 절차에서 입증된 조세채권으로서 절차채권이 되며, 절차개시
후 관리인의 행위결과로 발생한 조세채권은 관리절차 또는 청산절차의 절
차비용으로서 납부되어야 한다.
요컨대 법인세, 부가가치세 및 원천징수세액(Pay As You Earn :
PAYE)을 포함하여 각 절차 전의 기간에 대한 조세채권은 각 절차 개시
효력일에 납기도래여부와 납부여부 또는 부과여부에 상관없이 각 절차채
권으로서 입증 된 조세채권에 포함되지만, 조세우선권 폐지로 인하여 무
담보채권의 지위에 있게 된다. 그러나 각 절차개시 후에 발생한 조세채권
은 그 발생 한 때에 절차비용으로 처리된다.300)
한편, 이러한 청산절차와 관리절차에서 발생하는 각 절차비용에 관해
서도 우선순위 규정을 두고 있다. 청산절차상 18개로 분류된 절차비용
유형별 우선순위 중 절차비용인 조세채권은 16번째 순위이다.301) 관리절
차에서는 9개로 분류된 절차비용 유형별 우선순위 중 절차비용인 조세채
권은 마지막 순위302)로 규정되어 있다.303)

299)
300)
301)
302)
303)

Ibid., p.26.
Ibid., pp.13-14.
Insolvency Rules1986, 4.218.
Insolvency Rules1986, 2.67.
Davis, Anthony C R., 2009, op. cit., pp.58-60, p.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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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절차개시 전 조세채무에 대한 면책
회사임의정리절차에서 담보권은 채권자간 합의와 상관없이 항상 우선
변제대상이 되며, 나머지 무담보채권자들은 채권자집회에서 합의된 권리
를 가지게 된다. 이 경우 의결권행사여부를 불문하고 채권자집회의 의결
권을 가진 자 등은 임의정리절차에 참가한 것으로 보아서 모두 합의안에
구속된다.304)
한편, 2006년 회사법상 회사정리계획에서 모든 채권자와 채권자 조
또는 모든 주주 등과 주주 등의 조 및 채무자인 회사 등은 법원이 허
가305)한 이해당사자간의 합의 또는 계약에 구속된다.306)
이러한 채무자와 그 재산에 관한 법적구제조치, 채무의 우선, 채무자
의 사기에 의한 저가 또는 선취 거래, 회사임의정리절차 및 파산절차상
면책에 관련된 규정은 국가(The Crown) 즉, 조세채권자에게도 그 효력
이 미친다.307)
그러나 영국 역시 원천징수제도와 예납제도를 통하여 소득세·법인세
를 사전에 징수하고 있으며, 납세자의 판단으로 납기 내 납부가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납세고지서를 받고 납기 내에 납부하지 못한 경우는 즉시 국
세청(Her Majesty's Revenue and Customs : 이하 HMRC라 한다.)과
그 조정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를 해태한 경우에는 곧바로 사설 채무징수
회사에 조세징수 위탁으로 이어지도록 하는308) 등 도산절차 전에 대부분
304) Insolvency Act 1986, §5(2).
305) 법원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속여서 저가로 거래한 경우 등 그 거래가 체결되지 않았더라면 그
와 달리 정상적으로 체결되었으리라고 예상되는 적정한 채권자의 지위로 복원시키는 명령도 할
수 있다(Insolvency Act 1986, §423).
306) Companies Act 2006, §899(3).
307) Insolvency Act 1986, §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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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가 가능한 징수제도를 갖추고 있다. 또한, 절차채권이 되는 조세채무
라 하더라도 조세채무는 책임무제한(recourse)채무로 취급되기 때문에,
절차 전 조세채무는 회생계획에서 특별히 감면을 정하는 경우 외에는 면
책될 여지가 없다.

3. 조세법상 채무면제이익 과세체계
1) 채무면제이익 과세일반
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수익비용 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인식함
이 원칙이며,309) 채무면제(debts released)도 원칙적으로 모두 과세대상
소득이 된다. 일련의 회생절차상 채무면제가 발생하는 도산법상 회사임의
정리절차와 회사법상 채무조정인 회사정리계획 등에서 현실적으로 채무면
제가 발생하면, 채무를 상거래채무(trade debt)와 금융거래채무(loan
relationship rules)로 각각 구분한다.
금융거래채무로 판단한 경우의 채무면제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손익
의 결정에서 원칙적으로 면제된 원리금 모두 과세대상이 된다.310)
상거래채무로 판단한 경우의 채무면제는 채무면제가 발생한 사업연도
에 면제액의 장부가액반영 등을 조건으로 하여, 법률에 의한 지급불능의
조정에서 발생된 채무면제, 보통주로 출자전환에서 발생한 채무면제, 관
리절차·청산절차 또는 수탁관리절차311)에서 발생한 채무면제는 과세소
득에서 제외된다.312) 다만, 채권·채무관계 회사 간에 어느 하나의 회사
308)
309)
310)
311)

HMRC, http://www.hmrc.gov.uk/payinghmrc/problems/cantpay.htm (2011. 7. 24. 방문).
Corporation Tax Act 2009, §307.
Davis, Anthony C R., 2009, op. cit., pp.115-117.
이러한 도산절차에는 이에 상응한 외국 법률에 의한 절차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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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다른 회사를 지배하거나, 동일한 개인 또는 법인 등에 의해 지배되는
회사인 관계회사(connected companies)313)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
되지 않는다. 관계회사 관계에 있는 회사 간에는 채권채무의 감액손실이
나 면제를 상호 수익·비용으로 인식하지 않음이 원칙이기 때문이다.314)
상거래채무의 경우에는 채무조정에서 면제된 채권액을 당초 상거래에
서의 가격조정으로 이해한 것이며,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가 당초 거래가
격을 조정된 가격으로 회계처리하면 조세채권자 입장에서는 결과적으로
가격조정으로 인한 세수증감문제는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2) 출자전환 채무면제이익에 대한 과세제외
출자전환(swapping debt for equity)은 채무자와 채권자의 계약에
의해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도산법상 회사임의정리절차에서 발생하지만,
많은 상장회사(quoted company)들이 소수의 반대 주주와 채권자들에
대한 법원 승인의 구속력을 목적으로 선택하는 2006년 회사법에 따른 회
사정리계획에서도 발생한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채무자의 상거래 채무에 대하여 이러한 출자전
환이 있는 경우에 발생한 채무면제는 원칙적으로 면제액의 장부가액반영
조건 등이 충족되면 과세에서 제외되고, 채무자의 채무초과로 인한 경우
에는 조건없이 과세에서 제외된다.315)
또한, 관계회사 간 출자전환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채무면제를
312) Corporation Tax Act 2009, §322.
313) Corporation Tax Act 2009, §363.
영국, 독일, 이탈리아는 법인세 뿐 만아니라 부가가치세 연결납세제도까지 채택하고 있지만, 이
개념은 그러한 연결납세 적용대상인 연결법인 개념과는 다르다.
314) Corporation Tax Act 2009, §§354 & 358.
315) Corporation Tax Act 2009, §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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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해야 하는 등 세 가지 조건을 전제로 하되, 반드시 당해 출자전환 전
에 연결되어 있어야 할 필요는 없으며, 출자전환 결과 채무자와 채권자가
관계회사 관계가 성립되는 경우에도 채무면제는 과세하지 않는다.316)317)
3) 사업연도특례
도산법상 관리절차, 청산절차 등 각 절차에 있는 회사는 기간과세하
는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의 계산에서 각 절차 관련하여 규정된 날 전과 후
로 나누어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해야 한다.318) 그 결과, 원칙적으로
법인의 사업연도(accounting period)는 4월 1일부터 익년 3월 31일까지
이지만,319) 회사가 청산절차를 개시하면 절차개시 직전 일에 사업연도가
종료하고 절차 개시 일에 새로운 사업연도가 시작된다.320) 관리절차에
있는 회사는 관리절차 개시 일에 사업연도가 종료하고, 그 다음 날부터
새로운 사업연도가 개시하며, 절차 중에 절차가 중단되면 그 중단 된 날
에

사업연도가

종료된다.321)322)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accounting period)은 관리인, 수탁관리인 또는 청산인 임명일에 새롭
게 개시하고, 부가가치세법 규칙(Regulation) 25(1)에 따라 사전에 결정
하여 신고한 일자에 종료된다.323)
316) Corporation Tax Act 2009, §356.
317) Davis, Anthony C R., 2009, op. cit., p.285.
318) Ibid., p.47.
319) 박정수, 2009, 주요국의 조세제도(영국편), 한국조세연구원, 35쪽.
320) Corporation Tax Act 2009, §12.
321) Corporation Tax Act 2009, §10(1)(i)(j).
322) 세법다시쓰기계획(The Tax Law Rewrite Project)에 따라 2010년 법인세법이 제정되어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2009년 법인세법이 일부 개정되었으나 세
금부과, 사업연도, 회사거주지, 사업소득(trading income), 자산소득 및 기타원천으로부터의 소
득 등 기본적인 규정들은 그대로 유효하다.
HMRC, http://www.hmrc.gov.uk/rewrite/ (2011. 7. 20. 방문).
323) Davis, Anthony C R., 2009, op. cit., p.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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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독일의 회생제도

1. 도산법제 개관
1877년 제정된 독일 구 파산법은 파산채권의 신고·조사·확정에 관
한 제반규정을 갖추고 일본 구 파산법의 모델이 되어324) 우리나라에도
계수된 바 있다.
한편으로 세계대공황 시기에 회생제도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1935
년 구 화의법이 제정되어 있었으나, 1973년 오일쇼크 등 사회경제적 격
변을 경험하는 한편으로, 파산사건 중 약 75% 가량이 재단재산의 부족으
로 기각되는 등 파산법으로는 도산사건처리에 한계를 느끼게 되어 도산법
개정이 논의되기에 이르렀다. 1990년 10월 3일 이질적인 경제체제인
동·서독의 통일을 거치는 등 다양한 사회적 변화를 거치면서 20여 년
동안 활발하게 도산법 입법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그 결과 구 서독의 파
산법(Konkursordnung)과 화의법(Vergleichsordnung) 및 구 동독의 공
동집행법(Gesamtvollstreckungsordnung)을 통합하고 소비자도산절차를
추가하여 1994년 4월 21일 독일 도산법(Insolvenzordnung, 이하 InsO
라 한다.)이 마련되었으며, 보완 및 시행시기 변경 등 절차를 거쳐서
1994년 10월 5일 공포되어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325)
이러한 독일 도산법 제l조에서는, 도산절차는 채무자 재산의 환가로
324) 河野憲一郎, 2010년, 破産債務者の法的地位と破産債権確定手, 商学討究 第61巻 第2･3号, 渡邊
和夫名誉教授記念号, 小樽商科大学, 113쪽; 吉野正三郞, 2007, ドイツ倒産法入門, 成文堂, 1쪽.
325) 이진만, 2001, 독일의 도산법, 재판자료, 제93집, 법원도서관, 379쪽; 최성근, 1998a, 독일의 도
산법, 연구보고98-1, 한국법제연구원, 17-19쪽; 김진현, 1998, 독일 신도산법상의 면책제도, 강원
법학, 제10권, 강원대학교비교법학연구소, 93-94쪽; 河野憲一郎, 2010년, 앞의 논문, 113-1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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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은 금액을 배당하거나 또는 기업의 존속을 위한 도산계획에서 별도의
처리방법을 정함으로서 채권자에게 만족을 주는 것을 목적하며, 정직한
채무자는 잔여채무 면책의 기회를 갖게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도산
절차의 궁극은 채권자 만족이고 채무자의 유지 또는 지원이 아니라는 종
래의 도산절차에 대한 기본관점을 유지하면서, 예외적으로 도산계획을 규
정하여 채무자 회생절차를 도입하는 한편으로, 파산자의 잔여채무면책을
규정하였다.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전통적인 비면책주의 포기에
대해서는 독일 도산법의 기본 틀을 변경한 것으로서 개정의 핵심으로 평
가되고 있다.326)
이와 같이 독일 도산법에도 미국의 채무자 회생 개념이 도입되었으며
특히, 성실한 채무자에게는 잔여채무를 면제받을 기회를 주기 위해서 제
286조 이하에서 독일 법제사상 처음으로 면책(Restschuldbefreiung)에
관한 제 규정을 두게 되었다. 즉, 자연인인 채무자는 신청에 의해 도산절
차에서 이행되지 못했던 잔여채무로부터 면책된다.327)
도산법의 대상이 되는 채무자에는 개인·법인은 물론이고 합명회사·
합자회사 등 법인격 없는 회사도 포함되지만, 공법상 법인은 제외되
며,328) 도산절차는 지급불능·지급불능우려·채무초과 등 도산개시원인
이 있어야 한다.329)
도산절차 신청단계에서는 파산절차와 회생절차의 구분 없이 하나의
절차로 신청할 수 있다.330) 신청 이후에 원칙적으로 도산법원(Insolvenz

326)
327)
328)
329)
330)

최성근, 1998a, 앞의 책, 19-20쪽; 김진현, 1998, 앞의 논문, 95쪽.
InsO §286-§303.
InsO §§11 & 12.
InsO §17-§19.
InsO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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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richt)에 의해 선임된 도산관재인331)332)이 모든 채권자 조의 동의로
청산절차·기업양도절차 또는 회생절차를 선택하게 된다.
회생절차를 선택한 경우에는 채권자의 사적자치를 원칙으로 하는 도
산계획(Insolvenzplan)을 수립·제출하여 진행할 수 있으며, 도산관재인
선임이 없이 채무자가 스스로 도산계획안을 제출하여 진행하는 자기관리
(Eigenverwaltung)를 선택하여 회생절차를 수행할 수도 있다.333) 자기
관리라 함은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채무내용을 조정하고
채무자가 계속적으로 재산의 관리·처분권을 유지하는 본래 의미의 화의
를 말한다.334)
본 연구에서는 미국 연방파산법 제11장의 기업회생절차를 모델335)로
한 독일 도산법 제6편 도산계획절차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독일 도산절차는 원칙적으로 채권자 사적자치 즉, 채권자집회, 채권자
위원회, 관재인 및 사법보좌관에 의해 주도된다. 이해관계인의 권리관계
를 변경시키는 도산계획336)은 도산법에 구애됨이 없이 사적자치에 따라,
계속기업으로서의 자산양도 등에 관한사항과 이해관계자 간의 채무조정에
관한사항 등을 정하여, 채무자 기업을 유지·재건하고 이를 통한 일자리
유지를 목적으로 한 제도이다. 이는 채권자 자치의 강화를 위한 제도로서
도산계획에 정한대로 이행하면 채무자는 모든 채무로부터 면책된다.337)
331) InsO §27.
332) 도산법원은 도산실무경험이 있는 자로서 채권자나 채무자에 속하지 않는 자연인을 도산관재
인으로 선임한다(InsO §56). 또한, 도산절차가 개시되면, 도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관리권과 처
분권이 도산관재인에게 이전된다(InsO §80).
333) 윤종구, 2004, 앞의 논문, 217-222쪽.
334) 최성근, 1998a, 앞의 책, 45쪽.
335) 吉野正三郞, 2007, 앞의 책, 7쪽.
336) InsO §221.
337) 김경욱, 2002, 독일도산법제의 동향과 시사점, 비교사법, 통권 제19호, 한국비교사법학회, 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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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도산계획의 법적성격에 관해서는 도산채권자와 채무자 또는 도산
관재인 간의 계약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도산계획 등에서 강제되
는 면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화해와 계약에 유사한 도산법의 독자적제
도로 이해하는 관점도 있다.338)
담보권자를 포함한 도산채권자의 채권신고339)를 기준으로 한 도산계
획절차에서는 채무조정 대상이 되는 담보권과 도산채권의 변제에 관해서
권리우선에 관한 일반원칙과 다르게 정할 수 있다.340) 즉, 담보권과 도산
채권에 관하여 채권감액, 변제유예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별도의
정함이 없으면 일반원칙에 따라 결정된다.341)
도산계획의 조별 결의에서 채권자 전원이 동의하면 이상적이겠지만
동의하지 않는 채권자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청산가치보장과 평등취급
의 원칙이 지켜지고, 다수 채권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그 채권자 조는 동
의가 있는 것으로 보도록 하는 의사진행 방해금지(Obstruktionsverbot)
를 독일 도산법 제245조에서 규정하고 있다.342)
도산절차상 도산채권은 신고 및 확정을 통하여 채권자표에 기재함으
로서 그 채권액과 순위에 관하여 도산관재인 또는 모든 채권자들에게 확
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부여되며, 각 채권자 조의 의결을 거쳐서 이러한
도산계획에 관하여 법원의 인가결정이 있으면, 그 내용대로 권리의 변경
이 있게 된다.343) 다만, 채무자의 공동채무자와 보증인에 대한 권리 및
도산재단(Insolvenzmasse)에 속하지 않는 목적물에 대한 권리 등은 도
338)
339)
340)
341)
342)
343)

윤종구, 2004, 앞의 논문, 222쪽.
InsO §§52 & 174.
InsO §217.
InsO §§223 & 224.
이는 미국 연방파산법의 cram down을 모델로 한 것이다(윤종구, 2004, 앞의 논문, 226쪽).
InsO §§174(1) & 1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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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계획인가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데, 이 경우 이러한 공동채무자·보증인
등의 채무자에 대한 구상채권에 대해서도 도산계획에 정함이 없으면 채무
자에게 면책한다.344)
도산계획이 인가·결정되면 이에 따라 도산관재인은 계획을 수행하게
되지만, 도산채권에 대한 채권감액, 변제유예 등에 관해 도산계획에서 정
함이 있는 경우로서 채무자가 그 이행을 현저히 지체하는 경우에는 원칙
적으로 그 일부면제나 유예의 효력이 소멸하고 일부면책 전 본래대로의
도산채권이 부활하며, 도산계획의 수행이 완결되기 전에 새로운 도산절차
가 개시된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이다.345)

2. 도산절차상 조세채권의 지위 및 면책
1) 도산절차상 조세채권의 지위
일반원칙으로서 도산절차에 있는 채무자로부터의 권리자는 환취권자
(Aussonderungsberechtigte),346)
347)

별제권자(Abonderungsberechte),

재단채권자(Massegläubiger),348) 및 도산채권자(Insolvenzgläubi

ger)349) 순으로 구분되며, 별제권과 도산채권은 채권신고대상이 된다.350)
환취권351)자는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권리자가 아니므로 도산채권자
344) InsO §254.
345) InsO §255.
346) InsO §47.
347) InsO §49.
348) InsO §54.
349) InsO §38.
350) InsO §174.
351) 관리인이 현실적으로 점유·관리하고 있는 재산에 채무자에게 속하지 않는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제3자가 관리인으로부터 재산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116 -

가 아니다. 따라서 도산절차와 상관없이 권리행사가 가능하다.352) 부동산
과 관련하여 강제집행권이 내재된 권리는353) 강제집행 및 강제관리에 관
한 법률354)에 따라 별도의 권리행사가 가능하다.355) 즉, 부동산관련 담
보권자는 도산법 외의 일반 법률에 따르기 때문에 도산절차에 의하지 않
고 해당 부동산에서 우선적 만족을 받을 수 있다.356) 이 경우 부동산 등
에 관련된 조세채권에는 징세권자의 자력집행권이 인정되지 않고, 법원이
민사절차에 따라 강제집행을 행한다.357) 도산재단에 속하는 재산 중에서
부동산 외의 목적물에 대하여 담보권·압류권을 가진 자는 목적물의 환
가·배분에서 별제권을 가지며,358) 이 경우 조세채권에 기한 압류 등이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별제권이 인정된다.359)
도산채권은 도산절차개시360) 전에 발생한 채무자에 대한 재산상 청
구권이 되며,361) 재단채권은 절차비용으로서 채권의 신고·조사·확정절
차에 의하지 않고 채권 본래의 이행기에 직접 도산관재인으로부터 도산채
권보다 우선변제 대상이 된다.362) 이 경우 우선변제는 도산재단 전체로

352) InsO §47.
353) 담보권 등은 도산절차개시 전에 가지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도산채권 중에서 피담보채권이 된
다(양형우, 2003, 독일법에 있어서 도산절차개시의 효과와 근저당권의 확정, 비교사법, 통권 제
20호, 한국비교사법학회, 500쪽).
354) Gesetz über die Zwangsversteigerung und die Zwangsverwaltung.
355) InsO §49; 윤종구, 2004, 앞의 논문, 219쪽.
356) 吉野正三郞, 2007, 앞의 책, 29쪽.
회생법 제412조. 별제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사한다. 즉, 민사집행법 등에 의한다
(전병서, 2006, 도산법, 법문사, 303쪽).
357) AO §322(1); 김완석·한상국·박훈, 2006, 국세기본법의 개편방안, 한국조세연구원, 68쪽.
358) InsO §50.
359) InsO §51.
360) 도산절차개시 결정일의 정오를 개시의 시기로 한다(InsO §27).
361) InsO §38.
362) InsO §53; 양형우, 2009, 독일도산법에서의 근로자의 보수청구권, 비교사법, 통권 제46호, 한
국비교사법학회, 18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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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의 우선변제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도산재단 중 특정 재산으로부터 우
선적으로 변제 받는 별제권과 다르다.
이러한 채권분류기준에 따라 도산절차개시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조세는 도산채권이 되고, 도산절차개시 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조세는
기타 재단채권이 된다.363) 이 경우 도산채권인 조세채권은 도산관재인에
대한 신고대상이 된다.364)

2) 절차개시 전 조세채무에 대한 면책
도산계획에서 다른 정함이 없는 권리에 대해서는 채무자에게 면책한
다.365) 별제권이 없는 조세채권 즉, 무담보 조세채권은 결과적으로 도산
계획에 특별한 정함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면책된다.
도산절차가 개시되면 채무자 대신에 도산관재인이 납세의무를 부담하
게 된다. 따라서 채무자는 도산관재인의 납세의무이행에 필요한 모든 자
료를 제공할 협력의무(Mitwirkungspflicht)를 부담한다.366) 이 경우 채
무자 스스로 필요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겠다고 도산관재인에게 확약한 후
에 이를 이행하지 않은 한편으로, 도산관재인도 채무자로부터 신고에 필
요한 서류를 교부받지 못하여 신고 등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의
해당 조세채무는 면책대상에서 제외된다.367)

363) Kling/Schüppen/Ruh in Kirchhof/Lwowski/Stürner, 2008, Münchener Kommentar
Insolvenzordnung Band 3, 2.Aufl., C. H. Beck, pp.1710-1711.
364) InsO §174(1) ; Kling/Schüppen/Ruh in Kirchhof/Lwowski/Stürner, 2008, Münchener
Kommentar Insolvenzordnung Band 2, 2.Aufl., C. H. Beck, p.1316.
365) InsO §227.
366) InsO §97.
367) BGH v. 18. 12. 2008 – IX ZB 197/07, NZI 2009, 327, 328; Roth, Jan, 2011,
Insolvenzsteuerrecht, Dr. Otto Schmidt, p.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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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세법상 채무면제이익 과세체계
1) 회생절차상 채무면제이익 과세일반
독일도 소득세와 법인세의 경우 분기별 예납제도를 두고 있다. 즉, 원
칙적으로 3월·6월·9월·12월의 매 10일까지 전년도 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세액을 사전에 납부해야 한다.368) 절차가 개시되면 도산재단에
관련된 이러한 납세의무는 도산관재인이 이행해야한다.369)
채무면제는 이론상 채무자의 자산증가를 수반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과세소득이 된다. 그러나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회생절차상 채무면제이익
(Sanierungsgewinn)은 현실적인 자산증가가 없기 때문에 담세력이 없는
것인 한편으로, 과세로서 채무자의 재정적 곤경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
이는 소위 몰수적(Konfisaktorische)이고 교살적(Erdrosselungs)인 조
세로 보아 과세에서 제외시키는 제도를 두고 있다.
이하에서는 본 논문의 연구대상인 회생절차상 채무면제이익에 대한
과세제도의 변천 내용을 간략하게 검토하기로 한다.
독일은 회생절차상 채무면제이익을 포함한 모든 채무면제이익에 관하
여 회계적 결손금 본질과의 상관관계 관점에서 많은 논의가 계속되고 있
다.370) 예컨대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한 후 그 외상매입금 채무가 면제된

368) 독일 소득세법(이하 EStG라 한다) )§37, 독일 법인세법(이하 KStG라 한다) §31; 김유찬·이유
향, 2009, 주요국의 조세제도(독일편), 한국조세연구원, 104쪽 및 149쪽.
369) 독일 조세기본법(이하 AO라 한다) §34, InsO §155.
370) 서보국, 2009, 기업회생절차상 채무면제이익의 과세에 대한 독일 조세법의 형평면제처분, 안
암법학, 통권 제29호, 안암법학회, 74쪽(독일의 채무면제이익 과세제도에 관해서는 이 논문을
참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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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로서 그 채무면제를 과세 제외하면 채무자는 이중의 이익371)을 얻게
되어 불합리하게 된다. 즉, 상품 매입 시 그 대금명목으로 지출하는 자산
감소에 기하여 상품은 매출원가에 산입된다. 매출원가는 결손금 구성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한편으로, 현행 과세제도는 기간과세 문제점을 완화
하기 위해서 이월결손금 공제제도를 두고 있다. 결과적으로 상품매입가액
의 원가산입을 통하여 계산된 이월결손금372)을 공제하는 한편으로, 그
지불을 전제한 대금채무의 면제도 과세에서 제외시켜서 중복적으로 과세
표준을 감액시키게 되기 때문이다.373)
1891년 프로이센 소득세법(EStG) 제9조 제3호에서부터 1925년 소
득세법 제15조와 1925년 법인세법(KStG) 제15조에 이르기까지 채무면
제이익에 대한 결손금 통산 및 공제에 제한이 있었다. 그 후 1927년 소
득원천설에 따르면 채무면제이익은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판례374)에
따라, 채무면제이익에 대한 결손금 통산을 허용하는 한편으로, 이 당시는
결손금 이월공제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이월공제는 허용하지 않되, 결손금
통산 후 잔존 채무면제이익은 과세에서 제외하였다. 그 후, 1929년 결손
금의 2년간 이월공제제도가 도입되면서, 결손금 통산과 이월결손금을 공
제한 후의 잔여 채무면제이익은 과세에서 제외하게 되었다.375)

371) 상품매입금액이 매출원가로 비용 산입되는 것은 상응하는 대가 즉, 자산의 유출이 있기 때문
이다. 매입채무는 이와 같이 지불이 전제된 것이지만 채무면제가 있으면 자산 유출이 없게 되므
로(자산해방이론) 상품매입금액이 비용에 산입될 근거가 없어지게 된다. 이미 회계처리한대로 매
출원가를 비용으로 유지하려면 대응하는 매입채무의 면제는 과세소득에 산입해야 논리적이다.
372) 매출원가는 이월결손금 계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하나이다.
373) 이 사례는 설명을 단순화하기 위한 것이며, 채무면제이익이라는 회계적 자산증가와 결손금의
관계는 훨씬 복잡하여 오스트리아와 독일에서는 많은 연구가 계속되고 있다(서보국, 2009, 앞의
논문, 74쪽).
374) RFH, Urteil v. 30. 06. 1927, Az: VI A 297/27, RStBI 1927, 197 f.
375) 서보국, 2009, 앞의 논문, 7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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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4년 이월결손금 공제제도가 전면삭제 됨과 동시에 구 법인세법
제11조 제4호에서 채무면제이익의 비과세가 규정되었으며, 1938년 이월
결손금 공제제도가 종전과 같이 2년을 한도로 부활된 후, 1955년부터 5
년으로 점차 연장되었다. 이에 따라 연방조세법원(Bundesfinanzhof :
BFH)은 채무면제이익에 관해서는 이월결손금을 먼저 공제해야 한다는
입장에 있게 되었다.376)
그 후 1968년 연방조세법원 전원합의부는 결손금을 발생시키는 비용
과 채무면제이익과는 경제적으로 직접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채무면제이익
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한편으로, 당시 법인
세법 제11조 제4호에서 이미 채무면제이익은 비과세로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월결손금 유무와 상관없이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즉, 결손금의 추후 이월공제와 채무면제이익의 비과세라는 이중혜택은 비
과세규정의 입법의도이기 때문에 채무면제이익으로 이월결손금을 차감하
는 것은 이러한 입법목적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비과세되는 채무면제이익
을 이월결손금으로 차감하면 이월결손금의 추후 공제기회를 박탈하게 되
어, 결과적으로 채무면제이익에 대한 과세이연으로 되어 비과세효과가 제
거된다는 논리이다.377)
이러한 상황이 유지되면서 그 후, 1976년 법인세법 제8조 제1항에서
채무면제이익 과세에 관해서는 소득세법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동시에,
구 법인세법 제11조 제4호 채무면제이익 비과세 규정을 구 소득세법 제3
조 제66호에 이관 규정하는 한편으로, 결손금 소급공제제도를 도입하였다.
앞서 본 1968년 연방조세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월결손금이 채무면제
376) BFH, BStBI Ⅲ 1951, 63.
377) 서보국, 2009, 앞의 논문, 79-80쪽.

- 121 -

이익으로 공제되지 않는 상황에서, 1985사업연도부터는 5년의 이월결손
금 공제기한제한이 삭제되어 무제한적으로 결손금 이월공제가 허용되자,
이월결손금으로 과세상 혜택을 보는 한편으로 채무면제이익마저 비과세되
면 이중의 혜택이라는 데 대하여 다시금 비판이 일게 되었다. 그 결과
1997년 구 소득세법 제3조 제66호 채무면제이익 비과세규정이 대안 없
이 삭제되었다.378)
채무면제이익에 대한 과세를 둘러 싼 이러한 조세법 상황은, 1999년
InsO가 시행되면서 채무자회생이라는 회생절차도입 취지와 상충되는 상
황이 되었다. 즉, 계산상 수치에 불과한 회생절차상 채무면제이익에 대한
과세는 채무자의 재정적 곤란을 더욱 심화시키는 문제점과 함께 액수는
다르다 하더라도 기존의 채권자 지위를 국가가 차지하게 되어 회생취지에
부적합한 채권자 변경의 이익을 국가가 누리게 되는 것이며,379) 이러한
조세는 결국 채무자의 부담능력을 초과하여 재산권의 본질을 침해하는 교
살적 조세(Erdrosselungs steuer)가 되어 자유권적 기본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위헌적 조세라는 사실에 대해서 독일의 모든 문헌과 판례는 의
견을 같이 하고 있다.380)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회생절차상 채무면제이익에 대하여 조세기본법
제163조, 제222조 및 제227조381)에 의한 형평면제처분(Billigkeitserlass)
378) 이는 이중혜택이라는 비판뿐만 아니라 미국의 세무회계제도와 보조를 맞추기 위한 것으로 세
원 확대 및 손익산정의 객관화 등을 위한 것이다(서보국, 2009, 앞의 논문, 81쪽).
379) 서보국, 2009, 앞의 논문, 83쪽.
380) 위의 논문, 83쪽.
381) 조세기본법(AO) 제163조에 의해서는 불공평한 조세채권의 확정절차에서 감액결정이 가능하
고, 제227조에 의해서는 조세확정 이후의 불가쟁력으로 인해 제163조의 적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 불공평한 조세의 징수 면제가 가능하며, 제222조에 의해서는 징수유예가 가능하다. 이
경우 조세기본법 제172조 이하의 경정규정에서는 부과처분의 적법성만을 심사하고 형평성은 다
룰 수 없지만, 제163조와 제227조에서는 형평성만을 심사하고 적법성은 다룰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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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적용을 위해서 2003년 3월 27일 연방재무성 규칙382)이 제정된 후
2009년 12월 22일 연방재무성 규칙383)으로 이어져 있으며, 이에 따라 결
손금과 이월결손금에 대한 제한 없는 공제가 적용되고 난 후 잔여 채무면제
이익은 일정한 요건충족을 전제로 과세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 경우 형평면제처분은 합헌적 조세법에 따른 적법절차이긴 하지만
예외적으로 위헌적 조세에 대해서 1895년 프로이센의 인지세법 제25조
를 시작으로, 1919년에는 형평면제처분에 대한 일반규정으로서 조세기본
법 제108조를 입법함으로서, 모든 조세와 공과금 영역에서, 법률적 정의
는 충족되지만 개별적 정의가 충족되지 않는 불공평한 조세를 행정부와
법원에서 다룰 수 있게 되었다. 즉, 개별적으로 불공평한 조세를 행정부
로 하여금 별도로 심사하게 하여 조세정의 실현에 합당한 법치행정을 가
능하게 하는 제도가 형평면제처분 제도이다.
그 적용요건에서는 회생의 필요성, 기업의 회생능력, 채무면제의 회생
적합성 및 채권자의 회생의도 등 일정한 기준을 두고 있지만, 회생계획
(Sanierungsplan)384)이 인가된 경우에는 이러한 모든 요건을 충족한 것
으로 간주하므로, 회생절차상 채무면제이익은 형평면제처분의 대상이 되
고 있으며, 이는 결국 회생절차상 채무면제이익이라는 과세물건의 담세력
문제로 이해된다.

382) BMF-Schreiben v. 27. 03. 2003, IV-A 6-S 2140-8/03, BStBl I 2003, 240.
383) BMF-Schreiben vom 22.12.2009 - IV C 1 - S.
http://www.law-school.de/fileadmin/user_upload/medien/Steuerrecht/BMF_-_2009-12-22_
-_Einzelfragen_Abgeltungssteuer.pdf (2011. 10. 8. 방문).
384) 이는 파산과 회생을 포괄하는 InsO 제6편 도산계획 Insolvenzplan과 달리 기업재건을 내용으
로 하는 계획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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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자전환
자본충실원칙385)에 따라 모든 출자전환(Debt Equity Swap)에서는
채무자의 신주발행에 대하여 채권자는 원칙적으로 주금납입을 채권으로
상계할 수 없고, 채권이 완전한 가치를 가지는 경우에만 허용되므로 원칙
적으로 출자전환에서는 채무면제이익의 발생이 없다. 그러나 채무초과인
채무자의 경우는 채권이 완전한 가치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채무자의 사
정이 호전되면 그 채권이 부활하는 조건으로 채권을 포기하는 재건증서부
채권포기386) 방법으로 채무조정을 하는 경우로서 출자전환이 있는 경우
에는 주금과 채권의 상계를 허용하는 한편으로, 채권의 실질가치를 계산
하여 채무와의 차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산한다. 이 경우에도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에 대한 제한 없는 공제가 적용되고 난 후 잔여의 채무면제이
익은 일정한 요건충족을 전제로 과세에서 제외하고 있다.
독일은 기업의 도산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2011년 12월 7일 기업
도산촉진법(Gesetz zur weiteren Erleichterung der Sanierung von
Unternehmen; ESUG)을 제정하여 독일 도산법을 개정하였다.387) 이러
한 기업도산촉진법은 독일법상 최초로 출자전환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고
있다(같은 법 제217조 제2문, 제225조a 제2항, 제3항, 제254a조 제2
항). 그러나 출자전환시의 채무면제이익에 관한 과세문제는 별도로 규정
하지 않고 있어 여전히 이 영역의 기존의 실무관행에 의할 수밖에 없
다.388)
385) Grundsatz der realen Kapitalaufbringung.
386) Forderungsverzicht mit Besserungsschein.
387) 기업도산촉진법은 독일도산법의 개별 규정의 개정을 위한 특별법이며, 이에 따라 독일 도산법
의 관련 규정은 자동적으로 개정된다.
388) Meyer/Degener, “Debt-Equity-Swap nach dem RegE-ESUG”, BB 2011, 846, 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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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연도 특례
독일 도산법 제155조는 도산절차가 도산관재인의 조세법에 따른 채
무자의 소득계산 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도산절차 개시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그 전까지의 사업연도는 종료되고 새로운 사업연도가 개시하
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도산법리상 채무조정대상이 되는 절차개시 전
의 조세채무를 절차개시 후 절차비용으로서의 조세채무와 다른 취급을 위
한 것이다.

제4절 일본의 회생제도
1. 도산법제 개관
일본은 1922년 가산분산법을 폐지하는 한편으로, 독일 파산법을 모
델로 하여 영미법의 면책조항을 추가하면서 파산법을 제정하고, 오스트리
아 화의법을 모델로 한 화의법을 제정하여, 회사갱생법이 제정되기 이전
에는 상법상 정리제도와 화의법상 강제화의제도 등을 통하여 기업회생을
도모하였다.
전후 일본에 주둔한 연합군총사령부는 신속한 전후복구를 위해서 미
국의 기업회생제도(corporate reorganization) 도입을 일본정부에 제의
하였고, 이에 따라 1952년 당시 미국 연방파산법 제10장의 기업회생제
도를 계수하여 회사갱생법을 제정한 후 2002년 전면개정을 거쳐서 현재
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그것과는 달리 적용대상을 모든 법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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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고 주식회사에 한정하였는데, 이는 사회적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큰 대규모사업의 영위가 가능한 주식회사에 대해서만 국가적 차원의 지원
대상에서 의미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편으로 1990년 경제불황이 심화되면서 1999년 화의법을 폐지하고
개인과 주식회사 외의 기업을 적용대상으로 한 민사재생법을 제정하였고,
2000년에는 국제도산법을 제정하였다.
이와 같은 연혁을 가진 일본의 기업회생제도 역시 사적절차와 법적절
차 즉, 비공식절차와 공식적절차로 대별된다. 갱생특례법(更生特例法)389)
에 따른 사적절차는 임의절차라고도 하며, 도산처리를 도산법제에 준거하
지 않고 관계자 협의에 의해 실시하는 방법을 말한다. 법적절차에 비해 유
연성이 높고 일반적으로 거래처 등 일반채권자를 제외한 금융채권자를 중
심으로 하고 있어 우리나라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방법과 유사하다.
법적절차라 함은 도산처리를 도산법제에 준거하여 실시하는 방법을
말하며, 종전에는 회사갱생법390)에 의한 갱생절차, 화의법에 의한 화의절
차, 파산법에 의한 파산절차 및 회사법상 회사정리절차와 특별청산절
차391) 등 5가지가 있었다. 그 후 화의법의 폐지와 민사재생법의 제정 및
회사법상 회사정리절차가 폐지되어 현재는 회사갱생법에 의한 갱생절차,
민사재생법에 의한 재생절차, 파산법에 의한 파산절차 및 회사법상 특별
청산절차 등 4가지가 있다.392) 파산법과 민사재생법은 모든 개인·법인
389) 金融機関等の更生手続の特例等に関する法律의 약칭이다.
390) タビスランド ; 회사갱생법은 법인의 청산에 의한 사회적 혼란이나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는
것이 큰 목적으로도 되어 있기 때문에 대법인이 대상이 된다.
http://www.tabisland.ne.jp/webseminar/dip/dip_4.htm (2011. 5. 7. 방문).
391) 파산법과 화의법은 물론이고, 회사갱생법은 우리나라 구 회사정리법에 그대로 계수되어 그 내
용이 거의 동일하며, 특별청산제도는 일본 고유의 제도이다(최성근, 1998b, 일본의 도산법, 주요
국의도산법(Ⅴ), 한국법제연구원, 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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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대상으로 하며, 회사갱생법과 회사법상 특별청산절차는 주식회사만을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주식회사 이외의 법인과 개인이 이용할 수 있는
절차는 파산절차와 재생절차가 된다.393)
이러한 법적절차는 절차목적에서 청산형과 재건형으로 크게 나누어지
며, 청산형으로는 파산절차와 특별청산절차가 있고, 재건형으로는 재생절
차와 갱생절차가 있다. 이러한 법적절차 간 경합이 있는 경우 재건형 절
차가 우선하며, 재건형 절차간의 경합에서는 보다 강력한 절차인 갱생절
차가 재생절차에 우선하고, 청산형 절차간의 경합에서는 보다 유연한 특
별청산절차가 파산절차에 우선한다.394)
1999년 12월 구 화의법을 폐지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채
무자에게 채권자 다수의 동의를 얻는 한편으로 법원의 인가를 받은 재생
계획에 의해 채무자·채권자 간의 민사상 권리 관계를 적절히 조정함으로
서 해당 채무자의 사업 또는 경제생활의 재생을 목적395)으로 제정한 민
사재생법은 채무자의 파산으로 인한 사회적 파장이 적은 중소기업을 그
대상으로 하여 간이·신속한 재생절차를 규정하였다.
회사갱생법 절차에 비해 시간과 비용이 들지 않고, 절차 개시 후에도
원칙적으로 종전 경영자가 절차를 진행하며, 경리상으로도 종전 회사와
연속선상에 있게 되고, 담보권자의 담보권은 별제권으로 규정되어 민사재
생법 절차를 신청한 후에도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지만 담보권자의 이해
와 협조를 얻어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등의 특징이 있다.
당초 중소기업의 재생을 목적하여 제정된 법률이지만 대규모 기업도
392)
393)
394)
395)

稲見誠一, 佐藤信祐, 2010년, 企業再生の税務(第2版), 中央経済社, 2쪽.
日本公認会計士会協会京滋会, 2003, 会社更生·再生·淸算の法律と会計·稅務, 淸文社, 3쪽.
高木新二郞 外, 2006, 倒産の法システム, 日本評論社, 93쪽.
일본 民事再生法(이하 民事再生法이라 한다)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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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유지 등 특징 때문에 갱생절차를 선택하지 않고 재생절차를 선택하
는 경우가 적지 않다.
재생절차는 그 진행방법에서 기존경영자가 절차를 진행하거나, 법원
이 법인인 채무자에 의한 재산의 관리나 처분이 부당하거나 또는 사업의
재생을 위해서 특히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신청이나 직권으로
재생절차개시결정과 동시에 또는 그 결정 후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
한 관재인의 관리를 내용으로 하는 관리명령(管理命令)을 발하여 진행할
수도 있다.396) 또한, 법원이 채권신고기한 경과 후 채권조사기간개시 전
에 채권자의 동의에 근거하여 채무자 등의 신청에 따라 채권의 조사 및
확정절차를

생략하는

취지의

간이재생결정(簡易再生の決定)을

하거

나,397) 같은 기간 내에 채권자의 동의에 근거한 채무자 등의 신청에 따
라 재생계획안의 결의절차를 생략하는 동의재생결정(同意再生の決定)도
할 수 있도록 하여 절차의 간편·신속한 진행을 지원하고 있다.398)
회사갱생법은 이러한 재생절차에 대하여 특별절차인 갱생절차를 규정
하고 있다.399) 회사갱생법은 1952년 제정된 후 2002년에 전면개정된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의 범위가 큰 대규모 주식회사의 재생을 목적한
제도이다. 엄격하고 강력한 효력이 부여되는 절차인 반면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한편, 임원 등의 책임이 밝혀지는 경우 손해배상책임 등을 묻
기 위해서 갱생절차개시 신청이 있으면 임원 등의 개인재산에 보전처분도
가능하도록 하는 등400) 이 절차는 원칙적으로 기존 경영자를 배제시켜서

396)
397)
398)
399)
400)

民事再生法 제64조.
民事再生法 제211조.
民事再生法 제217조.
山本和彦, 2006, Q&A民事再生法(第2版), 有斐閣, 4쪽.
会社更生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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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관재인에 의한 절차수행을 목적하고 있다.401) 회계적으로도 재산목
록과 재무상태표를 작성하는 등 회사는 갱생절차개시 결정시점을 기준으
로 과거와 단절시켜 새로운 회사로서 개시하게 된다. 또한, 담보권자에
의한 담보권 실행을 금지시키고 그 권리내용을 갱생계획으로 변경할 수
있는 등의 특징이 있다. 일반적으로 사업계속에 불가결한 재산에 담보권
이 설정되어 있고, 담보권자와 담보권에 관한 합의가 곤란한 경우에 적용
되는 사례가 많다.
갱생절차는 대기업의 파산으로 인한 엄청난 사회적·경제적 파장을
고려하여 해당 주식회사를 계속기업으로 유지시키려는 국가적·사회적 요
청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므로, 원칙적으로 구 경영자를 경영에서 배제시
키고 관리인을 통하여 공정한 절차의 수행을 목적하고 있다. 이와 달리
재생절차는 상대적으로 적은 규모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그
사회적 파장도 상대적으로 크지 않으므로 채무자회생에 국가적·사회적
지원요청은 필요로 하지 않는다.402)
국가적·사회적 지원요청의 결과로 인하여 갱생절차에서는 조세채권
의 감면 등이 수반되고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갱생절차를 중심으로 검토
하기로 한다. 다만 우리나라 구 회사정리법 절차를 거쳐서 현행 회생절차
에 거의 그대로 도입되어 있으므로 그 절차내용은 생략하고, 조세채권 관
련부분에 관해서만 검토하되 재생절차 관련해서는 갱생절차 이해에 필요
한 부분만 살펴보기로 한다.

401) 会社更生法 제67조. 관재인은 법원이 선임하며, 법인도 관재인이 될 수 있으나, 손해배상책임
등에 관한 임원 등의 책임사정결정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관재인에 선임될 수
없다.
402) 구길선, 2000, 일본의 새로운 도산절차(민사재생절차)의 소개, 재판자료, 제89집, 법원도서관, 35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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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갱생절차상 조세채권의 지위 및 면책
1) 갱생절차개시 전·후 조세채권의 지위
회사갱생법은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주식회사에 대해서 갱생계획의
수립 및 그 수행에 관한 절차를 정하는 것 등에 의해 채권자, 주주 및 기
타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적절히 조정하여 해당 주식회사 사업의 유지·갱
생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403)
이러한 회사갱생법의 입법목적에서 말하는‘주식회사 사업의 유지·
갱생’은‘경영자를 위한 기업 재건’이 아니고‘국민경제를 위한 기업
재건’을 의미한다. 그 결과 회사 경영권·재산관리권은 기존 경영자를
배제하고 관재인에게 전속하게 된다. 즉, 회사갱생법은‘국민경제를 위한
기업재건’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사경제에 대한 심각한 침
해인 담보권 제한은 물론이고 조세채권 제한 등의 논거가 된다.404)
이와 같이 회사갱생법은 회사가 재정적 위기에 처한 경우 그 사업자체
가 보유하고 있는 사회적 가치가 이해관계인들에 의해 저하됨으로 인한 국
가적 손실을 방지하여 사회·경제적 활동체로서 이를 재건·존속시키고자
함이 1차적 취지이며, 2차적으로는 이해관계인에 대한 합리적인 이해 조정
을 함께 실현하려는 것이다.405) 면책 등 재산권 제한은 그러한 입법목적에
비추어서 헌법상 인정되는 필요하고 합리적인 재산권의 제한으로 본다.
회사갱생법상 갱생채권이란 원칙적으로 갱생회사에 대해 갱생절차 개
403) 会社更生法 제1조.
404) 日本公認会計士会協会京滋会, 2003, 앞의 책, 20쪽.
405) 일본 국세청 http://www.nta.go.jp/ntc/kenkyu/ronsou/03/29/ronsou.pdf (2011. 8. 4. 방문),
(武内敏夫, 会社更生法における租税の減免等の法的性格, 4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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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전의 원인에 근거하여 생긴 재산상 청구권을 말하며, 갱생담보권 또는
공익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갱생담보권이란 원칙적으로 갱생
절차개시 당시 갱생회사의 재산상 특별한 선취특권, 질권, 저당권 및 상
법 또는 회사법에 의한 유치권에 의해 담보된 피담보채권을 말한다. 한
편, 조세 등의 청구권이란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해서 징수
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공익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406) 이
러한 조세등의 청구권은 일반적 우선권이 인정되는 한편으로407) 채권자
집회에서 의결권이 없다.408)
이 경우, 갱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에 기하여 생긴 조세채권은 갱생절
차개시 결정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을 말한다. 예컨대 기간과세
세목인 법인세의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인 갱생절차개시일409)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는 절차개시결정 이전에 성립한 조세로서 갱생채권이
된다. 한편, 고정자산세는 1월 1일에 납세의무가 성립410) 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예컨대 2011년 3월 1일에 갱생절차개시결정이 있었을 경
우 부과결정 전이라도 2011년도 분 고정자산세 전액이 갱생채권으로
취급된다.
이에 대한 예외로서, 채무자에 대해서 갱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에 기
하여 생긴 원천징수대상 소득세·소비세·주세·담배세·휘발유세·지방
휘발유세· 석유가스세·석유석탄세·지방소비세·신고납부방법으로 징수
하는 도부현 담배세·시읍면 담배세 및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해서 납부

406)
407)
408)
409)
410)

会社更生法 제2조.
会社更生法 제169조.
会社更生法 제136조.
会社更生法 제232조 제2항.
地方稅法 제3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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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할 지방세 청구권으로서 갱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
지 않은 것은 공익채권으로 한다.411)
갱생절차개시 후 갱생회사의 사업경영·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비용의 청구권에 포함된 조세채권은 절차비용으로서 공익채권(共益債権)
이 된다.412) 이러한 공익채권은 갱생계획과 상관없이 수시로 갱생채권
등에 우선하여 변제하지만,413) 채무자 재산이 공익채권 변제에도 부족한
경우에는 우선권에 관계없이 비율변제를 받게 된다. 이 경우에도 공익채
권에 대한 유치권, 특별한 선취특권, 질권 및 저당권의 효력은 방해받지
않는다.414)
이에 비해서 민사재생법에 의한 재생절차에서 조세채권은 일반의 우
선권 있는 채권으로서 성립시기를 불문하고 재생절차와 상관없이 수시로
변제받을 수 있다.415) 갱생절차에 비해서 보호의 필요성이 크지 않기 때
문이다.416)
2) 절차 간 이행에서 조세채권의 지위
(1) 재생절차와 파산절차 간 상호이행 시
재생절차에서 발생하는 조세채권에 관해서는 민사재생법 제119조 제
2항에서 재생절차개시 후 재생채무자의 업무·생활 및 재산의 관리처분
에 수반된 비용청구권으로서의 조세채권은 공익채권으로 구분하고, 나머

411)
412)
413)
414)
415)
416)

会社更生法 제129조.
会社更生法 제127조.
会社更生法 제132조.
会社更生法 제133조.
民事再生法 제122조.
金子宏, 2009, 앞의 책, 77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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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조세채권은 같은 법 제122조 일반 우선채권에 포함하지만417) 재생절
차와 상관없이 수시로 변제 가능함에서는 동일하다.
파산절차에서는 절차개시 후에 재단관리비용으로 발생하는 조세채권
을 포함하여, 파산절차개시 전의 원인에 근거하여 생긴 것 중에서 국세통
칙법 제2조 제4호의 과소신고·무신고·무납부 가산세 및 중가산세와 지
방세법 제1조 제1항 제14호의 과소신고·무신고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제
외한 조세 등의 청구권으로 파산절차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것 또는 납부기한으로부터 포괄적금지명령 기간을 제외하고 1년을 경과
하지 않은 것은 재단채권이 되고,418) 나머지 조세채권은 우선적 파산채
권이 된다.419)
양 절차에서 이러한 지위를 가지는 조세 등의 청구권은 재생절차에서
파산절차로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 후 파산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재단채
권, 파산법 제98조의 우선적 파산채권, 파산법 제99조의 열후적 파산채
권420) 등으로서 분류된다.
한편, 재생절차개시 결정이 있으면 중지한 파산절차에서의 재단채권
은 재생절차에서 공익채권이 되며,421) 이 경우 재단채권에서 파산절차
전의 조세채권은 제외시켜서 공익채권과 일치시키고 있다.

417) 山本和彦, 2006, 앞의 책, 298쪽.
418) 일본 破産法(이하 破産法이라 한다) 제148조 제1항; 左藤英明, 2005, 破産法改正と租稅債權,
租稅法硏究, 第33号, 租稅法学會, 68쪽.
파산법이 2004년 전면개정되기 전에는 현행 우리나라 파산법과 같이 파산 선고 전에 성립한
조세채권은 모두 재단채권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419) 破産法 제98조; 左藤英明, 2005, 앞의 논문, 69쪽.
420) 위의 논문, 69쪽.
현행 재단채권에서 제외되는 가산세 등도 2004년 전면개정되기 전에는 모두 재단채권이었으
나, 현재는 열후적 파산채권에 속한다.
421) 民事再生法 제39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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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갱생절차와 파산절차 간 상호이행 시
파산절차개시 후에 갱생계획인가결정으로 파산절차가 효력을 잃은 후 갱
생절차폐지결정이 되어 다시 개시결정되는 등 파산절차로 이행한 경우에는
조세 등의 청구권 중 재단채권 포함여부의 판단에서 갱생절차에서의 제약에
따라 권리행사를 할 수 없었던 경우의 그 기간을 제외하고 판단한다.422)
한편, 파산절차에서 갱생절차로 이행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갱생
절차상 채권판단기준을 적용한다.423)
(3) 재생절차와 갱생절차 간 상호이행 시
재생절차에서 갱생절차로 이행하는 경우 재생절차에서의 공익채권은
갱생절차에서도 공익채권이 된다.424) 그러나 조세채권자는 물론이고 이
해관계자 모두에게 가장 강력한 효력을 가지는 절차인 갱생절차가 좌절된
후 재생절차로 이행하여 그것이 성공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 통상 그러한
경우는 예상하기가 어려우므로 별도 규정의 필요성도 부족하여 이 경우의
절차이행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이 없다.425)

422) 会社更生法 제254조.
423) 즉, 종전 파산절차에서 재단채권으로 분류된 것으로서 파산절차개시 전의 원인에 근거하여 생
긴 것 중에서 국세통칙법 제2조 제4호의 과소신고·무신고·무납부 가산세 및 중가산세와 지방세
법 제1조 제1항 제14호의 과소신고·무신고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제외한 조세등의 청구권으로
파산절차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것 또는 납부기한으로부터 포괄적금지명령 기간을
제외하고 1년을 경과하지 않은 것은 제외하여, 갱생절차에서 공익채권 판단기준과 같이 파산절
차개시 후에 재단관리비용으로 발생하는 조세 등의 청구권만 공익채권이 되고(会社更生法 제50
조 제9항 제1호), 나머지 이에서 제외된 것으로서 법원의 갱생채권신고를 필요로 하지 않는 취
지의 결정이 있으면 별도의 신고 없이 일반 우선권이 있는 갱생채권이 된다(会社更生法 제247
조).
424) 会社更生法 제50조 제9항 제1호.
425) 高木新二郞 外, 2006, 앞의 책, 1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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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재생절차개시 후에 갱생절차가 개시되었으나 결국 갱생절차가
폐지되어 그에 따라 중지되어 있던 종전 재생절차가 속행되었을 경우에는
갱생절차에서의 공익채권은 재생절차에서도 공익채권이 된다.426)
(4) 특별청산절차에서 재생절차 또는 갱생절차로 이행 시
청산형절차인 특별청산절차에 대해서는 재건형절차인 재생절차 또는
갱생절차의 우위성이 인정되므로, 특별청산절차가 개시된 후에도 재생절
차 또는 갱생절차의 개시신청을 할 수 있는 등 기본적으로는 파산절차와
재생절차 또는 갱생절차와의 관계와 같다.427)
3) 갱생절차개시 전 조세채무에 대한 면책
갱생계획인가결정이 있으면 갱생회사는 갱생계획의 규정 또는 이 법
률의 규정에 의해 인정된 권리, 갱생절차개시 후에 갱생회사의 이사 등이
나 사용인으로서 갱생계획인가결정 후에도 계속해서 재직하는 자의 퇴직
금 청구권, 갱생절차개시 전의 벌금 등 청구권과 일부 조세채권을 제외하
고, 모든 갱생채권 등에 대해 그 책임을 면하여 주주권리 및 갱생회사재
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은 모두 소멸한다.428)
면책에서 제외되는 조세 등의 청구권은 다음과 같다. 즉, 납세의무자
가 일정한 조세에 대하여 이를 면하거나 또는 면하고자 하거나, 부정한
행위로 환급을 받거나 또는 징수하여 납부하거나 납부해야 하는 것을 납
부하지 않은 결과, 갱생절차개시 후 징역 혹은 벌금에 처해진 경우 또는
426) 会社更生法 제257조.
427) 高木新二郞 外, 2006, 앞의 책, 112쪽.
428) 会社更生法 제204조.
이 규정이 구 회사정리법 제241조에 계수되면서 조세채권에 대한 면책제외 내용이 삭제되었고,
구 회사정리법 규정은 회생법 제251조에 그대로 이관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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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범칙취체법(国税犯則取締法)에 의한 통고처분을 이행한 경우에 있어
서, 그 면하거나, 면하고자 하거나, 환급을 받거나 또는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해야 하는 것을 납부하지 않았던 조세 등의 청구권으로서 조세채권자
에 의해서 채권신고되지 않은 것을 말한다. 즉, 절차개시 후 절차 전의
조세포탈 등에 기인한 통고처분의 이행, 벌금형 또는 징역형에 관련되는
조세채권은 갱생계획인가결정의 면책효력대상에서 제외된다.429)

3. 조세법상 채무면제이익 과세체계
1) 갱생절차상 채무면제이익 과세일반
회사갱생법에 의한 갱생절차개시결정 또는 민사재생법에 의한 재생절
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의 채무면제를 채무면제이익으로 표현하고, 임의절차
등으로 인한 출자전환 등 기타 사유로 채무가 소멸하는 경우에는 채무소
멸이익이라는 용어로 구분하지만,430) 모두 과세대상에 포함됨에서는 같다.
갱생절차에 있는 채무자의 경우 이러한 채무면제이익은 원칙적으로
갱생계획인가결정에 의해 채무면제가 확정된 시점에 과세소득으로 인식하
며,431) 이월결손금으로서 7년의 공제기한이 경과한 특례결손금, 자산평가
손실432) 및 공제기한 내의 이월결손금 순서로 채무면제금액에 이를 때까
지 상계가 가능하다.433)
429) 한편, 갱생계획인가결정이 있는 경우, 채권자가 채권신고기한 내에 무신고하거나, 갱생계획이
정하는 모집주식 등의 인수 등의 신청이나 납부를 하지 않아서 갱생계획인가결정의 효력에 따라
소멸된 권리는 그 금액상당액을 갱생계획인가결정이 있던 날에 대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法人
税法 基本通達 14-3-7).
430) 法人税法 基本通達 12-3-3, 12-3-6.
431) 日本公認会計士会協会京滋会, 2003, 앞의 책, 169쪽.
432) 법인세법상 손금산입이 인정되는 자산의 평가손실을 의미한다.
433) 일본 法人税法(이하 法人税法이라 한다) 제25조, 제33조, 제57조 및 제59조; 金子宏, 2009,
앞의 책, 3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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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갱생실무상으로는, 적격현물출자 등에 해당되어 채무면제이
익에 대한 과세를 피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량재고의 일괄 처
분이나 폐기, 불량채권의 상각이나 매각, 잠재손실 부동산434)의 매각, 관
련회사의 주식매각이나 청산 등으로 발생하는 손실과의 공제 또는 특례결
손금, 이월결손금 공제 등을 검토하게 된다.
2) 출자전환
일본은 출자전환에 대하여 채무의 주식화(債務の株式化) 또는 DES
(Debt Equity Swap)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출자전환의 개
념에 관해서 세법에서는 규정한 바 없고, 주식회사 기업재생지원기구법에
서, 금융기관과 지방공공단체 등이 투자하여 재정적 곤경에 처한 기업의
불량채무매입 등을 통한 재생지원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기업재생기
구435)가 대상 사업자에 대해 가지는 채권을 현물출자하고 그 사업자가
발행하는 주식 기타 지분을 취득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436) 즉, 재무
적 곤란에 처한 회사에 대해서 금전채권을 가지는 채권자가 합리적인 재
건계획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해당 금전채권을 현물출자 하여 해당 채
무자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다.437)
이러한 출자전환의 개념에서 보듯이, 일본은 출자전환에 대하여 기본
적으로 현물출자설의 입장에서 채권자·채무자의 회계와 세무를 처리하도
록 하고 있는데 이는 주금납입의 상계금지에 근거한다. 또한 원칙적으로
는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지만 일정한 적격현물출자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채무면제가 없는 것으로 본다.
434)
435)
436)
437)

부동산의 장부가액보다 시장가격이 낮아서 처분손실이 예상되는 것을 말한다.
일본 株式会社企業再生支援機構法 제1조.
일본 株式会社企業再生支援機構法 施行規則 제1조.
高木新二郞 外, 2006, 앞의 책, 7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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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전환의 경우 통상 채무자 재건에서 사용되는 방법인 결과 일반적
으로 주식의 시가가 채권의 장부가격을 밑돌게 되어 채권자는 채권소멸로
인한 손실이 발생하며, 채무자에게는 그 금액상당의 채무면제이익이 발생
한다. 그 결과 채권자의 경우는 채권의 시가양도방법 즉, 채권이 소멸하
고 주식을 시가로 취득한 것으로 처리하여 주식의 취득가격과 채권의 장
부가격의 차액은 손실로 처리하게 된다.438) 한편으로 채무자는, 회사법
제445조에 따라 주식회사의 자본금은 주식발행에서 납입된 재산금액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채무의 시가가 채무의 액면금액을 밑도는 경우에는 소
멸하는 채무의 액면금액과 채무의 시가439)인 자본금과의 차액으로서 채
무소멸이익을 인식해야 한다.440)
그러나 법인세법 제2조 제12호의 14에 따라 원칙적으로 현물출자법
인에게 피현물출자법인의 주식만이 교부되는 현물출자로서, 완전지배관계
요건 또는 사업관련 중요한 자산부채의 이전·종업원 80%이상 승계 및
사업의 계속영위 요건의 동시충족 또는 현물출자법인과 피현물출자법인의

438) 일본 法人税法 施行令 제119조 제1항 제2호; 法人税法 基本通達 14-3-6; 稅理士法人 山田&
パートナーズ, 2009, 企業再生の会計と稅務(第3版), 金融財政事情硏究会, 74쪽.
439) 실무상 채권의 시가는, 먼저 재생기업에 대하여 합리적인 회수가능액을 산정하여 이를 기초로
유보되는 채권과 출자전환 대상이 되는 채권으로 나누어서 결정하게 된다. 즉, 재생실무에서 채
권자집회의 개최에 앞서 자산평가기준에 따라 각 자산·부채 항목 마다 평가를 실시하여 재무상
태표가 작성된 후, 여기서 계산된 채무초과금액과 향후 계획기간동안의 손익 예상액 등을 기초
로 채무조정을 통한 채무면제액이 재생계획에서 결정된다. 이와 같이 기본적으로는 재생기업과
채권자 간의 합의에 따라 합리적으로 견적된 회수가능액수에 근거하여 채무면제액이 결정된다.
출자전환을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재생기업으로부터의 회수가능액이 산정되고, 재생기업이
받아들인 출자전환의 대상이 되는 채권은 채권상당액에서 그 면제 상당액을 차감하여 시가가 평
가된다(経済産業省 経済産業政策局 産業再生課, 2010, 事業再生に係るＤＥＳ研究会報告書, 事業
再生に係るＤＥＳ(Debt Equity Swap：債務の株式化)研究会, 요약.
일본 국세청 http://www.nta.go.jp/shiraberu/zeiho-kaishaku/bunshokaito/hojin/100222/besshi
.htm (2011. 7. 29. 방문).
440) 法人税法施行令 제8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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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영위 요건 등 일정한 적격현물출자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채
권자는 채권을 세무상 장부가액으로 양도한 것으로 처리하는 한편으로 주
식을 채권의 세무상 장부가액으로 취득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손익문제는 발생하지 않게 된다.
3) 갱생절차와 자산평가손익
자산평가손익은 원칙적으로 손금 또는 익금에서 제외하지만, 회사갱
생법·민사재생법 또는 금융기관등의 갱생절차의 특례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산을 평가하는 경우 발생한 평가손익은 손금 또는 익금산입이 허
용된다.441)
이 경우 갱생절차개시결정일의 시가로 평가하지만, 자산평가손익을
계상하는 사업연도는 갱생계획인가결정일442)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가산정 시점과 재산평가손익의 인식 사업연도가 일치하지
않는다. 이러한 문제점을 피하기 위해서 실무상으로는 갱생절차개시 결정
일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고, 이를 기초로 갱생절차개시 결정일부터
갱생계획인가 결정일까지의 감가상각을 실시하여 갱생계획인가 결정일의
대차대조표 가액을 산정하고 있다. 즉, 갱생절차개시 결정일의 시가와 장
부가액과의 차액을 재산평가손실로 인식하는 한편으로, 갱생절차개시 결
정일부터 갱생계획인가 결정일까지의 감가상각을 추가로 계상하는 방법으
로 가능한 많은 손실을 준비하여 채무면제이익을 감액시키게 된다.

441) 法人稅法 제25조.
442) 会社更生法 제83조, 会社更生法 施行規則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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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연도 특례
갱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 채무자의 사업연도는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갱생절차개시 결정일까지를 1사업연도로 하고, 그 다음날부터
계속되는 사업연도는 갱생계획인가 결정일 또는 그 전에 갱생절차가 종료
된 때는 그 종료일까지를 1사업연도로 한다.443) 다만, 갱생계획인가결정
의 지연으로 그 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는 갱생절차개시 결정일부터 1년
이 되는 때까지를 1사업연도로 하고, 마지막에 1년 미만의 기간이 있을
때는 그 기간을 1사업연도로 한다.444) 이 경우 갱생계획인가결정일 전에
갱생절차 종료일이라 함은, 회사갱생법 제44조 제3항에 의한 갱생절차개
시결정의 취소 결정일, 회사갱생법 제199조 제4항에 의한 갱생계획불인
가결정일 또는 회사갱생법 제236조 또는 제237조에 의한 갱생절차폐지
결정일445)을 말한다. 다만, 민사재생법에 의한 재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는 이러한 사업연도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5) 중간신고 특례
갱생절차개시 결정일 다음날부터 갱생계획인가결정일 사이의 각사업
연도 또는 연결 각사업연도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71조 중간신고 규정
을 적용하지 않는다.446) 이는 재정적 곤경에 처한 채무자의 유동성문제
를 고려한 규정이지만, 중간신고 특례의 경우에도 사회경제적 영향의 정
도가 낮아서 지원의 정도를 달리하는 민사재생법에 의한 재생절차가 개시
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443)
444)
445)
446)

会社更生法 제232조 제2항.
法人税法 제13조 제1항 단서.
法人税法 基本通達 14－3－1.
会社更生法 제232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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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분식기장신고가 있었던 법인에게 갱생절차 또는 재생절차의 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에 분식기장에 의한 신고를 경정청구사유로 하지는 않는
다. 다만, 당해법인이 장부를 수정하여 확정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실무상 탄
원서를 제출하여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여 환급하고 있다.447)

제5절 외국입법례의 시사점
도산제도의 세계적 흐름은, 기존의 영국·독일을 중심으로 한 채권자
위주제도(creditor oriented bankruptcy)와 미국·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채무자위주제도(debtor oriented bankruptcy)로 구분되던 상황에서, 각
국의 제도와 관습 등에서 큰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연방파산법
제11장의 기업회생절차를 모델로 하여 각국은 경쟁적으로 채무자 회생을
중시하는 제도로 전환하고 있다. 또한 채무자의 신속한 회생을 위해 채권
자와의 합의에 의한 간편한 사적정리를 예방적 차원에서 도입·지원함으
로써 법적정리와 사적정리 즉, 공식적 절차와 비공식적 절차의 혼합형으
로 가는 추세에 있다.448)
도산법제는 근본적으로 채권정리에 관한 법률이며, 이러한 기본관점은
현재 영국, 독일 등에 그대로 남아있고, 채무는 변제해야 한다는 로마법
이래의 원칙적 관점이다. 이와 달리 미국에서는 채무자에게 유리한 제도가
발달하였다. 영국 등에서 신대륙으로 이주한 미국인들은 종주국인 영국인
등으로부터 자금을 빌려서 개척 역사를 시작했다. 그 결과, 영국인 등 채
447) 法人税法 제135조; 日本公認会計士会協会京滋会, 2003, 앞의 책, 172쪽.
448) 根本忠宣, 2006, 倒産法の企業金融に与える影響, 中小企業総合研究, 第３号, 3-5쪽.
http://www.jfc.go.jp/c/jpn/publish/pdf/study200603_01.pdf#search (2011. 7. 28.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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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자들은 채권상환을 요구하고, 미국의 채무자들은 이를 회피할 수밖에 없
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개척생활에서 실패한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기회
를 줌으로서 지속적인 개척을 이뤄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미국 이
주민들의 생각이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 속에서 미국은 빠르게 채무자에
게 유리한 제도로 발전하였고, 그러한 사회적 필요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유럽은 현재까지도 기본적으로는 채권자를 위한 도산제도를 유지하여 도
산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입장에서는 서로 상반되고 있다.449)
이와 관련한 각국의 회생세제를 보면, 회생법리에 따라 기본적으로
절차 전후로 나누어서 그 취급을 다르게 정하고 있다.
회생절차개시 전의 조세채권은 회생절차의 기본속성이 채무자의 회생
절차개시 전 채무의 조정절차임을 고려하여 일단 회생절차 내에 구속시키
기 위해서 사업연도까지 절차 전후로 구분하고 있는 한편으로, 대체적으
로 각국의 조세법은 효율적인 사전 징수제도들을 두고 있다.
예컨대 미국은 징수절차상 근로소득세 등 원천징수대상조세와 소비세
등 거래징수대상조세 중에서 징수한 조세는 위탁조세인 금전(trust fund
taxes)으로 별도 관리하도록 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연방파산법상 절차가
개시되더라도 파산재단의 재산에 포함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별도징수하고
있으며, 법인세 등에 대한 분기별 예납제도와 함께 체납조세에 관해서는
조세담보권(tax lien)제도를 통하여 채무자에게 소유재산이 있었다면 절
차 전에 이미 담보권을 설정하여 우선권이 확보되도록 하고 있다. 이는
회생절차가 쉬운 법률 환경에 맞게 효율적인 조세징수를 제도적으로 보장
하려는 취지로 이해된다.
449) 中島弘雅, 2006, イギリスの企業倒産手続の構造と会社法との接点, 会社法解釈等総点検研究会, 27-28쪽.
http://www.21coe-win-cls.org/english/activity/pdf/7/0 2.pdf#search (2011. 6. 9.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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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개시 후에 채무자에게 발생하는 조세채권은 모든 이해관계자
공동의 이익을 위한 절차수행비용으로서 각국이 모두 우선변제를 인정하
고 있다. 이 경우 회생절차에 수반되는 채무면제에 관해서는 담세력을 수
반하지 못하는 그 속성으로 인하여 회생절차 취지와 각국의 재정목적에
따라 개발된 논리와 적용하는 제도에서 서로 다름을 보여주고 있다.
경제적으로는 이미 국경개념이 없어진지 오래되었고, 그 어느 때보다
국가 간 상호의존도가 높아진 현실에 따라 회생법에서도 국제도산절차를
도입한 점을 고려하여, 앞에서 간략히 살펴 본 선진 4개국의 도산절차상
조세채권의 지위와 채무자 과세체계에 대하여 우리의 그것에 대한 합리적
해석과 입법적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사점들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각국은 모두 회생절차에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절차개시 한 연
도의 기간과세하는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에 대한 사업연도 또는 과세기간
을 절차 전후로 구분하고 있다. 도산제도는 회생절차개시 전의 채무자 경
제활동에 기인한 채무를 조정대상으로 삼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회생절
차개시 후 조세채권은 모든 이해관계자 공동의 이익을 위한 절차비용으로
서 도산절차상 채무조정대상이 아니다. 특히 일본은 해당사업연도 개시일
부터 갱생절차개시 결정일까지를 1사업연도로 하고, 갱생절차개시 결정일
부터 갱생계획인가결정일 또는 그 전에 갱생절차종료일까지를 1사업연도
로 각각 세분화하고 있다. 도산법리상 각 기간에 맞는 적정한 취급을 위
해서이다.
둘째, 회생절차 전 조세채무의 면책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회생계획
등에서 조세채무의 면제를 규정할 여지를 두고 있으므로, 그 경우에는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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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채무도 면제될 수 있다는 입장에 있다. 다만, 채무자의 위법행위에 기
한 조세채무는 미국·일본은 명문규정을 두는 등으로 면책대상에서 제외
시키고 있으며, 영국은 각 절차 전의 기간에 대한 조세채권은, 각 절차
개시 효력발생일에 납기도래여부와 납부여부 또는 부과여부에 상관없이
모두 각 절차에서 입증된 조세채권에 포함시키는 한편, 조세채무에 대해
서는 무한책임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신고 누락된 조세채무의 면책될 여지
를 제거하고 있다. 이는 조세법리 뿐만 아니라 일반법리 내지 일반의 정
의 관념에서 보아 합리적이다.
셋째, 각국의 회생절차상 채무면제이익에 대한 과세상 취급에서는 과
세·비과세 등 각기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공식적인 회생절차상 채무면제이익뿐만 아니라 채무초
과상태에서 비공식적 채무조정에서 발생한 채무면제이익에 관해서도 채무
면제이익을 과세에서 제외하는 동시에 그에 상응하는 이월결손금, 자산의
기초가액 등 향후 과세표준을 감소시키는 조세속성의 감액을 통한 과세이
연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영국은 회생절차상 채무를 상거래채무와 금융거래채무로 구분한 후,
금융거래채무의 면제에 관해서는 과세소득으로 인식하고, 상거래채무의
면제에서는 합의된 채무면제를 당초 제품 등의 가격조정으로 이해하여 장
부반영을 전제로 과세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특히, 채무자의 채무초과상
태에서 발생하는 출자전환 채무면제는 조건없이 과세제외하고 있다.
독일은 회생절차상 채무면제이익 중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으로 공제한 잔
액은 원칙적으로 형평면제처분대상으로 하여 과세에서 제외시키고 있으며,
이는 회생절차상 채무면제에는 담세력이 없다는 특성이 반영된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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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회생절차상 채무면제이익도 과세소득으로 하는 동시에 결손
금, 자산평가손실, 특례결손금, 이월결손금과의 공제 및 채무면제금액에
이를 때까지 이후 결손금과의 공제를 허용하는 한편으로, 요건을 충족하
는 적격현물출자에서는 채무면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같이, 각 국의 회생절차상 채무면제에 관한 입법변천사 또는 현
행의 과세상 취급을 보면 일정한 이론에 근거한 제도로 정착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독일의 회생절차상 채무자에 대한 채무면제이익과세 변천과
정과 미국의 그것을 보면, 회생절차에 있는 채무자에게 불가피하게 발생
하는 채무면제이익에 대한 과세여부에 관해서는 시소를 불문하고 적용가
능한 일관된 논리필연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단지 입법정책적 관점에서
채무자회생과 재정수입 중 어디에 더 무게를 둘 것인가에 달려있을 뿐임
을 보여주고 있다.
넷째, 각국은 조세제도와 회생제도 간 조화를 위해서 필요한 규정들
을 별도로 두고 있다. 회생절차상 필요에 따라 도산법에 규정한 내용에
대응적으로 조세법도 관련규정을 두어 조세법목적과 회생제도목적의 달성
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특히, 연결납세 또는
동업기업과세를 적용하는 채무자에 관해서도 그 속성상 구분의 필요가 있
는 부분은 별도규정들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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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회생세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회생법은 회생절차상 조세채권을 크게 두 유형으로 나누고 있다. 즉,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조세채권은 회생채권으로 분류하여 회
생절차상 조정대상으로 삼고, 회생절차개시 후의 원인으로 생긴 조세채권
은 회생절차비용인 공익채권으로 분류하여 회생절차와 관계없이 변제하도
록 하고 있다.
회생법은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의 조세채무에 대한
회생절차상 취급에서는 채무자 회생이라는 제도적 취지에 지나치게 치우
쳐 있다. 반대로 조세법은 회생절차개시 후에 성립한 조세채권에 관해서는
채무자 회생이라는 회생제도의 취지를 고려함이 없이 재정목적에 기울어
져 있어 두 법제 사이에 갈등과 부조화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예컨대 현행 국세기본법은 부과권의 소멸사유로서 제척기간의 만료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척기간의 만료란 법문 그대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에서 정하고 있는 부과권의 존속기간(5년, 7년, 10년, 15년 등)이 모두
경과된 것을 가리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생절차상 조세채무의 면책에
대하여, 대법원은 이러한 부과권의 존속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부과권이 소멸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즉 납세의무자(채무자)의 고
의적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과소신고 또는 무신고로 인하여 과세가 누락
되어 회생법상 신고기간 안에 채권신고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까지 권리가
소멸하는 것으로 보며, 이 경우 그 권리소멸에서는 조세의 부과권 자체가
소멸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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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조세법은 회생절차상 발생하는 채무면제이익이 담세력을 수반
하지 않는 단순한 계산상 또는 명목상의 이익에 불과함에도 이를 법인세
법인세법제조제호및
 이 역시 지나치게
의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같은법시행령제조제항제호

재정목적에 치우친 불합리한 규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하에서는 제1절에서 회생법상 회생채권과 공익채권의 분류에 관하
여, 제2절에서 회생절차상 조세채권의 감면(면책)에 관하여, 제3절에서
회생절차상 발생한 채무면제이익의 과세에 관하여, 제4절에서 회생절차상
대표자 인정상여처분에 대한 원천징수에 관하여, 해당 조항에 관한 해석
론을 검토하고 이어서 현행 회생세제가 안고 있는 문제점에 대하여 입법
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1절 회생채권과 공익채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회생채권 분류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도산법의 기본취지는 도산에 처한 채무자 이해관계의 공평한 조정이
다. 이 경우 회생절차에서 공평한 조정의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채무자의
채무는 회생절차개시 전의 채무자의 경제행위에 기인한 것이다. 현행 회
생법은 이와 같은 관점에서 회생법 제118조에서 회생절차상 조정대상이
되는 회생채권의 기본개념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회생법 제118조 제1호의 규정이 명료하지 않기 때문에 회생
450)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다4388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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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범위를 둘러싸고 해석상 다툼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회생채권의 분류에 관한 현행 회생법의 규정은 회생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합리성을 결여하고 있기 때문에 입법적으로 개선할 필요성
도 제기되고 있다.
이하에서는 먼저 현행 법률조항의 해석상 논점과 그 해석론을 살펴본
후, 다음으로 해당 조항의 제도적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에 관하여 검토하
고자 한다.
1) 회생법 제118조 제1호의 해석상 논점
회생법 제118조 제1호에서는 회생채권에 관하여‘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이라고 정하고 있다.
이 경우 조세채권과 관련하여‘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의 청구권’의 해석이 문제되고 있다.
즉,‘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의 해석을
둘러싸고, 회생절차개시 전에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된 조세채권을
의미한다는 견해인 확정설과 회생절차개시 전에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납
세의무가 성립된 조세채권을 의미한다는 견해인 성립설로 양분되고 있는
데, 기본적으로 이러한 논의는 회생절차상 채무조정대상이 될 채무자의
채무범위를 결정함에 있어서 채무의 실체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가
의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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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설

① 확정설
회생채권이 되는‘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
권’에 해당되는 조세채권은, 회생절차개시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됨과 동
시에 자동적으로 확정되는 조세451)이거나 또는 납세의무가 성립된 후 납
세신고나 부과처분과 같은 확정절차를 거쳐야 비로소 납세의무가 확정되
는 조세이거나를 불문하고 모두 조세청구권의 전제로서 그 세액이 구체적
으로 확정되어 있는 조세채권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452)
그 논거는 법문에서‘청구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조세채권에
있어서의 청구권은 자동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조세 또는 그 밖에 납
세신고나 부과처분과 같은 구체적인 확정절차를 거쳐서 확정되는 조세 모
두 그 확정된 때에 비로소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회생절차개시 전에 확정된 조
세채권’의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법 문언에 충실한 해석이라는 것이다.
즉, 별도의 확정절차를 요하는 조세 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조세납부
에 대한 청구권에 전제되는 확정된 조세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② 성립설
회생채권이 되는‘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

451) 인지세,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와 법인세,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및 중간예납하는 법인세
등이 이에 해당한다(국세기본법 제22조 제2항).
452) 유장훈, 2008, 채무자(회사)의 회생절차상 조세채권에 관한 연구, 비교법학, 제7집, 전주대학
교비교법학연구소, 333쪽.

- 150 -

권’에 해당되는 조세채권이란 회생절차개시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조
세채권의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는 견해이다.453) 이는 법문상‘청구권’
이라는 표현과 상관없이 설령 조세채권의 확정이 회생절차개시 후에 이루
어진다 하더라도 회생절차개시 전에 추상적으로 조세채무가 성립되어 있
으면 회생절차상 조정대상이 되는 채무자의 채무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이
다. 문언에 따른 엄격해석의 틀을 벗어난 것으로서 현행 회생제도의 취지
에 부합되는 목적론적 해석이라 하겠다.
즉, 회생절차에서 조정대상으로 삼으려는 채무자의 채무에는 회생절
차개시 전에 발생한 과세물건에 해당하는 조세채무가 포함되는 것이 회생
제도의 취지에 부합되기 때문에‘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
상의 청구권’에 해당되는 조세채권이란 회생절차개시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조세채권의 의미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견해에
는 조세채권 중 기간과세하는 법인세나 부가가치세와 같은 세목의 조세채
권은 납세의무의 성립만으로는 채권의 작용 또는 효력으로서의 청구권이
생길 수 없으므로 청구권이 생기지 않은 추상적 조세채권까지 청구권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2) 판례의 동향
조세채권이 회생채권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인‘회생
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에 대하여 대법원은 회생절차개시 전에 납
세의무가 성립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454) 판례는 회생

453) 최성근, 2004, 조세채권의 정리채권 성립시기 및 신고기한, 조세법연구10-1, 한국세법학회, 145쪽.
454) 대법원 1973. 9. 25. 선고 73다241 판결(이 사건은 취득세에 관한 것이고, 취득세는 과세물
건을 취득하는 때에 성립한다)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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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개시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조세채권은 회생절차개시 후에 부과처
분 또는 납세신고가 있는 경우에도 회생채권으로 구분하며,455) 납세의무
가 회생절차개시 전에 성립한 것인 한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아
니하였거나, 납부기한이 회생절차개시 후에 도래하더라도 상관이 없는 것
이라고 한다.456) 즉, 회생채권이 되는 조세채권은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세법이 정하는 과세요건을 충족하여 추상적으로 납세의무가 성립된 것만
으로 충분하고,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납세의무자의 납세신고나 과세관
청의 부과처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었는지의 여부 또
는 회생절차개시결정 후에 납세신고나 부과처분이 있었는지의 여부라든가
납부기한이 언제 도래하는가와 같은 문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입장
에 있다.
(3) 해석론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확정설에
따라 회생절차개시 전에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된 조세채권의 의미
로 해석하여야 한다. 회생법 제118조 각 호 외의 본문에서‘다음 각 호
의 청구권은 회생채권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호에서도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이라고 규정하여,
회생채권을 청구권만으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하에서 청구권의 개념을 살펴보고,‘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의 의미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455) 대법원 1973. 9. 25. 선고 73다241 판결; 1982. 5. 11. 선고 82누56 판결; 1994. 3. 25. 선고
93누14417 판결 등.
456)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5563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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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청구권의 개념
채권이 발생하면 언제나 청구권도 존재한다. 채권과 청구권은 같은
것은 아니지만 채권이 청구권의 실현을 궁극의 목표로 하기 때문에 청구
권은 채권의 본질적인 요소이면서 또한 채권의 작용 내지 효력인 것이다.
따라서 채권과 분리해서 청구권을 양도하지 못하며 청구권의 양도는 채권
자체의 양도가 되고, 청구권의 포기는 채권자체의 면제가 된다.457) 그러
나 청구권은 즉시의 행위요구권을 의미하기 때문에 아직 이행기가 도래하
지 않은 채권에 있어서는 채권은 있어도 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조세법상으로는 이러한 사법상의 청구권에 유사한 성격의 권리를 징
수권이라 하는데, 납세자의 납세신고 또는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에 의하여
확정된 세액의 이행을 청구하는 권리를 말한다. 즉 징수권은 납세자에게
조세채무의 이행을 청구하고, 납세자가 이행하는 조세채무를 수령하며,
그 이행이 지체되는 경우에는 자력집행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로 이해
한다. 징수권에 자력집행권과 조세의 공익성458)에 바탕을 둔 우선징수권
을 인정하는 것을 제외하면 사법상 청구권과 그 법적성격이 같다.459)
회생법 제140조 제2항에서도 청구권을 구체적으로 부연하여,‘회생
계획에서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
권’이라고 하여 이행기가 도래한 조세채권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457) 곽윤직, 2003, 앞의 책, 12쪽.
박준서, 2000, 주석민법(제3판)(채권총칙-1), 한국사법행정학회, 39쪽.
458) 조세우선징수권의 논거를 조세의 공익성에 두고자 하는 견해는 다음의 문헌과 판례에서 찾을
수 있다.
최명근, 2006, 앞의 책, 507쪽; 이태로·한만수, 2009, 앞의 책, 124쪽; 이중교, 2009, 통합도산
법상 도산절차에서의 조세우선권에 관한 검토, 조세법연구, 제15-1집, 한국세법학회, 129쪽; 임
승순, 2010, 앞의 책, 219쪽; 대법원 1983. 11. 22 선고 83다카1105 판결.
459) 최명근, 2006, 앞의 책, 46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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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결어
조세채권은 사법상 채권과 달리 실정법상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을
별개로 구분하고 있다. 또한 납세의무의 성립만으로는 이행 청구력이 없
기 때문에 회생법 제118조 각호 외의 본문 중‘다음 각 호의 청구권’,
같은 조 제1호의‘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은 확정설에 따라 회생절차개시 전에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된 조세
채권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즉, 현행 회생법상의 문언에 따르면 회생절차
상 회생채권에 포함되는 조세채권은 회생절차개시 전에 납세의무가 구체
적으로 확정된 조세채권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2) 회생법 제118조 제1호의 문제점과 입법상 논점
(1) 조항의 규정취지 면에서 본 문제점
재정적 곤경에 처한 채무자가 회생절차를 통하여 집단적으로 조정하
고자 하는 채무는 회생절차개시 전의 채무자의 경제활동에 기인한 것으로
한정되고, 회생절차개시 후의 회생절차 관리비용은 이에 포함될 수 없다.
즉, 회생절차개시 전의 채무자의 경제행위에 기인한 채무는 모두 회생절
차에서 채무조정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것이 회생법의 기본적 태도이다.
이러한 회생법의 기본 관점에 따라서 회생절차에서 조정대상으로 삼
아야 할 채무자의 회생채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회생법 제118조
각 호 외의 본문에서‘다음 각 호의 청구권’, 같은 조 제1호에서‘회생
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조세채무에 관한 한,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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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8조 각 호 외의 본문 중‘다음 각 호의 청구권’, 같은 조 제1호
의‘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이라는 문언으로
인하여 회생법의 기본적 태도 내지 조항의 규정취지와는 상반되게 해석될
여지가 있다.
즉, 위의 조항에서의‘청구권’이라는 문언으로 말미암아, 회생절차개
시 전의 채무자의 경제행위에 기인한 일부 조세채무를 회생채권에서 제외
하여 공익채권으로 포함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2) 기간세에 있어서의 문제
회생법은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에 기한 채무자에 대한 재산상 청구
권이면 사법상 채권과 공법상 채권 모두를 회생채권에 포섭한 후에, 벌금
등 채권과 조세채권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는 방법으로 공법상 채권의 고
유특성을 고려하고 있다. 즉, 회생절차에서는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에
기한 조세채권은 채무자의 채무조정대상인 회생채권에 포함시켜서 회생절
차에 따르도록 하는 한편, 절차 내에서 일반적 우선권 있는 채권으로 취
급하고 있다.
이와 같이 채무자의 채무조정대상이 되는 조세채권의 범위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는 회생절차상 채무자는 물론이고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권
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서 중요한 문제이다. 구분시기와
방법에 따라서는 공익채권이 되어 절차와 상관없는 우선징수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현행 회생법 체계 내에서 조세채권과 관련한‘회생절차개시 전의 원
인’을‘회생절차개시 전의 납세의무 성립’으로 해석하면, 조세법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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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취득세․인지세 등과 같은 세목은 특정한 행위나 사실 등460)이 있는 때
에 바로 납세의무가 성립하여 회생채권에 포함되지만,461) 과세기간이 종
는 다음과
료한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제조

같은 불합리한 점이 생긴다.462)
기간과세하는 조세로서 과세기간의 진행 중에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
면 설령 회생절차개시 전에 상품·제품 등을 판매하거나 자산을 처분함에
따라 생긴 소득이나 공급가액 등(이하에서 “소득 등”이라 한다)이라 하
더라도 회생절차 개시 후 과세기간이 종료한 때에 비로소 해당 소득 등에
대한 납세의무가 성립하게 되므로, 회생절차가 개시된 연도의 회생절차개
시 전에 생긴 소득 등에 대한 조세채권은 회생채권이 아닌 공익채권으로
분류된다. 예를 들어 과세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 법인이
11월 20일에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1월 1일부터 11월 19일까지 발생
한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는 그 해 12월 31일이 되어서야 비
로소 성립한다. 이 경우 1월 1일부터 11월 19일까지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는 회생채권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간과세조세에 해당
하기 때문에 공익채권으로 바뀌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기간과세조세의 경우 과세요건의 완성시기를 과세기간이 종료한 때로
하는 취지는 단순한 세무회계 내지 조세행정상의 편의성에 기인한 것이
다. 이와 같은 세무회계 내지 조세행정상의 편의성 때문에 회생제도의 취
지가 훼손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460) 재산의 취득 또는 과세문서의 작성 등이 이에 해당한다.
461) 납세의무 성립과 동시에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세목의 경우에는 현행 회생법 제118조 제1호
규정의 문언과 그에 대한 해석상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는다.
462) 회생채권 중에서 담보있는 권리가 회생담보권이므로 회생담보권에서도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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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법리상 회생절차에서 채무조정대상이 되는 조세채권은 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성립한 것이어야 하기 때문에, 회생절차개시 전에 발
생한 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은 회생절차개시 전의 회생채권으로 구분
함이 법리상 타당하다. 회생절차개시 전에 발생한 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은 회생절차상 모든 이해관계인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발생한 회생절차
비용이 아니므로 공익채권으로 분류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회생법이 기간과세조세에 대하여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을 반영하지 못한 것은 입법상의 불비로 보인다. 현행 회생법
의 바탕이 된 구 회사정리법을 제정할 때에 그 모델로 삼았던 일본의 회
사갱생법은 갱생절차개시 결정일에 법인세463)의 과세기간을 종료464)시
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 밖에 미국, 영국 및 독일도 마찬가지로 기간
과세하는 조세는 회생절차개시일을 기준으로 하여 과세기간을 구분하고
있다.

3) 개선방안
(1) 회생법 제118조 제1호의 개정방안
회생법의 기본관점에 비추어 볼 때 회생절차를 통하여 채무조정대상
으로 삼아야할 채무자의 조세채무는 회생절차개시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
된 추상적 조세채무까지 포함되도록 입법적으로 개선을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설령 회생법 제118조 각 호 외의 본문 중‘다음 각 호의 청구권’,
같은 조 제1호의‘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463) 회사갱생법은 주식회사에만 적용된다(会社更生法 제1조).
464) 会社更生法 제232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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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추상적 조세채권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판례의 입장이 옳다고 하더
라도 해석상 혼란의 여지를 제공하는 위의 법문을 명료하게 고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미국, 영국, 독일 및 일본 등 외국에서는 회생절차개시 전에 납세의무
가 성립한 조세채권에 대하여 모두 채무자의 채무조정대상으로 삼고 있
다.465)
구체적인 개선방안으로서는 조세채권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어
‘회생절차개시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조세채권’을 회생채권으로 한다
는 명문의 규정을 두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한다.
(2) 기간과세조세에 대한 과세기간 의제규정의 신설
회생법상 회생채권은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권을 그 대
상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기간과세조세의 경우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회
생절차개시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발생한 소득금액이나 공급가액 등에 대
한 법인세나 부가가치세 등은 실제로는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조세채권이지만 회생채권이 되지 못하고, 공익채권으로 바뀌게 됨은 이미
전술한 바와 같다.
회생절차상 채무자에 대한 기간과세조세의 경우, 회생절차개시 전의
채무를 조정하려는 취지를 관철하기 위해서는 회생절차개시결정일이 속하
는 기간과세조세의 과세기간을 회생절차개시결정일 전일466)에 종료시키
는 것467)이 합리적이다.468)
465) 그와 동시에 사업연도 또는 과세기간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466) 회생절차개시결정은 그 결정 시부터 효력이 생긴다(회생법 제49조 제3항). 따라서 그 결정한
때가 속하는 결정일부터는 채무자가 회생절차에 있게 된다.
467) 법인세법 제8조 제1항에서는 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의한 해산을 제외한 경우로서 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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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법인세․부가가치세 등과 같은 기간과세조세로서 과세기간 도중에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회생절차개시일 전일
까지와 회생절차개시일부터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를 각각 1과세기간으
로 의제하도록 하는 규정을 둘 필요가 있는 것이다.469) 이렇게 하면 과
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회생절차개시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발생한 소득금액
이나 공급가액 등에 대한 법인세 또는 부가가치세는 회생채권으로 되고,
회생절차개시일부터 과세기간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발생한 소득금액이나
공급가액 등에 대한 법인세 또는 부가가치세는 공익채권으로 되어 앞에서
지적한 문제점들을 해소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과세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 법인이 11월
20일에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면 1월 1일부터 11월 19일까지의 기간과
11월 20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각각 1과세기간으로 의제하여
1월 1일부터 11월 19일까지의 기간에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는
회생채권으로, 그리고 11월 20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발생한
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해산한 경우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까지의 기간과 해산등
기일의 다음날부터 그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각각 1사업연도로 보도록 규정하면서, 파
산으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파산등기일을 해산등기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상
법 제227조 제5호에서는 파산을 해산원인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파산은 법원에서 결정권을 가
지고 있으므로 상법 제228조 해산등기 대상에서는 파산을 제외시키는 대신 회생법 제23조 제1
항 제1호에서 법원의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직권으로 지체 없이 채무자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채무자가 회생절차폐지
등으로 파산절차로 이행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회생절차에 있는 법인이 사업연도
중간에 회생절차 폐지 등으로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는 파산등기일을 사업연도 종료일로 보아야
하고, 파산으로 해산하는 경우 해산 사업연도의 각사업연도 법인세와 청산소득 법인세는 모두
파산등기일에 성립하고, 모두 파산선고 이전의 원인으로 생긴 것으로서 재단채권에 속하게 된다.
(최완주, 1999, 파산절차와 조세관계, 재판자료, 제82집, 법원도서관, 404쪽).
468) 같은 뜻; 유장훈, 2008, 앞의 논문, 337쪽.
469) 회생절차 취지 모두를 고려하면, 회생절차개시 후에 파산원인 사실이 있는 등으로 인하여 파
산선고를 받거나 회생계획인가결정 후 회생절차폐지결정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효력일 전일까
지만 회생절차에 있는 사업자로 보아 과세기간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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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는 공익채권으로 구분하도록 한다. 그리고 부가가
치세의 경우에는 7월 1일부터 11월 19일까지의 기간에 공급한 재화 등
의 공급가액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회생채권으로, 11월 20일부터 12
월 31일까지의 기간에 공급한 재화 등의 공급가액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는 공익채권으로 구분하도록 한다.
비교법적으로도 보더라도 회생제도의 취지에 따라 대부분의 국가들이
회생절차개시 전에 발생한 채무를 조정대상채무로 하면서, 미국, 독일, 일
본은 도산법에서 채무자의 과세기간의 특례를 동시에 규정하고 있고, 영
국은 조세법에서 채무자의 과세기간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2. 공익채권 분류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1) 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9호의 해석상 논점
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9호에서 원천징수하는 조세와 특별징수의무
자가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주세
등과 같은 간접세, 본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교육세
등470)은 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되지 않았다면 공익채
권으로 분류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 구체적인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179조(공익채권이 되는 청구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한다.
470) 이하에서는 원천징수하는 조세와 부가가치세로 범위를 축소하여 논의하기로 한다. 특별징수의
무자가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는 원천징수하는 조세와 법적 성격이 같고, 개별소비세·
주세 등과 같은 간접세는 부가가치세와 성격이 동일하기 때문에 논의의 범위를 위와 같이 한정
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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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략)
9. 다음 각 목의 조세로서 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
니한 것
가. 원천징수하는 조세. 다만,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의 규정에 의
하여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상여에 대한 조세는 원천징수된
것에 한한다.
나.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주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
다. 본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라.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

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9호에서 공익채권으로 정한 원천징수하는
조세 등의 범위를 둘러싸고 앞의‘1. 회생채권 분류상 문제점과 개선방
안’에서 다룬‘회생법 제118조 제1호의 해석상 논점’과 같은 다툼이
있다.
즉 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9호에 의하면 공익채권으로 보는 원천징
수하는 조세 등이란, 첫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권으로
서(제1항 본문), 둘째 원천징수하는 조세 또는 부가가치세 등에 해당하여
야 하고(제1항 제9호 각 목), 셋째 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것과 같은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조세를 말한다.
위의 요건 중 첫째 요건의 해석이 문제가 되고 있다. 즉 첫째 요건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권’에서 청구권의 해석을 둘
러싸고 확정설과 성립설의 대립이 있다.
이에 관하여는 이미 앞의‘1. 회생채권 분류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의‘회생법 제118조 제1호의 해석상 논점’에서 다룬 확정설과 성립설에

- 161 -

관한 해석론과 논의내용이 동일하다. 앞의‘1. 회생채권 분류상 문제점과
개선방안’의‘회생법 제118조 제1호의 해석상 논점’에서 다룬 학설의
대립, 판례의 태도 및 결론이 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9호의 내용과 동
일하기 때문에 중복적인 서술을 피하기 위하여 이곳에서는 다시 재론하지
않기로 한다.
2) 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9호 가목 단서규정의 문제점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상여에 대한 조세는 원천징수된 것에 한하도록 한 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9호 가목 단서 규정은 법인세법상 소득처분에 따른 원천징수대
상 조세의 납세의무 성립·확정에 관련된 조세법상 관련규정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즉, 법인세법상 소득처분 규정에 의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경우와
같이 관련 소득의 지급시기를 기준으로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확정되는
것이 아니고 소득금액변동통지시기에 따라 성립·확정되며, 그 소득금액
변동통지는 제척기간 내에는 언제나 가능하여 유동적이다.471)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9호 가목 단서 규정은
결과적으로 소득금액변동통지 시점에 따라서 공익채권 또는 회생채권 여
부가 결정되도록 하여 불합리하다. 이는 주로 대표자 인정상여처분과 관련
된 문제이므로 제4장 제4절 회생절차개시 전 유출소득 관련 문제점과 개
선방안에서, 그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471) 다만, 회생계획인가결정 후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에 따라 당해 소득처분대상
거주자에게 직접 통지한다. 이에 관해서는 후술하기로 한다.

- 162 -

3) 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9호에 열거된 조세채권의 본질 문제
앞서 본 바와 같이, 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9호에 규정된 원천징수
하여 납부하는 조세와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주세 등으로서 회생절차
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분류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유형에 속하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조세472)와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주세 등과 같은 거래징수하여 납부
하는 조세는 그 본질상 채무자에게 속하는 재산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조세는 회생절차관리비용도 아니다.
회생절차상 원천징수대상조세와 거래징수대상조세로서 아직 납부기한
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세채권에 대한 바람직한 입법상 취급방법에 관하여
는 다음과 같이 견해가 갈린다. 즉 현행 회생법에서와 같이 공익채권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인 공익채권설, 회생채권으로 구분하는 것
이 타당하다는 견해인 회생채권설과 환취권과 유사한 권리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환취권 유사설로 구분된다.
(1) 공익채권설
원천징수대상조세와 거래징수대상조세로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세채권은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조세채권에 해당하
므로 회생법상 채권분류기준에 따라 회생채권으로 분류함이 마땅하지만
해당 조세채권의 특성을 고려하여 볼 때 공익채권으로 분류함이 타당하다
는 견해이다.
원천징수대상조세와 거래징수대상조세를 공익채권으로 구분하여야 할
논거에 관하여는 그 속성을 둘러싸고 다시 의견이 갈린다. 즉 원천징수대
472) 법인세법상 대표자 인정상여처분에 관련하여 원천징수한 조세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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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세와 거래징수대상조세는 채무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대
신473)하여 해당 조세를 징수하여 보관하는 것이므로 환취권과 같이 다루
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거나,474) 실질적으로는 채무자에게 속하지 않는
재산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게 환취권자와 유사한
지위를 부여한다는 취지에서 이를 특별히 공익채권으로 규정한 것으로 이
해하거나,475) 이들 조세는 채무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갈음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이므로 그 한도에서 환취권과 같은 취급을 하여야 할 것
이기 때문에 공익채권으로 취급해야 한다는 등이 있다.476)
원천징수대상조세와 거래징수대상조세는 채무자인 원천징수의무자 또
는 부가가치세 등의 납세의무자가 금전으로 징수하여 납부기한까지 일시
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는 조세채권자인 국가 또는 지
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재산이다. 그러나 금전은 환취권의 대상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477) 그나마 변제의 확실성이 높은 공익채권으로 분류하는 것
이 타당하다는 견해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견해의 공통점은 결국 그 권리의 본질에서 조세채권자의 재산
임을 인정하면서도 그 권리의 본질에 맞지 않는 취급을 하는 것이기 때문
에 문제가 된다.
즉 원천징수대상조세 또는 거래징수대상조세로서, 특히 원천징수하였
거나 거래징수한 조세는 모두 조세채권자에게 속하는 재산이기 때문에 공
익채권과는 그 성격이 전혀 다르다. 즉 공익채권은 채무자에게 회생절차
473) 이에 대하여는 이론적으로 위탁, 위임, 대리 등의 설이 있으나 여기서는 생략하기로 한다.
474) 한국산업은행 조사부, 1982, 앞의 책, 287쪽.
475) 최완주, 2000, 앞의 논문, 536쪽.
476) 최성근, 2004, 앞의 논문, 134쪽; 이창희, 2007, 세법강의, 박영사, 155쪽; 임승순, 2010, 앞
의 책, 262쪽;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실무연구회, 2011a, 앞의 책, 408쪽.
477)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실무연구회, 2011c, 개인파산·회생실무(제3판), 박영사, 36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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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개시가 있는 경우 회생절차 개시결정일부터 회생절차 종결결정일까지
모든 이해관계자의 공동이익을 위한 절차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할 목
적으로 인정된 채무자에 대한 청구권이므로 앞의 원천징수대상조세 또는
거래징수대상조세와는 그 성격이 같을 수 없는 것이다.
공익채권은 채무자의 재산이 공익채권의 총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회생법
 그러나
것이 명백한 때에는 전액변제에 대한 제한이 가능하다.  제조제항

원천징수대상조세 또는 거래징수대상조세는 조세채권자의 재산 즉, 채무
자의 재산과는 관계없는 제3자인 조세채권자의 재산이므로, 이와 같은 제
3자의 재산에 대한 부당한 권리제한은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
(2) 회생채권설
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9호에서 공익채권으로 규정한 원천징수대상
조세 또는 거래징수대상조세는 회생절차개시 전에 성립한 조세채권이므로
그 성질상 회생채권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이다. 그 논거는
다음과 같다.478)
첫째, 성질상 공익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조세채권의 일부를 아무런
합리적 이유 없이 공익채권으로 격상시키는 것은 회생절차의 효율적 운용
을 해치게 된다. 다른 채권자들과의 관계에서 형평을 해치는 것이 될 뿐
만 아니라, 회생계획의 수립에 장애사유로 작동하여 기업회생을 포기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이 소득처분에 의한 인정상여에 대한 원천징
수조세는‘원천징수된 것에 한하여’위 공익채권에 해당하게 한 것은 공
익채권이 되는 조세채권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도산기업의 회생이라는

478) 이의영, 2008, 회사도산세제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대학원 법학박사학위논문, 27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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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게 된 현실에 부딪혀 엉거주춤한 타협에 이른
것으로서, 이 문제에 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되지 못한다.
둘째, 조세채권은 통상의 재산상 청구권과 완전히 동일하게 취급하여,
일부 성질상 공익채권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전부 통상의 회생채권
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견해는 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9호에서 공익채권으로 규정
한 조세채권들은 회생채권과 같이 회생절차개시 전에 성립된 것들이라는
점만 중시한 견해이다. 즉, 채무자 회생제도의 취지에서 현행 회생법상
원칙적인 권리구분 기준에 따라서 회생절차개시 전에 성립된 조세채권은
회생채권으로 하고, 회생절차개시 후에 발생한 조세채권은 공익채권으로
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회생법제의 취지에 따라 규정된 회생법상 권리구분 기준(조세
채권의 성립시기)에 앞서, 회생절차와 관련 여부가 결정되는 권리의 본질
또는 성격에 대한 고려가 선행되어야 보다 논리적인 판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공익채권 또는 회생채권은 회생법리상 권리의 발생시기에 따라
결정되지만, 제3자의 재산권은 회생절차상 권리의 발생시기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이다.
(3) 환취권 유사설
원천징수대상조세 또는 거래징수대상조세는 그러한 조세의 본질상 조
세채권자의 재산에 속하기 때문에 환취권에 유사한 권리를 인정하여, 해
당 조세는 회생절차와 별도로 채무조정 대상이 되는 채무자의 재산에서
분리시켜 조세채권자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견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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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취권이라 함은, 관리인이 현실적으로 점유·관리하고 있는 재산에
는 채무자에게 속하지 않는 재산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재산에 대하여 권
리를 주장하는 제3자가 관리인으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회생법 제70조에서도‘회생절차개시는 채무자에게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
을 채무자로부터 환취하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479)라고 하
여 특별히 환취권에 관한 확인적 규정을 두어 제3자에 속하는 재산은 절
차와 무관함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환취권은 회생법에서 창설한 권리가 아니고 소유권 등 목적물
에 대하여 제3자가 가지는 실체법상 권리에 기한 당연한 효과이기 때문
에 환취권 유무는 민법·상법 기타 실체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결정된
다.480) 따라서 환취권 행사에서는 그 방법이나 절차에서 권리신고나 조
사 등 특별한 제약이 없고481) 법리상 회생법에 규정이 없더라도 권리행
사가 가능한 것이다.
회생절차는 채무조정을 통한 채무자 재산의 배분과정482)의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에게 속하는 재산만을 조정
내지 배분대상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 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9호에
열거된 조세채권들은 해당 조세의 경제적 부담자(담세자)와 납세자가 다
르게 설계된 것이다. 그 결과 특히, 채무자가 원천징수하였거나 거래징수
한 조세는 채무자에게 속하는 재산이 아니고 조세세권자인 국가 또는 지
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재산인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조세는 회생절차와

479) 会社更生法 (取戻権)제64조, 更生手続の開始は、更生会社に属しない財産を更生会社から取り戻
す権利に影響を及ぼさない。
480) 전병서, 2006, 앞의 책, 275쪽 및 277쪽.
481) 위의 책, 283쪽.
482) 윤종구, 2004, 앞의 논문, 2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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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관하게 조세채권자가 자기재산으로서 되돌려 받을 수 있어야 한다.483)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9호에 열거된 조세채권
을 공익채권으로 규정한 것은 해당 권리의 본질이나 성격에 맞는 취급이
아니다. 비록 채무자가 현실적으로 징수한 조세를 일시적으로 지배․관리
하고 있다 하더라도 제3자의 재산권은 공익채권 즉,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공동의 이익을 위한 회생절차개시 후의 절차비용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기
때문이다.
한편 회생절차개시 전에 발생한 원천징수대상조세 또는 거래징수대상
조세는 회생법상 원칙적인 채권분류기준에 따르면 회생절차에 구속되는
회생채권이지만, 이를 공익채권으로 분류함으로써 우선순위에서 일견 조
세채권자에게 유리한 듯 보이지만, 해당 조세채권의 성질에 부합하는 분
류가 아니기 때문에 조세채권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
다. 즉 조세채권자 입장에서 보면, 원천징수대상조세 또는 거래징수대상
조세는 조세채권자에게 속하는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회생법이 해당
조세를 회생절차의 절차관리비용으로 인식하여 공익채권으로 구분하였기
때문에 채무자의 재산으로 공익채권 변제에도 부족이 있는 경우에는 변제
회생법
 의 문제가 생긴다. 채무자의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채무자
제한  제조제항

회생절차와 무관하게 보호되어야 할 조세채권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 재산이 회생절차로 인하여 부당한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

483) 이러한 논리에서 회생법은 제70조에서, ‘회생절차개시는 채무자에게 속하지 않는 재산을 채무
자로부터 환취하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환취권을 규정하고, 제73조에서는, ‘채무자
가 회생절차개시 전에 환취권의 목적인 재산을 양도한 때에는 환취권자는 반대급부의 이행청구
권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으며, 관리인이 환취권의 목적인 재산을 양도한 때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 관리인이 반대급부의 이행을 받은 때에는 환취권자는 관리인이 반대급부로 받은 재산의 반
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여 대체적 환취권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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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공익채권에 대한 변제제한이 필요한 경우에도
공익채권을 위한 유치권·질권·저당권·전세권 및 우선특권의 효력은 제
한할 수 없는 것과 비교해보면, 회생절차비용인 공익담보권보다 자기의
재산을 반환받을 권리가 후순위로 밀리게 되는 결과가 되어, 재산권 보장
이라는 헌법상의 원칙이나 일반의 정의관념에도 위배된다.
결과적으로 이런 유형에 속하는 조세채권의 본질이나 성격에 따르면
회생절차와 관련 없는 것이기 때문에 회생절차와 관련된 공익채권설이나
회생채권설로는 설명이 어렵고 해당 채권의 본질이나 성격에 맞는 별도의
취급이 필요한 것이다.
(4) 학설에 대한 검토
회생절차개시 전에 원천징수 또는 거래징수 하였으나 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하여 채무자(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부
가가치세 등의 납세의무자)가 일시적으로 보관․관리하고 있는 원천징수
대상조세 또는 거래징수대상조세는 회생절차와는 관계없이 조세채권자에
게 반환되어야 한다. 그러나 특정할 수 없는 금전의 특성상 이를 환취권
의 대상으로 할 수는 없고, 회생절차상 환취권 대상이 되는 목적물과 유
사하게 취급하여 회생절차와 상관없이 조세채권자에게 반환하도록 해야
한다는 환취권 유사설에 찬성하고자 한다.484) 그 논거는 원천징수하였거
484) 여기서는 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회생절차개시 전에 원천징수하였거나 또는 거
래징수하였으나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하여 채무자인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부가가치세
등의 납세의무자가 일시적으로 보관․관리하고 있는 원천징수대상조세 또는 거래징수대상조세를
대상으로 논의하였으나, 이와 같은 논의는 회생절차개시 전에 원천징수하거나 거래징수하였으나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하여 채무자인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부가가치세 등의 납세의무자
가 일시적으로 보관․관리하고 있는 원천징수대상조세 또는 거래징수대상조세로 한정할 이유가
없다. 회생절차개시 후에 원천징수하거나 거래징수하여 납부하는 원천징수대상조세 또는 거래징
수대상조세에도 그대로 적용하여야 한다. 즉, 회생절차개시 후에 원천징수하거나 거래징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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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거래징수한 원천징수대상조세 또는 거래징수대상조세의 성격 또는 본
질에서 찾아야 한다. 즉, 채무자인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부가가치세 등의
납세의무자가 원천징수하였거나 거래징수하여 일시적으로 보관․관리하고
있는 원천징수대상조세 또는 거래징수대상조세는 실질적으로는 조세채권
자에게 속하는 재산이기 때문에 회생절차상 채무조정대상으로 삼을 수 없
고, 그 재산권자인 조세채권자에게 반환하는 것이 법의 정의관념에 부합
하기 때문이다.
4) 개선방안
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9호의 해석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세채권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는 방법, 즉 현행 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9호 각 목을 내용으로 하여, 회생법 제179조에서 별도의 항으로
‘다음 각 호의 조세로서 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 한 조세채권은 공익채권으로 한다.’라는 규정을 신설함이 합리적이
다. 그러나 본 연구자는, 채무자인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부가가치세 등의
납세의무자가 원천징수하였거나 거래징수하여 일시적으로 보관․관리하고
있는 원천징수대상조세 또는 거래징수대상조세는 실질적으로는 조세채권
자에게 속하는 재산이기 때문에 회생절차 관련채권으로 삼아서는 안 되고
그 재산권자인 조세채권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는 견해를 취하고 있으므
로, 원천징수대상조세 또는 거래징수대상조세를 환취권 유사설에 따라 입
법을 하는 경우에는 회생법 제179조 제1항의‘청구권’이라는 문언의 해
석상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만으로는 의미가 없다.

납부하는 원천징수대상조세 또는 거래징수대상조세를 현행과 같이 공익채권으로 구분할 것이 아
니고 환취권 유사설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서 별도로 납부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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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이곳에서는 앞의 환취권 유사설에 따라 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즉, 원천징수대상조세 또는 거래징수대상조세의 성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해당 조세채권의 본질 또는 성격과 다르게 공익
채권으로 분류하여, 결과적으로 채무자와 과세권자 모두에게 불합리한 문
제점을 초래하고 있는 현행 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9호에 대하여 조세
법제와 회생법제의 조화를 기준으로 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원천징수하였거나 거래징수한 조세
회생절차개시 전에 원천징수대상조세 또는 거래징수대상조세로서 채
무자가 징수한 조세로서 납부하지 않은 조세에 관해서는, 회생법에서 환
취권에 준하는 특별한 규정을 신설하여 회생절차와는 무관하게 별도로 반
환하도록 개선하여야 한다. 회생절차에서는 채무자에 속하는 재산만을 배
분대상으로 삼아야 하고 조세채권자에게 속하는 재산은 배분대상에서 제
외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원천징수하였거나 거래징수한 원천징수대상조세 또는
거래징수대상조세를 채무자의 재산과 분리하여 별도의 예금계좌 등에서
관리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비교법적으로 보면, 미국은 소위 위
탁조세인 금전(trust fund taxes)485)에 해당하는 원천징수 된 근로소득
세(withheld taxes from an employee's wages)와 거래징수 된 소비세
(collected excise taxes)는 원천납세의무자 등이 채무자에게 납부한 것

485) A trust fund tax is money withheld from an employee's wages (income tax, social security,
and Medicare taxes) by an employer and held in trust until paid to the Treasury.
(IRS, http://www.irs.gov/businesses/small/article/0,,id=98830,00.html 2011. 11. 22.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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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니고 국가에 납부를 위탁한 국가재산486)이므로 그 징수의무자의 재
산과 구분하여 별도계좌에 예치한 후 국가에 납부하도록 제도화하고 있으
며,487) 이에 해당하는 조세는 파산재단의 재산에서 제외시키고 있다.488)
(2) 원천징수하지 못한 원천징수대상조세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가 원천징수대상조세로서 징수하지 못한 조
세는 채무자에게 원천징수의무를 부과할 것이 아니고, 채무자에게 과세자
료를 제출받아, 그에 기하여 과세권자가 원천납세의무자에게 해당 조세를
직접 부과·징수하는 제도로 개선해야 한다. 회생절차상 채무자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본래의 납세의무를 지는 원천납세의무자에게 직접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회생절차에 있는 채무자 입장에서 보면, 실질적인 자신의 채무도 감
당할 수 없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실제 세액을 부담하는 원천납세의무자
등으로부터 징수하지 못한 조세까지 공익채권으로 하여 채무자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회생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특히, 일반적인
경우의 원천징수의제는 해당 납세의무자의 문제에 국한되지만, 회생절차
에서의 원천징수의제는 채무자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직접적인
권리의 침해를 가져 올 수 있기 때문에, 원천납세의무자가 궁극적으로 부
담하여야 할 조세채권을 공익채권으로 규정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이다.
486) IRC §7501(a). Whenever any person is required to collect or withhold any internal
revenue tax from any other person and to pay over such tax to the United States, the
amount of tax so collected or withheld shall be held to be a special fund in trust for
the United States. The amount of such fund shall be assessed, collected, and paid in
the same manner and subject to the same provisions and limitations (including penalties)
as are applicable with respect to the taxes from which such fund arose.
487) IRC §7512; Watson, Camilla E. et al., 2005, op. cit., pp.778-810.
488) Bankruptcy Code §54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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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법인세법상 소득처분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의 경우, 조세법에 따
르면 채무자에게 소득처분통지일에 원천징수 납세의무가 성립·확정되고,
회생법에 따르면 회생절차개시 전 또는 후의 성립시기에 따라 회생채권
또는 공익채권으로 나뉘게 된다. 따라서 위와 같이 개선하지 않으면 현행
회생법과 조세법의 구조적 결함이 해결되지 못하고 방치되는 결과가 된
다. 이에 관해서는 주로 대표자 인정상여처분에서의 문제이므로 제4장 제
4절에서 후술하기로 한다.
(3) 거래징수하지 못한 부가가치세 등
회생절차개시 당시에 납세의무가 성립한489) 거래징수대상조세로서
채무자가 거래징수하지 못한 조세는 채권신고절차에 준하여 채무자가 그
거래징수하지 못한 입증자료를 법원에 제출하도록 하고, 채권조사절
차490)를 통하여 채무자가 징수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채권
분류의 일반원칙에 따라 과세권자의 회생채권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이는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에 의하여 생긴 조세채권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등의 미징수세액은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의
매출채권 등에 해당하여 장부상 자산으로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그 확인

489) 회생법 제118조 제1호에서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
구권’을 회생채권으로 하는 규정의 문제점과 관련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절차 개시된
연도의 사업연도 또는 과세기간을 절차개시 결정일 전일에 종료시키는 방법 등으로 개선을 전제
하였다.
490) 채권신고기간의 말일부터 1주 이상 1개월 이하의 조사기간에 채무자의 채무규모를 파악하고,
이를 회생계획안에 반영하기 위해서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회생채권·회생담보권에 관하여
실체적 진실여부를 검토·확정하는 조사절차를 거치게 되는데(회생법 제161조 및 제162조), 조세
채권은 이러한 조사에서 제외되지만, 채무자의 모든 채권·채무는 모두 정확하게 확인되어야 회생
계획안의 작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사절차에서 부징수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며, 법원
감독 하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채무자 탈법의 위험도 제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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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와 같이 채무자가 부가가치세 등을 거래징수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조세채권자의 채권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회생채권으로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제2절 회생절차상 조세감면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회생법상 조세감면 근거법령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회생법 제140조 제3항·제4항과 제251조의 효력에 관한 문제점
앞서 조세평등주의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조세특례제도는 국가의
특정한 정책목적을 달성함에 있어서 유효한 정책수단이 되고 있음은 부정
하기 어려우나, 조세수입의 일실과 조세평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
납세의무자의 납세의식 내지 납세도의를 저하시키는 것과 같은 많은 역기
능을 안고 있다. 뿐만 아니라 조세감면의 규모가 엄청나게 크고, 또한 한
번 설정된

감면조치는 기득권화하여 장기간 존속됨으로서 조세특례제도

의 취지를 훼손시키고 있다. 그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 제1항에서
‘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조세특례를 정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여 방만한 조세특례를 제한하고
있다. 이 경우 조세특례를 규정할 수 있는 법률로서 소득세법, 법인세, 금
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자유무
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을 열거하고 있으며, 회생법은 이
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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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서는‘특례세율의 적용, 세
액감면, 세액공제, 소득공제, 준비금의 손금산입 등의 조세감면과 특정 목
적을 위한 익금산입, 손금불산입 등의 중과세를 말한다.’라고 하여 조세
특례를 정의하고 있다. 회생법 제140조의 조세의 감면과 제251조에 의
한 조세채무의 면책은 세액감면으로서 이러한 조세특례에 해당한다. 그
결과 조세특례를 규정할 수 없는 법률인 회생법에서 조세특례를 규정한
제140조와 제251조의 효력이 문제되고 있다.
대법원은 조세의 감면에 관한한 특별법인 조세특례제한법이 우선 적
용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 제1항 각호에 열거되지 아니한 법률(예:
농업협동조합법,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의 조세감면 규정
에 따라서는 조세의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해석한 바 있다.491) 이러
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회생계획에서 조세의 감면을 정할 수 있는 근
거인 회생법 제140조 제3항과 그러한 감면에 대하여 세무서장이 동의할
수 있는 근거인 회생법 제140조 제4항492) 및 면책을 정하고 있는 회생
법 제251조에 의해서는 회생채권인 조세채권의 감면 또는 면책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해석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회생절차를 통한 채무자
의 회생지원이라는 회생제도의 취지를 벗어나기 때문에 문제된다.
2) 개선방안
국가적 필요에 따라서 채무자의 회생을 지원하기 위하여 회생법에서
회생절차를 선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생법과 조세법이 서로 모순·
491) 대법원 1974. 1. 29. 선고 73누117 판결; 1979. 7. 24. 선고 79누78 판결; 1982. 9. 14. 선
고 81누376 판결 등.
492) 징세권자의 조세감면 동의에 대한 현실성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는 견해도 있다(유장훈,
2008, 앞의 논문, 3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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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조화 상태에 있다.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 제1항에서 조세특례
를 정할 수 있는 근거법률에 회생법을 추가하고, 조세에 관한 사항은 회
생법과 조세법 모두 상호 대응규정을 두어 체계정당성 원리의 위반상태를
제거할 필요가 있다.

2. 조세채무 면책범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회생법 제251조에서는‘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
이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
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며, 주주·지분권자의 권리
와 채무자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한다. 다만, 제140조 제1항
의 청구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여 채무자 면책을 규정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조세채권자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 본다면 회
생계획이나 회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조세채권을 제외하고 그 밖의
모든 조세채권은 소멸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서는 회생법 제251조의 면책대상에서, 납세의무자가 고의
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함에 기인하여 과세
관청이 채권신고에서 누락한 조세채권에 관련된 부과권도 면책대상이 되
는지가 문제된다. 이는 크게 회생법 제118조 제1호의 해석과 회생계획인
가결정에 따른 면책의 효력범위와 관련되는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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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른 면책의 효력범위
(1) 대법원 판례의 동향
대법원은 2007. 9. 6. 선고 2005다43883 판결에서“조세부과처분은
추상적으로 성립되어 있는 조세채권에 관하여 구체적인 세액을 정하고, 체
납처분 등의 자력집행권을 수반하는 구체적인 조세채권을 발생시키는 조
세행정행위이므로, 비록 회사정리 개시결정 전에 조세채권이 추상적으로
성립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장차 부과처분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정하여
질 조세채권493)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채 정리계획인가결정이
된 경우에는 회사정리법 제241조에 따라 과세관청이 더 이상 부과권을 행
사할 수 없으며, 따라서 그 조세채권에 관하여 정리계획인가결정 후에 한
부과처분은 부과권이 소멸된 뒤에 한 위법한 과세처분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중략) 이 사건 부과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며, 이 사건 부과처분에 의하여
피고가 납부 받은 금액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은 부과처분에 이르기까지의 사실관계에 관하여는 상호 다툼
이 없어 조세채권이 성립 및 확정되었고, 그에 기하여 채무자는 징수유예
등을 통하여 이미 거액을 납부하는 등 납세의무 이행과정에서, 대법원이
당초 부과처분을 당연무효로 판결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은 부당이득금으
로서 채무자에게 환급토록 한 사건이다.
면책의 의미에 관하여, 이 사건에 관한 1심과 2심은 모두 책임소멸설

493) 이 경우 ‘장차 부과처분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정하여질 조세채권’에 관하여 조세채권자는 알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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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면책된 조세채무를 자연채무로 해석하고 있으나, 대법원은 조세
에 관한 부과권까지 소멸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조세채권은 부과권 행
사를 통하여 비로소 청구권이 있는 채권으로 됨에 비추어 보면, 책임 있
음을 전제로 한 면책의 해석에서 그 책임 있음까지 부인하는 논리적 모순
을 보이고 있다.494)
면책의 범위에 부과권까지 포함시켜서 소멸하는 것으로 보면, 회생절
차상 채권신고기간 경과를 제척기간 도과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결과가 되
어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주의 원칙에서 문제되고, 회생계획인가결정에
의해 회생법이 면책대상으로 삼은 것은 재산적 청구권임에도 불구하고, 조
세포탈 등 형사적 죄책까지 면제시키게 되어 또 다른 불합리를 낳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같은 공법상 채권인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및 과태료 등은 면책대상에서 제외495)하면서도, 조세채권에 대해서는 회
생법이 좀 더 구체적인 규정을 두지 못한 결과가 낳은 법적 불안정으로
판단된다.
이하에서는 판례에서 그 구별에 오류를 범하고 있는 부과권 제척기간
과 징수권 소멸시효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변천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
다.

494) 국세청에서도 신고 되지 않아서 실권 소멸된 조세채권의 경우는 제척기간 이내라도 부과권
행사가 불가능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서면4팀-368, 2005. 4. 4).
495) 본래 권리조정에서 공정하고 형평한 원칙 즉, 우선권존중의 원칙은 다수결제도를 취하는 것과
관련이 있으므로 다수결에 의해 좌우 될 수 없는 것은 고려대상이 아니다. 벌금·과료는 형벌이므
로 사면에 의해서만 면책할 수 있고, 형사소송비용은 형사소송법의 정함에 따라서만 면책할 수
있는 등(형사소송법 제487조) 그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회생절차개시 전의 것이라 하더라도 회
생절차에서 감면 기타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규정을 둘 수 없도록 하기 위하여, 회생법 제217조
에 따라 서로 다른 권리에 대한 공정하고 형평한 차등의 대상에서 제외할 뿐만 아니라, 면책대
상에서도 제외하였다(한국산업은행 조사부, 1982, 앞의 책, 50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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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8. 7.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규정이 신
설되어 국세 부과권과 제척기간 개념이 처음으로 세법에 도입되기 전에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규정만 두고 있었던 결과 징수권과 소멸시효 개념
만 있었고, 당시 세무행정은 그러한 소멸시효규정은 부과권과 징수권 모
두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해석·적용하고 있었다.496)
그러나 이에 대한 대법원 판례는 다음과 같이 부과권과 징수권 모두
가 소멸시효 대상이라는 입장과 징수권만 대상이라는 입장으로 양분되어
있다가, 부과권 개념이 세법에 도입될 당시 오히려 징수권만 소멸시효 대
상이라는 판례들은 폐기되고 부과권과 징수권 모두가 소멸시효 대상이라
는 입장만 남게 되었다. 이러한 혼란은 현재까지도 남아서 부과권과 징수
권을 동일시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① 징수권만 소멸시효 대상으로 본 판례
대법원 1980. 9. 30. 선고 80누323 판결497)에서,‘본건 부과처분 중
1972년도의 각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세, 사업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부분은 국세기본법 제27조498) 소정의 5년간의 소멸시효 기간이 만료되어
국세징수권이 소멸되었는데도 원심이 이 점을 심리하지 않았다는 취지인
바, 국세기본법 제27조는 조세의 부과권 행사에 대한 제척기간이 아니라
부과권 행사에 의하여 조세채권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후에 비로소
발생되는 징수권의 행사에 관한 시효규정이므로 그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위와 같이 확정된 조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라고 할 것인데, 본건에

496) 김홍대, 1985, 계간세무사, 통권 제33호, 한국세무사회, 10쪽.
497) 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누572 판결에 의하여 폐기되었다.
498) 1974. 12. 21. 국세기본법 제27조에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로 규정되기 전에는 국세징수법
제103조에서 국세의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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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는 1977. 8. 5. 또는 1977. 8. 18.에 부과 처분되어 그 무렵에 비
로소 본건 조세채권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건
부과처분에 의하여 지정된 납부기한의 다음 날이 징수권의 소멸시효의 기
산일이 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그 기산일은 적어도 1977. 8. 5. 또
는 같은 해 8. 18. 이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어서 본건 징수권은 그 소
멸시효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음이 명백한’것으로 판단하였다.

② 부과권과 징수권 모두를 소멸시효 대상으로 본 판례
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누572 판결(전원합의체)을 통하여 징
수권만 소멸시효대상이라는 판결들을 폐기하는 한편으로,‘국세기본법 제
27조 제1항은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하여
조세채권의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다. 국가의 조세채권은 법률 또는 조례
에 정하여진 과세요건의 충족에 의하여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는 것이고,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을 확정함으로써 그것이 구체적으로 현실화되
고 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초하여 이행을 청구하고 나아가 강제적으로
추구하여 그 실현만족을 보게 된다. 이렇게 추상적으로 성립된 조세채권을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국가의 권능을 부과권이라 하고 그 이행을 강제적으
로 추구하는 권능을 징수권이라고 일반적으로 말하고 있다. 그런데 위 제
27조 제1항의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라 함은 궁극적으로 국세
징수의 실현만족을 얻는 일련의 권리를 말하는 것이므로 여기에는 위에서
본 소위 부과권 및 징수권을 다 포함하고 있다고 할 것이니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 양자가 다 같이 소멸시효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
다.’499)라고 하여 부과권과 징수권 모두를 소멸시효대상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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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발생하는 신고에서 누락된 조세채무 면책효
력 범위에 재산상 청구권뿐만 아니라 부과권까지 포함시켜서 해석한 대법
원 2007. 9. 6. 선고 2005다43883 판결도 징수권과 부과권을 동일하게
시효대상으로 보는 입장에 유사하다. 조세에 대한 징수권이 면책되었으므
로 부과권도 함께 면책되어야 한다는 논리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부과권과 징수권 관련 법률규정의 변천에 적응하지 못한 대
법원 판례의 혼선은, 부과권을 징수권 즉, 청구권과 동일시하여 부과권
존속기간인 국세기본법상 제척기간 규정과 관계없이 회생법 규정에 따라
서도 소멸이 가능하다는 오해를 낳고 있다고 판단된다.
(2) 면책의 효력범위에 관한 학설 검토
회생법 제251조 면책의 효력범위에 관하여는, 회생계획인가 결정이
있는 때에 새로운 권리로 변경되어 종전 권리는 소멸한다는 권리소멸설과
채무는 자연채무로 존속하고 책임만이 소멸한다는 책임소멸설이 대립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500)

① 권리소멸설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법 제252조 권리변경 규정에
따라 회생채권자 등의 권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되고, 그러한 권리변
경의 효력은 회생채권·회생담보권에 대하여 각각의 권리 전체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경개적(更改的) 변경을 가져온다고 해석해야 하므로, 그 경개
적 변경에 의한 새로운 권리의 성립에 따라 종전 권리가 소멸하는 것에
대하여 회생법은 책임을 면한다고 규정한 것이라는 견해이다.
499) 대법원 1977. 4. 26. 선고 75누37 판결; 1982. 4. 27. 선고 81누417 판결; 1983. 5. 10. 선
고 82누167 판결; 1984. 10. 23. 선고 84누547 판결 등.
500) 한국산업은행 조사부, 1982, 앞의 책, 613쪽; 박홍우, 2000, 앞의 논문, 2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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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책임소멸설(자연채무설)
채무자의 지불책임 즉, 급부강제만 소멸하고 채권 자체는 소멸하지
않고 자연채무로 존속한다는 주장으로 면책의 효력에 관한 통설이며,501)
이를 명문화한 사례도 있다.502)
이러한 책임소멸설의 논거는, 회생법 제251조에 의하여 면책되는 경
우에도 회생법 제250조 제2항 보증인 기타 채무자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
는 자의 채무나 채무자 외의 자가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회생계획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 외의 자연채무
로 존속하지 않으면 보증인 등에 대한 권리가 상실하지 않음을 설명할 근
거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503) 파산절차에서 면책된 채권도 채무자체
는 소멸하지 않고 존속하여 자연채무로 된다.504)
헌법재판소도 책임소멸설의 입장이며,505) 대법원 판례는 책임소멸
설506)과 권리소멸설507)이 엇갈리고 있다.
책임소멸설에 의하면, 회생절차개시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으나
채무자가 납세의무불이행한 조세채권은 조세채권자의 채권신고 누락으로
이어지고, 회생계획 누락으로 이어져서 면책되는데 이 경우 징수권만 소
멸하고 관련 부과권은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508)

501)
502)
503)
504)
505)
506)
507)
508)

곽윤직, 2003, 앞의 책, 58쪽; 백창훈, 1999, 면책과복권, 재판자료집, 제83집(하), 법원도서관, 422쪽.
Bankruptcy Code §524(f).
한국산업은행 조사부, 1982, 앞의 책, 613쪽; 박홍우, 2000, 앞의 논문, 238쪽.
곽윤직, 1996, 앞의 책, 104쪽.
이는 일본의 통설이기도 하다(김진현, 1998, 앞의 논문, 118쪽).
헌법재판소 1996. 1. 25. 선고 93헌바5· 58(병합) 결정.
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1다3122 판결; 2004. 12. 10. 선고 2003두8814 판결 등.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다43883 판결.
실정법상으로 부과권과 징수권은 별개로 취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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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양설에 대한 평가
권리소멸설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부당하다고 비판 받는다. 즉, 회생
법 제252조에 따라 회생계획의 인가결정이 있는 때에 회생채권자 등의 권
리가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되는 것은 집단적 화해로서의 회생계획 그 자
체가 갖는 당연한 효력이지만, 회생법 제251조에 따른 면책은 회생법이
회생목적 실현을 위해서 특별히 인가결정에 결부시켜서 인정한 효력이므
로, 양자를 동일선상에서 이해해야할 당위성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한편, 책임소멸설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비판 받는다.509) 즉, 책임소
멸설은 회생법 제250조 제2항이 보증채무의 부종성 원칙까지 수정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채무가 자연채무로 되면 보증채무도 자연채무로 된
다고 보아야 한다는 견해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회생법 제250조 제2
항은 민법상 부종성 원칙과는 별개의 것임에도 부종성의 근거가 되는 것
처럼 해석한다는 점에서 타당성을 결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조세채권자의 책임 없이 신고하지 못한 조세채권을 권리소멸설
의 관점에서 본다면, 확정절차를 거친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부과권이
소멸되어 확정절차를 거칠 수도 없기 때문에 면책대상으로 삼은 채권의
효력에서 논리적 모순에 빠지게 된다. 당초부터 채권효력이 없는 것은 면
책의 효력범위 포함 여부에 관한 다툼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조세법에 의해서만 성립·확정 및 소멸되
는 공법상 채권으로서의 조세채권 속성의 고려와 국가의 고유권능인 조세
부과권은 제척기간이 도과했을 때에만 소멸하도록 한 조세법상의 규정을
고려해 보면, 그 밖의 사유로 부과권이 소멸될 수 있다고는 볼 수 없다.
509) 한국산업은행 조사부, 1982, 앞의 책, 613쪽; 박홍우, 2000, 앞의 논문, 239쪽.

- 183 -

또한 회생법상으로도 조세채권이 회생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이유로 실권
되는 것은 회생법 제118조 제1호의 청구권이고, 그러한 청구권을 발생시
키는 부과권까지 소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책임소멸설이
타당하다.

④ 부과권 존속의 실익
원래 회생계획에 정함이 없는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을 실효시키는 것
은 회생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회생절차를 이탈할 때까지만 그
채권이 소멸하는 것으로 취급함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고, 회생절차종료
후에 채무자가 회생절차 중에 변제하지 못한 채무를 스스로 인정하여 변
제한 경우까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하여 채무자에게 환급하는 것은 채
무는 반드시 변제해야 한다는 사회일반의 법감정에 부합되지 않으며,510)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권자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어서 부당하다.
회생절차개시 후 세무조사에서 고지된 세액을 채무자가 기 납부한 경
우, 권리소멸설의 관점에서 보면 채권자체가 소멸되어 없는 상태이므로
부당이득으로 반환대상이 되지만, 책임소멸설의 관점에서 보면 채권은 자
연채무로 존속하므로 부당이득이 아니다. 따라서 조세채권에 관하여 책임
소멸설의 입장에서 본다면, 앞서 살펴본 대법원 2005다43883 판례의 경
우와 같이 조사 결정한 고지세액을 채무자가 납부한 경우 조세채권자는
반환의무가 없게 된다.511)
또한 부과권까지 소멸하는 것으로 해석하면, 다음에서 살펴볼 회생법
규정의 문제점들로 지적되는 조세채권자의 책임없이 신고하지 못한 채권

510) 한국산업은행 조사부, 1982, 앞의 책, 613쪽.
511) 같은 뜻; 위의 책 6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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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청산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인가 시에도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3) 회생법 규정의 문제점
회생법은 제251조에서 조세채권을 포함한 모든 관련권리를 대상으로
면책을 규정하면서, 그 성립·확정·소멸 등에서 사법상 채권과는 다른
공법상 채권으로서의 조세채권의 속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즉, 조세채권자의 책임없이 신고하지 못한 조세채권에 대한 고려가
없으며, 청산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은 그 실질이 파산절차임에도 그
역시 회생절차로 간주하여 면책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회
생절차와 파산절차의 선택에서 중립적이지 못하다. 이러한 입법미비는 대
법원 판례에서 조세채권자의 책임없이 채권으로 신고하지 못한 조세채무
에 대해 면책함에 있어 국가의 고유권능인 부과권까지도 면책대상으로 해
석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분설하면 다음과 같다.

① 책임없이 신고하지 못한 권리자 문제
채무자에게 회생절차 개시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조세채무의 유무
는 채무자만이 알고 있고, 조세채권자는 세목별 법정신고 기한 내에 납세
의무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가 있는 때에 비로소 그 구체적 조
세채권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한 조세채권의 성립·확정의 특성상,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성실하게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에512)

512) 이 경우에도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3두8814 판결에서는, 비록 세법상 의무를 다하
지 아니 한 채무자이지만 실권 소멸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지는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
어, 조세채권과 관련해서는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한편으로, 채무자
에 대하여 너무 관대한 입장에 있다고 이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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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 개시 전에 성립한 조세채권이 있
다는 것을 알 수 없다. 이러한 연유로 채권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못하
는 조세채권이 발생할 개연성은 상존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생
법은 과세권자가 수시부과를 통하여 채무자의 회생절차 전 조세채무를 확
정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회생절차개시사실의 통지대상에 관해서도 채무
회생법 
하고 있고, 다른 유형의 채무자는
자가 주식회사인 경우에 한정  제조제항

회생절차 신청사실의 통지대상에서도 제외시키고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1996. 1. 25. 선고 93헌바5·58 병
합사건 판결에서 구 회사정리법 면책규정513)이 채권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신고를 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는 권리에 대하여까지 일률
적으로 회사의 면책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다.
비교법적으로 보면, 미국의 판례에서도 관리인이 당해 채권자의 채권
존재사실을 알면서도 채권자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아니하고, 채권자도 회
생절차 개시사실을 통지받지 못하여 채권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헌법상의
적법절차(due process)의 원리상 당해 채권자의 채권을 실권시키는 것
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다.514)
현행 조세법상 사업자가 납세의무자인 조세는 모두 신고확정세목이다.
채무자의 위법행위 내지 도덕적 해이에 기인한 신고·납부의무의 해태 또는
불이행으로 인하여 확정되지 못한 조세채권의 경우에는 권리신고자체가 불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채무자의 고의·과실 등에 대한 고려 없이
부과권까지 소멸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일반적 정의관념에도 어긋난다. 파산
513) 구 회사정리법 제241조(정리채권 등의 면책 등)는 회생법 제251조(회생채권 등의 면책 등)에
이관되었다.
514) Reliable Electric Co Inc v Olson Construction Company 726 F. 2d 620 (10th Cir.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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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상 면책에서도 채무자의 고의, 중대한 과실 및 악의 등으로 인한 손해
회생법제조

배상 등은 면책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과도 비교된다.  호
 호 호 호

② 청산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의 문제
법원은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가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채권자 일반의 이익을 해하는 때
외에는 관리인 또는 채무자 등의 신청에 의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물적분할을 포함한 청산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의 작성을 허
회생법
 이는 어떤 사유로 인하여 회생을 내용으로 한
가할 수 있다.  제조제항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지 못할 경우에 그간 진행한 절차에서의 비용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요건 하에 실질적 파산절차를 회생계획에 수용함으로써
절차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다. 기업을 실질적으로 해
체하는 것이어서 법원의 인가로 실행되면 파산절차가 행하여진 것과 같은
결과로 된다.515)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회생절차상 회생계획인가결정의 효력 대상으
로 하고 있어 불합리하다.

2) 개선방안
재정적 곤경에 처한 채무자의 회생을 지원하려는 회생절차 취지의 근
거가, 착한 사마리아인(Good Samaritan)을 칭송하는 인간의 본성적 정
서에 있거나 또는 사회경제적으로 영향력 있는 채무자의 파산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이성적 계산에 있거나를 불문하고, 회생

515)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실무연구회, 2011a, 앞의 책, 68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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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내용은 법치주의 원리에 정합성을 가져야 하지만, 앞서 살펴 본
제반 문제점들로 인하여 회생법 제251조 및 그에 관련된 대법원 판례는
법치주의 원리에 부합한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한편으로, 회생절차개시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조세로서 회생채무
자가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이 있었다면, 이는 이미 기수시기가 경과한 조
세포탈범으로 처벌대상이 될 수도 있다.516) 이와 같이 조세의 부과징수
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 여
부517) 등 조세범처벌법상 구성요건 해당성을 검토하여 사법처리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책임까지 면책함은 현행 법체계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회생
절차는 단지 채무자 재산에 관한 책임에 관한 것이어서 조세포탈범에 대
한 징역 등의 형벌은 면책될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회생절차신청의 조세회피 목적 여부를 검토하여 회생절차 폐지
대상으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비난대상인 범죄행위에 관한 아
무런 여과장치 없이 면책하는 점에서도 문제된다. 회생법 제6편의 벌칙
규정들은 물론이고, 날로 지능화해 가는 조세범들로부터의 재정권 확보를
위해서, 조세법에서 조세 부과권의 존속기간인 제척기간에 관하여 탈세와
관련해서는 점차 그 기간을 연장하여 왔음과 비교해서도 조화롭지 못하
다. 이러한 관점에서 회생절차를 바라본다면, 채무자가 회생절차를 조세
피난처로 활용할 수도 있는 법률 환경이어서 문제이다.
516)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⑤ 제1항에서 규정하는 범칙행위의 기수 시기는 다음의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정부가 부과·징수하는 조세: 해당 세목의
과세표준을 정부가 결정하거나 조사결정한 후 그 납부기한이 지난 때. 다만, 납세의무자가 조세
를 포탈할 목적으로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해당 세목의 과세표준을 정
부가 결정하거나 조사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세목의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지난 때로
한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조세: 그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때.
517) 대법원 1977. 5. 10. 선고 76도4078 판결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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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회생법이 국제도산절차를 도입하고 있음을 고려해 보면, 조세채
권에 대한 이러한 제도적 미비는 국제도산절차상 부당한 과세권 일실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회생절차상 이러한 면책은 채무변제에 대한 사회일반의 책임감을 저
하시킬 뿐만 아니라 타인의 위험부담 하에 무모한 기업경영의 감행을 조
장하여 선량한 다수 채권자의 희생을 강요할 수도 있으므로 면책제도의
운용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518) 특히 전 국민이 이해관계자인 조세채권
의 면책은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따라서 조세채권과 관련하여 현행 회생법 제251조의 면책효력에 관련
해서는 다음과 같이 입법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첫째, 채무자의 조세 신고·납부의 해태 또는 불이행 등에 기인하는
등 과세권자의 책임 없이 회생절차상 채권신고에서 누락된 조세채무는 면
책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개선함이 타당하다.
둘째, 나머지 회생계획에 누락된 조세채권에 대해서는 회생법 제283
조에 따른 회생절차종결결정을 조건으로 하여 면책효력을 부여함이 합리
적이다. 이는 지원대상이 되는 회생절차를 벗어나는 경우까지 면책효력을
부여함은 불합리하기 때문이다.
셋째, 청산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에 관련해서는 모든 조세채권에
대하여 면책이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개선함이 타당하다. 청산을 내용으
로 하는 회생계획안은 그 실질에 있어 회생절차가 아니고 파산절차인 결
과 현행 회생법상 지원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 경우의 조세채권은 면책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채무자 회생이라는 회생절차의 취지에 부합될 뿐
518) 백창훈, 1999, 앞의 논문, 4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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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아니라, 채무자의 회생절차와 파산절차의 선택에 있어서도 중립성이
유지된다.
비교법적으로 미국의 경우를 보면, 파산재단 재산의 전부 또는 실질
적 전부를 청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획인 경우에는 물론이고 채무
자가 회생계획의 수행완료 후에 사업을 계속하지 않는 경우에도 회생계획
인가결정의 면책효력을 적용하지 않는다.519)
넷째, 앞의 개선안들과 같이 회생절차종결결정을 조건부로 면책 등을
한 경우로서, 그 후 조건이 성취되지 못하여 면책되었던 조세채권자의 권
리행사가 있는 경우에 그 면책의 원인에 따라서는 부과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 동안 특례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를 개정해야 한다.
다섯째, 해석론 측면에서 보면, 조세에 관하여 부과권과 징수권을 구
분한 현행법 체계 내에서는 면책의 범위에서 조세 부과권은 제외되는 것
으로 해석하는 것이 법리상 타당하다. 채무자 회생의 지원이라는 취지에
서 볼 때 채무조정대상이 되는 것은 청구권이고 공법상 채권의 속성으로
서 그 청구권을 발생시키는 부과권은 포함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다43883 판결은 변경되어야 한다.
여섯째, 회생법 제40조에서 모든 회생절차개시신청사실을 신청서 접수
즉시 국세청에 통지하도록 개선함이 적법한 조세행정을 위해 합리적이다.
국세청 실무는 회생계획인가결정 전까지 채무자에게 납세의무 성립한 조
세채권의 탈루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회생절차개시를 긴급조사사유520)로
하고 있기 때문에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그 사실을 알고 있는 한 과세권자
519) Bankruptcy Code §1141(d)(3)(A), (B).
520) 조사사무처리규정 제3조 제29호; 국세청훈령 제1877호(2010.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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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세무조사대상이 된다. 그러나 현행 회생법은 주식회사만 통지대상


회생법
 으로
제조제항

하고 있어 적법한 세무행정 목적상 불합리하기 때문이다.

제3절 회생절차상 채무면제이익 과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공익채권은 이해관계자 전원의 공동이익을 위한 회생절차 관리비용으
로서 비용우선변제원리에 따라 회생절차와 관계없이 변제대상이 되기 때문
에, 회생절차개시 후 채무자에 대한 현행 과세체계는 원칙적으로 일반 법
인과 동일하다. 특히, 회생절차상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채무면제이익에 대
해서도 원칙적으로 일반적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다.
앞서 회생절차의 취지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조세채권자인 국가는
사익적 채무변제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 등 다른 이해관계자들과는 달
리, 채무자 파산으로 인하여 발생할 사회적 비용 최소화를 위해서 채무자
회생을 지원하려는 것이다.521) 특히 외환위기를 경험하면서 채무자 회생
의 취지는 시장영향력이 큰 채무자의 파산으로 인한 엄청난 사회적 혼란
과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회생절차에서 조세채권자인 국가는 직접적인 회생절차비용은
부담하지 않으며, 오히려 채권자들의 불가피한 희생의 결과물인 채무면제
이익에 과세하여 재정수입을 얻고 있다. 이는 재정수입액 만큼의 회생절
차 비용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불가피하게 채무를 면제해 준
채권자의 추가희생으로 이어지게 하여 일반적 정의관념에도 어긋난다. 국
가가 회생절차를 통하여 사회적 손실의 최소화를 목적한다면, 회생절차

521) 같은 뜻; 永原憲章 http://www.heri.or.jp/hyokei/63houmu.htm (2011. 5. 7.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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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인들에게만 회생절차비용 전액을 부담시키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국가도 일부 조세를 통한 비용부담이 필요하다는 관점과는522) 오히려 반
대의 상황에 있다. 따라서 국가적 목적에서 지원 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
다는 판단에 따라 회생절차를 개시한 채무자에 대한 과세권 행사에서는
일반 법인과 다르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하에서는 현행 회생절차에 있는 채무자 과세체계의 문제점을 검토
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회생절차상 채무면제이익에 대한 과세문제
1) 회생절차상 채무면제의 본질과 과세의 정당성 여부
회생절차에 있지 않은 일반법인의 경우 채권자 단독행위인 채권포기로
인해 발생한 채무자의 채무면제이익을 과세소득으로 보는 것에 관해서는
법인의 과세소득을 순자산증가설로 파악하는 한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
나 기본적으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의
효력에 따라 발생하는 회생절차상 채무면제는 그 성격이 전혀 다르다. 채
무자의 채무초과상태를 고려하면 회생절차상 채무면제는 채권자의 불가피
한 채권포기일 뿐이고, 그로 인해서 채무자에게 증가하는 순자산이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과세물건으로서 갖추어야 할 담세력이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은 회생절차상 채무면제를 포함한 모든 채무면제에 대한 과세
상 취급은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즉, 출자전환에서 발생하는 채무
면제는 원칙적으로 이월결손금 등의 보전을 통하여 과세이연하고, 금융기

522) 같은 뜻; 이의영, 2008, 앞의 논문, 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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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채무 중 출자전환하지 않은 채무의 면제는 3년 거치, 3년 분할 익금
산입하며, 기타 나머지 채무면제는 통상적인 과세소득으로 취급한다.
일반적인 경우로서 회생절차에 있는 채무자는 모두 채무초과상태에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회생절차상 채무면제에 대한 과세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 정당성을 잃고 있다.
첫째, 회생절차상 발생하는 채무면제이익은 소득이라는 과세물건에
기본적으로 수반되어야 할 담세력이 없다. 따라서 회생절차상 채무면제이
익에 대한 과세는 조세의 경제적 급부능력에 따른 응능부담 원칙에 위배
된다. 즉, 계산상 수치에 불과하여 담세력이 없는 채무면제이익에 과세하
는 결과가 되어 채무면제와 상관이 없는 채무자의 고유재산으로 세부담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경우의 조세는 헌법상 금지523)되는 소위 교살
적(Erdrosselungs)인 조세524)에 해당한다.
회생절차에서는 사회적 비용 최소화를 위한 채무자 회생제도의 취지
에서 모든 이해관계인들에게 조정적 손실의 요구가 합리화되고, 조세채권
의 제한 내지 면책도 용납된다고 본다. 즉, 채무면제의 수반은 회생절차
의 본질이므로 채무면제 없는 회생절차는 그 의미가 없다. 회생절차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채무면제는 지급불능상태의 채무자로부터 채권자가
그 피해의 최소화를 위해서 감수하는 채권손실일 뿐이며, 이에 대응하여
채무자의 경제적 급부능력이 창출되는 것은 아니다. 설령 경제적 급부능
력이 창출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선적으로 채권손실을 감수한 채권자의
몫이고 과세권자의 몫은 아니다.
523) 교살적 조세가 곧바로 위헌이 되는 것은 아니고, 그 성격을 명확히 한 뒤, 그것이 헌법상 요
건을 만족하는가라는 관점에서 판단할 사항이라는 견해도 있다(이창희, 2007, 앞의 책, 50쪽).
524) 허강무, 2004, 조세법상 법치국가원리와 과세권의 한계, 토지공법연구, 제22집, 한국토지공법
학회, 35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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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조세법상 재정적 곤경에 처한 채무자에 대하여 담세력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여 소득과세를 포기한 사례도 있다. 즉, 파산선고에 의한 토
지 등의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는 미등기토지 등을 제외하고는
 이는 자산양도대금이 채무변
법인세를 추가과세하지 않는데,  법인세법제조
의제항제호

제에 사용되어 담세력을 상실했기 때문이다.525)
개인의 경우에도 파산선고에 따른 양도차익은 비과세대상으로 하고
 파산절차에서는 파산선고 후의 원인에 기한 조세채권
있다.  소득세법제조
제항제호

은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만 재단채권으로 분류한다. 이 경우 재단채
권인 조세채권은 파산재단의 경비성질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채무자 소
유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는 재단관리비용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
라는 견해526)도 있지만, 파산재단에 속한 재산의 양도는 채권자들에 대
한 채무자재산의 배분과정에서 파산재단에 속한 재산의 환가에 불과하고,
그 환가에서 얻은 대금도 채무변제에 충당하여 결과적으로 채무자에게 귀
속되는 담세력있는 소득이 없기 때문이다.527)528)
한편으로, 파산절차에서는 채무자 재산을 환가·배당한 후 잔여채무
에 대하여는 파산자의 신청 등에 따라서는 면책이 발생할 수 있고,
 회생법 
제조

회생절차에서는 회생계획에서 제외된 즉, 채무자의 변제능력을

525) 김완석, 2011, 앞의 책, 564쪽.
526) 윤창술, 2002, 앞의 논문, 171쪽.
527) 일본 소득세법 제９조(비과세소득) 제1항 제10호, 제2항 제2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 및
국세통칙법 제２조 제10호. 자력을 상실하여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서, 강
제환가 절차인 체납처분(그 예에 의한 처분 포함),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으로서의 경매, 기업 담
보권 실행절차 및 파산절차에서 그 집행을 피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의 양도에서 얻은 대가
가 해당 채무의 변제에 충당된 것에 관련된 양도소득에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이
경우 자산의 양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소득세법 적용에서 없는 것으로 본다.
528) 같은 뜻; 윤창술, 2002, 앞의 논문, 17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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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하는 채무에 대한 면책이 발생하게 된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채무
자에게는 마찬가지로 재정적 곤경에 처한 입장에서 불가피하게 채무면제
가 발생하지만 그 채무면제에 대하여, 파산절차를 선택한 경우에는 세부
담이 없고, 회생절차를 선택한 경우에는 세부담을 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
황이 된다.529) 이는 파산절차상 발생하는 채무면제이익에는 담세력이 없
지만 회생절차상 발생하는 채무면제이익에는 담세력이 있다고 보는 불합
리한 논리여서 설득력이 없다.
둘째, 회생절차상 채무면제이익에 대한 과세는 국가의 자기모순적 태
도이다. 국가가 법원을 통하여 주도적 역할을 하게 되는 채무조정과정에
서는 채무자의 변제능력이 부족하므로 채권자의 희생이 불가피하다고 판
단하는 한편으로, 채무자에 대하여 과세관청을 통한 과세에서는 채권자의
희생으로 인해 채무자에게 담세능력이 창출되었다고 보는 것은 결국 채무
자의 변제능력과 담세능력을 관점에 따라 다르게 보는 국가의 자기모순적
태도이다.
또한, 채무자 자력상실을 이유로 회생법을 통하여 채권자에게는 희생
을 요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채권자가 불가피하게 포기한 채권에 과세
하여 이득을 취하는 결과가 되며, 이는 일반적 정의관념에도 배치된다.
결과적으로 채무자 회생을 위하여 채권을 포기하면서 구 채권자가 비
워 준 자리를 그 채권액은 다르다 하더라도 국가가 대신 차지하게 되어
채무자는 여전히 재정적 곤경을 벗어나지 못하게 되므로 위헌문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게 된다.530)

529) 파산절차에서 면책대상은 개인에 한정된다. 그러나 소득을 과세물건으로 함에 있어서는 개인
과 법인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같은 취급이 필요하다.
530) 서보국, 2009, 앞의 논문, 75쪽.

- 195 -

셋째, 채무자의 재산배분을 왜곡시키게 된다. 채무자 회생을 위해서
채권자가 권리를 많이 양보하면 할수록 그 채무면제이익으로 인해 증가한
세부담 만큼 채무자의 실질재산도 감소되어, 결과적으로 채권자가 배분받
을 수 있는 몫은 점차 감소하게 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파산상황을 피하고 경제적 능력을 회복함으로써
자신의 잔여채권 확보에 유리한 상황에 있기 위해서 채무자 자본잠식 상
태를 제거해 주고자 불가피하게 채무자에 대한 채무면제를 허용하는 것이
회생절차이다. 이러한 회생절차상 채무면제이익에 과세하면 결과적으로
채권자가 불가피하게 포기한 채권으로 인하여 국가의 몫은 커지게 되고
포기한 채권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점증하는 세부담으로 인하여 채권자 몫
은 오히려 감소하게 하여 채무자 재산배분의 왜곡문제까지도 유발시킨다.
채권자가 국가를 위해서 채권을 포기한 것이 아님에도 그렇다.
현행 조세법에 따르면, 회생실무상 만약 회생계획이 인가된 후 회생
계획 수행이 불가능하게 되어 회생절차가 도중에 폐지됨으로써 파산절차
로 이행하게 되는 경우에는 출자전환 등으로 인한 채무면제이익으로서 결
손금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은 일시에 익금에 산입되어 거액의 법인세 부
 531) 이 경우는 차라리 회생절차가 개시
담이 생길 수도 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조제항

되지 않았거나 회생계획 인가 전에 회생절차가 폐지되어 채무면제이익을
발생시키지 않았더라면 부담하지 않아도 될 세부담이 예상 외로 발생하게
되어 채권자들에게 불합리한 상황이 된다. 처음부터 파산절차로 이행했더
라면 최소한 채무자 자산의 청산가치 상당액은 분배받을 수 있었을 것임
에도 불구하고 계산상 허구의 수치로 인한 법인세 부담으로 인하여 채권
531) 상법 제227조 제5호에서는 파산을 해산사유로 하고 있고, 법인세법은 해산 시에도 잔여의 채
무면제이익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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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재산권 침해가 심각해지기 때문이다.532) 절차상 채무자와 마찬가지
로 보호가치가 있는 채권자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과세규정을 둔
것에 관해서는 조세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가치가 국리민복임에 비추어
보면 그 정당성의 수긍이 어렵다.
넷째, 회생절차 취지에 배치된다. 국가는 채무자 회생 취지에서 회생
절차를 입법하였으며, 채무자 회생을 위한 회생계획은 채무면제가 없으면
불가능하다. 회생계획에 의한 권리변경을 통하여 채무면제이익은 예정되
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과세는 회생계획수립과 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
치게 되는 결과, 채무자 회생취지에서 회생절차를 규정한 국가로서는 이
와 다른 목적에서 제정한 조세법과의 절충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부분
이다.
다섯째, 채무면제에 대한 과세를 피하기 위해 회생실무상 다양한 방
안들이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의사결정의 교란으로 인한 초과부
담(excess burden)533)문제가 심각하여 조세의 중립성 요청에 반한다.
회생절차에서는 언제나 채무면제가 수반되는 결과 이에 대한 과세를
피하기 위하여 절차를 지연시킬 뿐만 아니라 복잡한 우회적 절차를 거치
게 하여 과다하고 무익한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회생절차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출자전환 채무면제이익에 대한 과
세를 어떻게 피할 것인가에 관한 법원 관계자들의 실무상 고민을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534)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실무연구회는 도산실무의
운용 지침서로서 회생사건실무 상·하권을 발간하고 있다. 이에서‘출자
532)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실무연구회, 2011a, 앞의 책, 654쪽.
533) 이준구, 2006, 재정학(제3판), 다산출판사, 416쪽.
534)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실무연구회, 2011a, 앞의 책, 655-65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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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 채무면제익의 발생에 대한 대응방안’이라는 제목으로 채무면제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
다.535) 이론상으로는 동일한 행위주체인 국가의 양립할 수 없는 자기 모
순적 행위를 바라보면서,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입법관계자들이
눈여겨 살펴야 할 부분이라 판단되어 여기에 소개한다.
제1안은, 예컨대 채권 5,000원에 액면가 5,000원의 주식 1주를 부여
하는 방식이다. 즉, 채권액면가와 주식액면가의 등가교환을 통하여 출자
전환으로 인한 채무면제이익 발생여지를 없게 하는 방안이다. 이는 법인
세부담 회피 등 여러 가지 장점에도 불구하고 비정상적인 자본구조 등 단
점들로 인하여 세부담 회피 등으로 인한 이익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고 판
단될 때 선택할 수 있는 방안으로 판단되며,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경영
정상화 기업에서 널리 행해지는 방식이다.
제2안은, 예컨대 먼저 제1안과 같이 채권 5,000원에 액면가 5,000원
의 주식 1주를 부여한 후, 주식병합에 의하여 감자하는 방식이다. 즉, 먼
저 제1안과 같이 진행하여 채무면제이익 발생을 피하고, 출자전환으로 인
한 신주발행 직후 발행된 신주를 병합하여 적정 수준의 자본규모로 감자
하는 것이다. 이는 제1안에서 단점으로 지적되는 비정상적인 자본구조와
그로 인한 M&A 저해요소 제거 등의 장점을 취한 방안이다.
법원이 제시하는 실무상 이러한 출자전환 방법들은 채무자 회생취지
라는 회생법적 정당성에 기초하고 있어,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규
정의 적용대상 여부는 차치하고라도, 채무면제이익에 비과세하는 결과와
동일하게 하려는 이러한 우회행위를 거치지 않을 수 없게 만든 현행 과세
535) 위의 책 제2판에서는 네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실무연구회,
2009, 회생사건실무(상)(제2판), 박영사, 605-60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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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가 과연 합리적인가에 대하여 입법관계자들의 심사숙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 밖에도, 출자전환 등 회생계획절차상 채무조정에서 발생하는 채무
면제로 인한 거액의 조세부담이 예상되면, 경제적 내지 경영상 목적에서
는 회사분할 등의 방법을 선택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경우임에도 그러한
방법의 선택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 즉, 경영상으로는 아무런 하자가 없
어 계속기업가치가 높은 주력 사업 및 그 수반되는 자산과 함께 회생채권
자 등과의 협의로 변제 예정하는 채무만을 분리하여 분할신설회사에 승계
시키는 방법으로 회사를 분할하고, 분할회사인 채무자는 회생채권자 등이
포기한 나머지 채무에 대하여 채무면제 등 아무런 해결이 없는 상태에서
청산철차 또는 파산절차를 거침으로써 채무면제이익에 대한 과세문제 해
결을 고려할 수도 있다. 이 경우 과세대상 청산소득과 그로 인한 의제배
당 과세문제는 예상이 어렵고, 파산절차를 선택하더라도 회생법 제317조
의 동시폐지결정 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회생절차에서는 채무자 회생취지에서 언제나 채무면제가
발생하고, 이는 담세력 없는 계산상 수치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과
세소득에 산입하는 불합리한 과세제도로 인하여 발생이 예상되는 무익한
초과부담 문제를 살펴보았다.
이와 같이 담세력이 없는 회생절차상 채무면제이익에 대한 과세가 조
세중립성을 심각하게 저해하여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해치고 있다는 관점
에서 보면, 현행과 같이 출자전환 채무면제이익을 채무자가 폐업하거나
법인세법제조제항같은법시행령 
시킨다고 하여 근본
해산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  제조제항및조세특례제한법제조

적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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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자전환에 대한 판례의 동향
출자전환에 대한 대법원 판례에 관해서는 현물출자설로 보던 종전입
장과 전원합의체에서 판례 변경한 상계설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1) 현물출자설
종전 대법원 판례 입장536)은 출자전환에서 회생채권 등의 변제에 갈
음하여 신주를 발행한 때에는 신주발행 효력 발생일에 신주의 시가 상당
액만큼 채무자의 채무가 소멸한다고 판단하여 기본적으로 출자전환을 현
물출자로 보아 그 출자현물의 평가에 따라 신주의 가격이 결정되는 것으
로 보았다.
즉, 회생채권 등의 변제에 갈음하여 출자전환이 있는 경우 채무자의 채
무 소멸액은 발행 신주의 시가상당액이 된다. 따라서 채무는 신주의 시가상
당액만 소멸하고 그 차액은 계속 채무로 유지되어야 함에도 회생계획인가결
정의 효력에 따라 소멸하기 때문에 채무면제가 발생하게 된다고 보았다.
(2) 상계설
대법원 2010. 9. 16. 선고 2008다97218 전원합의체 판결537)에서는
출자전환의 경우 상계법리에 따라 신주액면가액과 구 채권이 대등액으로
536)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85830 판결; 2009. 11. 12. 선고 2009다47739 판결;
2005. 1. 27. 선고 2004다27143 판결; 2003. 8. 22. 선고 2001다64073 판결; 2003. 1. 10.
선고 2002다12703·12710 판결 등.
537) 이 판결은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한 상계 내지 상계계약이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 미
치는 효력을 쟁점으로 다룬 판결이다. 그러나 부수적으로 채권을 직접 출자목적으로 하는 현물
출자방식으로 인한 문제를 피하면서, 상법 제334조 주주의 회사에 대한 상계금지 조항의 회생절
차상 적용에서 채무자가 주금납입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고 주주의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것이 허용된다는 것을 분명히 한 판례로 이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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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하여 채무면제가 생길 여지가 없는 것으로 선고함으로써 종전의 현물
출자설의 입장을 변경하였다.
즉, 당사자 쌍방이 가지고 있는 같은 종류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서로 대등액에서 소멸시키기로 하는 상계계약이 이루어진 경우,
상계계약의 효과로서 각 채권은 당사자들이 그 계약에서 정한 금액만큼
소멸한다. 이러한 법리는 기업개선작업절차에서 채무자인 기업과 채권자
인 금융기관 사이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주식을 발행하여 주고 채권자의
신주인수대금 채무와 채무자의 기존 채무를 같은 금액만큼 소멸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상계계약 방식에 의하여 이른바 출자전환을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며, 이와 달리 주식의 시가를 평가하여 그 시가 평가액
만큼만 기존의 채무가 변제되고 나머지 금액은 면제된 것으로 볼 것은 아
니라고 해석하였다.
신주인수대금으로 채권의 납입방법을 현물출자로 하지 않고 상계방법
을 선택한 기존의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금융기관대출금의 출자전환에 따
른 변경등기에 관한 대법원등기예규538)와도 일관성 있는 판례이다.
대법원 판례에서 출자전환을 현물출자설로 해석하거나 상계설로 해석
하거나 모두 신주발행에 대한 주금납입방법의 문제로 보았다는 점에서 자
본거래로 보는 것은 같다. 회생절차상 출자전환에서 발생하는 채무면제는
그 본질이 자본거래의 산물이기 때문에 과세소득 적격이 없는 한편, 담세
력이 없는 계산상 수치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계계약에 기한 출자전환에서
근본적으로 채무면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한 대법원 판례는 타당
하다고 판단된다.
538)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금융기관대출금의 출자전환에 따른 변경등기신청에 첨부할 서면.
1999. 1. 25. 등기예규 제9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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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선방안
회생절차상 발생하는 채무면제에 대한 과세는 채무자의 재정적 곤란
을 더욱 심화시켜서 채무자 회생취지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담세력 없는 허구의 수치를 과세물건으로 삼고 있는 등 과세정
당성이 결여되어 있다. 따라서 회생절차의 제도적 취지에 따른 지원적 입
장과 회생절차상 모든 채무면제의 본질에 맞게 관련제도를 입법적으로 재
구성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는 담세력이 없는 과세물건의 본질에 맞는
개선이므로 회생절차상 채무면제이익의 과세 제외로 인한 조세평등주의
원칙 위배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세법에서 출자전환 채무면제이익을 포함한 모든 회생절차상
채무면제이익은, 회생계획인가결정일로부터 일정기간539) 이내에 법원으
로부터 회생법 제283조 회생절차종결결정을 받을 것을 조건부로 전액 감
면제도로 전환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담세력이 없는 회생절차상 채무면제의 특성에 대한 고려로서 원칙적
으로 과세에서 제외하되 조건부로 감면함으로써, 회생절차 진행 중에 절
차폐지 등으로 인해 파산절차로 이행하여 당초 지원 대상에서 벗어날 수
도 있음을 고려하는 한편, 회생실무상 채무자에게 강한 회생동기 부여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는 예외적으로, 면제세액을 의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징수하는 경우로서 해당 면제세액을 징수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
 되므로 별도의 특례제척기간은
한 날부터 제척기간이 기산  국세기본법시행령
제조의

필요가 없다.
539) 그 기간을 무한정으로 하는 경우 결정자체가 지연될 수도 있는 한편, 조속한 채무자 회생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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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실질적으로는 파산절차인 청산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의 인
가를 받은 채무자의 채무면제는 그 실질에서 지원대상인 회생절차상 채무
면제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채무면제와 동일하게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는 회생계획인가결정 당시에 발생한 채무면제이익 과세여부의 문제
이므로, 파산선고에 의한 토지 등의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
 즉,
한 원칙적인 법인세 추가과세 제외 논리와는 별개이다.  법인세법제조
의제항제호

파산재단 재산의 처분대금은 모두 채무상환에 사용되어 담세력이 없다는
데 기하여 과세에서 제외하는 것과는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다.

제4절 회생절차상 대표자 인정상여처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회생절차개시 전 유출소득 관련 문제점과 개선방안
1) 회생절차개시 전 유출소득 관련 문제점
회생법은 원천징수하는 조세로서 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하되,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
분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상여에 대한 조세는 원
 540)
천징수된 것에 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회생법제조제항
제호가목단서

따라서 회생절차개시 전 유출소득에 대하여 회생절차 개시 전에 대표
자 인정상여처분된 경우로서, 회생절차개시 당시 원천징수된 조세는 공익
540) 이 경우 그 권리 성격에 따라 환취권에 준하는 취급이 필요하다는 데에 관해서는 앞서 공익
채권문제에서 검토하였으며, 대표자 인정상여문제는 채무자의 원천징수의무 문제이므로, 권리 본
질에 따라 환취권에 준하는 취급으로 개선하더라도 동일한 문제점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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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이 되고, 원천징수 되지 못한 조세는 현행 회생법의 권리구분 기준에
따라 회생채권이 되어 채권신고대상이 된다. 이러한 현행 회생법 규정에
따르는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한다.541)
첫째, 채무자의 구상권 행사와는 별개문제로서, 자신의 채무로 인하여
재정적 곤경에 처한 채무자에게 현실적으로 징수하지 않은 제3자 부담책
임의 조세까지 부담을 요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둘째, 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9호 가목 단서 규정은 법인세법상 소
득처분에 따른 원천징수대상 조세의 납세의무 성립·확정에 관련된 조세
법상 관련규정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법인세법상 소득처분 규정에 의하는 경우는, 일반적인 경우와 같이
관련 소득의 지급시기를 기준으로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확정되는 것이
아니고 소득금액변동통지시기에 따라 성립·확정되며, 그 소득금액변동통
지는 제척기간 내에는 언제나 가능하여 유동적이다.542)
앞의 회생법 규정은 회생절차개시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확정된 것
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회생절차개시 전에 사외로 유출된 소득에 근거
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에 채무자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543) 된 것만을 의
미한다. 즉, 원천징수의무와 관련된 회생법상 규정은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의 속성을 간과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에 원천징수 의무
의 성립과 확정이 있었던 것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541) 앞서 원천징수한 조세는 환취권에 준하는 권리로 취급함이 합리적이라는 개선방안대로의 개
선을 전제하고, 이를 제외한 문제점을 말한다.
542) 다음 네 번째 문제점에서 살펴 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이다.
543) 입법자는 일반적으로 소득의 지급 등 사실에 기해서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는 것만 고려하였
고,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의해서도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한다는 사실은 간과한 것으로 이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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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동일하게 회생절차개시 전에 유출된 소득이지만 회생절차개
시 후에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는 경우는 그 때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확
정되고, 이 경우는 원천징수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회생법 규정에 따라 공
익채권으로 분류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
회생법의 전반적인 관점에 비추어서 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9호 가
목 단서 규정의 취지를 유추해보면, 거래징수대상조세와 원천징수대상조
세는 그 본질이 조세채권자의 재산이므로 절차관련 채권과는 별도의 취급
이 있어야함을 고려하여,544) 환취권에 버금가는 우선변제를 위해서 공익
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이해된다. 한편으로 이 경우에도, 대표자 인정
상여처분으로 인한 원천징수대상조세는 실질적인 소득귀속에 따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회생절차 취지 관점에서 불합리한 채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회생절차개시 당시 원천징수한 것만 공익채권으로 규정하였다고
이해된다.
그러나 동일하게 회생절차개시 전에 사외유출된 소득임에도 회생절차
개시 전 또는 후의 소득금액변동통지시기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의 성립·
확정시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간과되었다. 그 결과 규정의 당초 입
법의도와는 달리 과세권자로 하여금 소득금액변동통지 자체를 지연시키려
는 동기를 유발시켜서, 오히려 채무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토록 하는 회생
법상 구조적 결함을 보이고 있다.545)
셋째, 회생절차에 있는 채무자의 성질상 성실한 원천징수이행을 기대
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다.
544) 이는 법리상 절차개시 당시 원천징수된 것만 해당된다.
545) 이러한 문제점은 소득처분 결과로서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모든 조세에서의 문제이지만 대표
자 인정상여처분에서의 문제가 가장 크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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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회생절차개시신청을 사유로 한 세무조사에서 대표자 인정상여
처분 대상소득이 있는 경우 경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채무자에게 소득
 채무자는 통지서 받은 날을 지급시기
금액변동을 통지하고,  소득세법시행령
제조제항
 그 때에 납세의무가 성
로 하여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며,  소득세법조제항
및제조제항
 이 경우 회생절차신청일로부터 최장
립·확정된다.  국세기본법제조제항제호
및제조제항제호
회생법
 에 있게 되는 회생절차개시 결정일 전까지 과세권자의
1개월 이내  제조

세무조사 개시 및 종료 결과에 따른 대표자 인정상여처분에 대한 소득금
액변동통지와 채무자의 원천징수의무이행이 모두 이루어지면 공익채권이
되고, 채무자가 그 후에 원천징수하면 절차에 구속되는 회생채권이 된다.
세무조사행정 절차에 허용된 기간도 짧지만, 소득금액변동통지 받은
경우에는 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9호 가목 단서에 따라 원천징수된 것
만 공익채권이 되고 원천징수 되지 못한 조세는 회생채권이 되는 한편으
로,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이기 때문에 아직 채무자의 경영권을 가진 대표
자가 고의적으로 원천징수를 지연시켜서 해당 납세의무에 대해서는 대표
자 본인 책임을 피하면서 회생절차 내에서의 해결을 도모할 개연성이 높
아지게 된다.
반대로 과세권자는, 이와 같이 원천징수지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소
득금액변동통지 자체를 절차개시 후로 연기시켜서 회생절차개시 후에 원
천징수납세의무를 성립·확정시키려 할 것이다. 이 경우는 공익채권이 되
어 징수권 확보에서 오히려 유리해 지기 때문이다.
넷째, 회생법 규정과 관련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 단서
규정은 조세행정의 편의성만 고려하고 재정적 곤경에 처한 납세의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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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은 고려하지 못하고 있어 불합리하다.
일반적으로 당해 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을 통지하여 원천징수의무를
부과해야 하지만, 당해 법인이 회생법 제251조에 따라 면책효력이 발생
하는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는 경우546)에는 채무자에 대한 원천
징수의무 부과를 포기하고 당해 소득처분대상 거주자에게 직접 통지하여
부과·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일
후로 하지 않고 회생계획인가결정일 후로 제한하고 있어 불합리하다.
이 규정은 처분대상 소득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과 후의 사외유출
을 구분하지 않으며, 채무자에게 원천징수의무 이행을 부과할 수 없는 경
우에는 거주자에게 직접 납세의무이행을 통지하여 징세권확보에서 보다
유리한 납세의무자를 선택하려는 규정이다.
특히, 회생절차개시 전에 사외유출된 소득의 경우 관련 회생법과 조
세법의 부조화로 인하여 회생법 규정의 취지와 달리 오히려 채무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즉, 과세권자가 절차개시 전에 사외유출된 소득에 기하여 소득금액변
동통지로서 채무자에게 원천징수의무를 부과하려는 경우, 소득세법에서
회생계획인가결정 전까지는 채무자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채무자의 원천징수의무 불이행이 예상되는 경우에
는 회생절차개시 후에 통지하여 공익채권에 포함시켜서 우선징수를 도모
할 유인이 커지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546) 결손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회생법 제251조에 따라 체납한 회사가 납부의무를 면제받게 된
경우(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제1항 제2호)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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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선방안
앞서 살펴본 제반 문제점들 특히, 채무자 사정의 고려와 함께 소득금
액변동통지시기에 따라 회생채권 또는 공익채권으로 권리순위가 달라지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회생절차개시 전에 사외유출된 소득에 대하여 대표자 인정상여
처분으로 채무자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부과된 경우로서, 회생절차개시
당시까지 원천징수 되지 않은 조세547)는 과세관청이 원천납세의무자에게
직접 부과·징수하는 제도로 전환함이 합리적이다.
둘째,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 단서 규정에서, 당해 거
주자에게 직접 소득금액변동을 통지해야 하는 기준시점을 회생계획인가결
정이 있은 이후로 할 것이 아니고, 회생법 제49조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은 이후로 변경함이 타당하다.
이와 같이 소득세법 규정을 개정하면 회생절차개시 전에 유출된 소득
에 대하여는 회생절차개시 후에 대표자 인정상여 처분하는 경우까지도 대
표자에게 직접 부과·징수하는 제도로 전환된다.
이는 결국 관련 법률규정의 부조화를 제거하는 한편으로, 재정적 곤
경에 처한 채무자 회생취지에도 부합하도록 관련 제도를 재구성해야 한다
는 것이다. 따라서 채무자에 대한 조세감면 등 직접적인 지원여부의 관점
에서가 아니고, 자신의 채무로 인하여 재정적 곤경에 처한 회생절차상 채
무자에 대한 원천징수의무 부여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547) 회생절차상 대표자 인정상여처분으로 인한 원천징수대상 조세로서 회생절차개시 당시 원천징
수된 것은 현실적으로 그 존재를 예상하기 어렵고, 있다 하더라도 앞서 환취권에 유사한 취급으
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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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생절차개시 후 유출소득 관련 문제점과 개선방안
1) 회생절차개시 후 유출소득 관련 문제점
회생법 
법원은 회생절차개시결정과 동시에 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  제조

2006년 회생법 시행 후 2009년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회생절차개시
결정 된 180건 중에서 관리인이 선임되지 않은 사건이 10건이고, 나머지
170건은 관리인이 선임되었는데, 그 중에서 제3자 관리인이 선임된 사건
은 25건에 불과하고 나머지 145건은 기존경영자가 관리인으로 선임되었
다.548) 회생절차를 개시하는 채무자 대부분이 기존경영자관리인을 선택
하는 셈이며, 이는 회생법이 구 회사정리법과 달리 기존경영자관리인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회생법
 와 기타 기존경영자가 아닌
채무자의 대표자인 기존경영자  제조제항

자로서 법인을 포함하여 선임되거나 의제된 관리인과 함께, 회생절차 중
에 있는 채무자의 관리인이 법인세법상 사외로 유출된 귀속불분명 소득에
대한 소득처분대상으로서의 대표자 해당여부가 문제된다. 절차 초기에 보
전관리인이 선임된 경우 관리인과 마찬가지의 권한을 가지므로 같은 문제
가 발생한다.
이에 대해서는 대표자 부정설과 긍정설이 있으며,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548) 류해용, 2010, 앞의 논문, 9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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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표자 부정설
이는 회생절차상 채무자의 관리인은 법인세법상 대표자 인정상여처분
의 대상이 되는 채무자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견해로서, 주로 실정법과 그
법리에 근거한 해석이다.
대표이사549)는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업무집행을
담당하는 주식회사의 필요적 상설기관이며 독립기관이다.550) 대표이사는
이사인 자 중에서 이사회에서 선임이 원칙이지만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권
 그 선임·해임은 등기사항이고, 민법상
한으로 정할 수 있으며,  상법제조
제항단서
상법
 대표이사의 전제조건인 이사는
위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제조제항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기관인 이사회 구성원이며, 그 선임권은
상법
 이는 소유와 경영의 분리라는 주식회사
주주총회에 전속된다.  제조제항

원리상 집중투표제까지 활용하면서 법인 소유자인 주주들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법인 의사결정자들의 선임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법인세법상 소득처분 대상이 되는 대표자에는 그 등기 여부에
불문하고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까지 포함시키고 있다. 이는
대표이사는 회사의 독립기관으로서 경영판단원칙에 따라 독립적인 업무
수행권을 가진다는데 기한 판단으로 이해된다. 즉,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회사경영을 독립적이고 실질적으로 지배하기 때문에 사외로 유출된 소득
의 귀속에 관해서는 그 대표자가 가장 잘 알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비하여, 회생절차상 채무자의 업무수행권과 재산관리처분권 즉,
549) 설명의 편의상 법인 중에서 가장 많은 주식회사를 기준으로 검토하였다.
550) 최기원, 2001, 상법학신론, 박영사, 79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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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법 551)

은 채무자의 대표자가 원칙이지
사업경영권을 행사하는 관리인  제조

만, 법인도 관리인이 될 수 있고 직무를 수행할 자를 따로 두는 것도 가
회생법

능하다.  제조제항

관리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직무를 수행해야 하고, 항상
법원의 직무 감독을 받는 한편 법원의 허가를 얻어 사임해야 하고, 법원
 또한 관리인의 보수와 특별상여금도
이 그 해임권도 갖는다.  회생법제조
내지제조
회생법
 법원은 일반적으로 회생절차종결 결정문에서 임원
법원이 정한다.  제조

의 퇴직금규정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과 특별보상금을 결정하고 있다.552)
또한, 관리인은 관리인의 선임·해임권을 가지는 법원의 관리감독 하
회생법
 재산처분 등 비경상적이지만 회사재산에
에 업무를 수행하고,  제조제항

관한 처분권 등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법원의 허가로 이를 행하도
회생법
 회생실무상 회생절차개
록 하고 허가없는 처분행위는 무효가 된다.  제조

시결정과 동시에 관리인이 허가받아야 할 사항을 정하여 담당 재판부 또
는 관리위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법원 보좌역인 관리위원회의
관리감독을 받는 한편, 채권자협의회에 이러한 법원의 허가사항과 위임사
항에 관한 결정 보고서 제출의무도 있다.
다만,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해당하는 상품·제품·원재료 등 재고자
산의 처분행위는 법원으로부터 허가 없이도 처분이 가능하다.553) 그러나
관리인이 매월 회생계획수행에 관한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자금지출
내역에 관한 적정성 검증을 받는 한편, 관리인의 적정한 업무수행은 감
551) 류해용, 2010, 앞의 논문, 92쪽.
552)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실무연구회, 2011b, 앞의 책, 192쪽.
553)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실무연구회, 2011a, 앞의 책, 1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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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부회계감사·관리위원회·채권자협의회 등을 통하여 여러 가지 방
법으로 엄격한 감독 하에 있다.554)
또한, 회생계획에서는 채무자의 이사 또는 대표이사의 선임이나 선정
에 관한 방법과 임기를 규정해야 하고, 그 임기는 1년을 넘지 못하는데,
 회생법 
제조

관리인에게 이사·대표이사의 임면권을 부여할 수도 있다.555) 회

생절차가 폐지되면 그 때 관리인은 권리를 잃게 되고 채무자는 권한을 회
복하게 된다.
요컨대 현행 관련제도는 대표이사와 관리인에 대하여 전혀 그 선임과
직무 방법 등에 관하여 달리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회생법은 기존경영자
관리인을 허용하는 대신에 채권자협의회의 견제와 법원의 관리감독권한을
강화하여 회생절차상 관리인의 독립적인 업무수행은 불가능하도록 제도화
하고 있다.
이러한 관리인의 실정법상 지위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이해
관계인들은 하나의 정리단체를 형성하게 되고 관리인은 그 집행기관이 된
다는 정리단체 집행기관설,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채무자의 재산은 하나의
재단을 형성하게 되고 관리인은 그 재단의 법정대리인 내지 대표자가 된
다고 보는 기업재단의 법정대리인설, 공적수탁자설, 관리인을 채무자의
집행기관이라고 보는 채무자의 집행기관설 등이 있으나, 공적수탁자설이
통설556)이며 대법원 입장이다.557)558)
554)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실무연구회, 2011b, 앞의 책, 136쪽.
555) 위의 책, 124쪽.
556) 남효순·김재형(공편), 2005, 앞의 책, 461-462쪽.
557) 대법원 1974. 6. 25. 선고 73다692 판결; 1988. 8. 9. 선고 86다카1858 판결; 1989. 7. 25.
선고 88누10961 판결 등.
558) 파산절차상 파산관재인이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는가에 관하여,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2다48214 판결은 이를 긍정하였다. 즉, 파산관재인은 통정허위의 의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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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수탁자설 입장에 있는 대법원 판례는, 관리인은 채무자의 대표자
의 지위에 있다고 하기보다는 채무자·채권자·주주 등으로 구성되는 이
해관계인 단체의 관리자로서 그러한 자들을 위하여 법원 감독 아래 회사
경영 및 재산의 관리·처분권을 가지는 공적 수탁자의 지위에 있기 때문
에, 대표자 인정상여제도의 취지나 이러한 관리인의 법적지위에 비추어
볼 때 채무자의 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 대
상이 되는 법인의 대표자로는 볼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다.559)
여기서 수탁자는 신탁법상 수탁자와 유사한 지위에 있으므로, 기존경
영자 관리인은 채무자의 이사로서 선관주의의무와 충실의무 외에 관리인
으로서 역시 선관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부담한다고 본다. 다만, 그 의무
부담상대가 이사인 경우는 회사 내지 주주임에 비해서 관리인 입장에서는
회생채권자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되는 것이 다르다.560)
이상에서 살펴본 논거에 따르면, 최소한 회생절차 중에 있는 채무자
에게는‘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
다.’라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규정은 적용될 여
지가 없다.
시를 했던 파산자와는 제3자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대해서 파산관재인은 파산자의 포
괄승계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는 관점에서 보면 파산관재인이 제3자로서의 지위를 가진다고
할 수 없다는 논란이 있다(이동형, 통정허위표시를 한 자의 파산관재인이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인지 여부. 법조, 통권 제573호, 법조협회, 146쪽; 권영준, 통정허위표시로 인한 법률관계에
있어서 파산관재인의 제3자성, 법조, 통권 제608호, 법조협회, 90쪽). 그러나 파산선고는 상법상
해산사유이고, 해산은 세법상 폐업사유에 해당하게 되며,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 재산의 환가와
배당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그 보수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등(법인46013-1193, 2000. 5.
22.) 계속기업을 전제로 하는 채무자 회생절차상 관리인과는 과세상 다르게 취급하고 있다.
559) 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누3120 판결; 1994. 10. 28. 선고 94모25 판결; 1995. 6. 30.
선고 94누149 판결 등.
560) 이인갑, 2009, 도산법상 기존경영자관리인의 지위, 비교사법, 통권 제44호, 한국비교사법학회,
403-4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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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표자 긍정설
이는 비록 법원 감독 하에 모든 업무를 처리하는 회생절차상 채무자
의 관리인이라 하더라도 법인세법상 인정상여처분 대상으로서 채무자의
대표자가 된다는 견해이다. 주로 실질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한 자를 기준
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으로서 과세관청의 견해이다.
즉, 법인의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과 사실상 대표자가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대표자를 인정상여처분 대상으로서의 대표자로 본
다는 것으로, 회생절차상 채무자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업무집행권을 실질
적으로 누가 행사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 결과 등기된 대표
이사와 관리인이 서로 다른 경우는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한 관리인을
대표자로 본다는 것이어서561) 결국 기존경영자관리인을 대표자로 본다는
것이다.
(3) 결어
다음과 같은 이유로 대표자 부정설에 찬성한다.
첫째, 채무자 관리인의 법적 성격은 대표자가 아니고 공적수탁자이다.
기본적으로 법인세법상 대표자 의미는 경영판단원칙에 의해 보호되는
회사 독립기관으로서의 독립된 경영행위를 할 수 있지만, 관리인은 그와
반대로 거의 모든 업무를 법원의 감독·사전승인 및 사후보고를 통하여
수행하기 때문에 동일시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설령 회생절차에서 채무자의 이사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더라도, 기존
경영자관리인의 회생절차상 지위는 회생절차개시 전과 같이 주주에 의해

561) 국세청 심사소득2001-0414(2002.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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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되어 직접적으로 주주에게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고, 이해관계인들의
공적수탁자로서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민법상 위임관계에 있는 채무자
의 대표이사와 그 법적 성격에서 다르다.562)
기존경영자 관리인이라 하더라도 관리인의 지위에서만 권한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대표자는 회사법, 정관, 이
사회결의 또는 주주총회결의에 따라 어떤 행위를 행하였다 하더라도, 이
들 행위가 회생절차의 제반 규정에 위배되거나 법원의 허가결정 없이 한
것이라면 회생절차 내에서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반대로 관리인으로
선임되거나 관리인 불선임 결정에 의하여 관리인으로 보게 되는 법인 채
무자의 대표자가, 법원의 허가를 얻거나 회생법 규정 및 회생계획의 조항
에서 정하여진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이사회 결의나 주주
총회결의를 거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행위는 모두 유효한 행위가 된
다.563)
회생법 제74조 제2항에 따라 선임된 채무자의 대표자인 기존경영자
관리인이 종전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행한 재산처분행위이더라도 관리인의
지위에서 이를 부인함은 신의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이 회생제도 발상
지인 미국과 이를 받아들인 일본의 판례태도이며, 대법원도 같은 입장이
어서 대표이사와 관리인은 전혀 다른 의미의 제3자적 지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564)
둘째, 관리인으로 가능한 자로는 법인도 가능한데, 법인이 관리인이
된 경우는 그 법인의 이사 중에서 관리인 업무를 수행할 자를 지명하여

562) 이인갑, 2009, 앞의 논문, 408-409쪽.
563)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실무연구회, 2011a. 앞의 책, 143쪽.
564) 위의 책, 29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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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법
 그러나 실무상으로는 관리인 업무를 대
법원에 신고해야 한다.  제조제항

리할 자를 정하고 그 관리인 대리가 사실상 법인 관리인의 역할을 하게
된다. 이 경우 법인을 대표자로 보아 조세법을 적용해야 할 것이지만, 현
행 세법체계에 따르면 대표자 인정상여처분은 자연인을 예정하며, 그 소
득구분에서도 근로소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인이라는 개념만으로
법인을 법인세법상 대표자와 동일시 할 수가 없다.
셋째, 사외 유출된 소득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 소득처분방
법으로 회생절차상 관리인에게 사외유출소득 귀속자의 확인을 요구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법원의 감독기능을 무력화하고, 회생법리를 부인하게
되어 회생법과 조세법의 부조화를 유발하게 된다.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명확하지 않은 비상장법인이 많은 것이 우리나
라 기업의 현실이고, 종전 대표이사가 공적수탁자가 된다고 해서 경영의
투명성이나 공공성이 자동적으로 확보되는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565) 회
사자금유용, 자금융통 또는 주가 등을 목적한 분식회계, 수주에서 뇌물공
여 등이 채무자의 대표자에 의해 발생할 개연성이 상존한다는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설사 사외유출된 것이 있더라도 이에 관해서는 법원
의 감독책임과 함께 다른 이해관계자들이 과세권자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어 견제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 관리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
의로써 직무를 수행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이해관계인들에게 손해가 발
생한 때는 손해배상책임은 물론이고, 법원의 허가대상행위를 임의로 행한
이 될 수도 있다.
경우는 징역형 등 형사 처벌대상  회생법제조
및조

넷째, 법인세법의 대표자 인정상여처분 규정은 정상적인 법인의 활동
565) 류해용, 2010, 앞의 논문, 9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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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 제도이다. 그러나 이를 통상적인 영업활동에 심대한 지장을 감수
하면서 존폐문제를 걸고 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비상상태의 채무자에게까
지 아무런 여과장치 없이 그대로 적용하여, 종국적으로는 그 이해관계자
들까지도 재산상 손실을 감수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
그러나 위와 같은 이유들에 근거하여 대표자 부정설에 찬성하지만,
현실적으로 사외유출된 금액이 명백히 존재하는 경우로서 그 귀속만이 불
분명하다면 이는 누군가의 위법행위의 결과로서 형사절차에서 선결되어야
할 문제이고, 그러한 절차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관리인 등 특정인의 횡령
등 소득의 귀속이 분명하게 확인되는 경우까지 과세가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그 경우에는 소득의 실질 귀속자에게 과세함이 합리적이다.
즉, 원칙적으로는 회생절차상 채무자의 관리인은 공적수탁자 지위에
있으므로, 법인세법상 대표자 인정상여처분 대상이 되는 채무자의 대표자
에 해당되지 않지만, 관리인 본연의 임무를 벗어나 대표이사로서 부당행
위를 저지른 결과라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관리인으
로 보아 소득처분에서 제외할 것이 아니고 대표자로 보아서 소득처분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566)
2) 개선방안
회생절차개시 후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에서 귀속이 불분명한 사외 유
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동시에, 일정기간 동
안 사후관리제도로 전환하여, 향후 이해관계자들의 대응결과에 따라 소득
귀속자가 확인되면 그 때 그 소득귀속자에게 직접 과세하는 것이 합리적
이다.567) 다만, 이 경우에도 사후관리에서 소득귀속자가 확인된 경우에는
566)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누14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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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기간 동안 특례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
회생절차개시 후의 유출소득으로 인한 대표자 인정상여처분 문제는
회생법상 업무감독규정들과 회생실무상 채무자의 법인세 신고에서 발생하
기는 어렵고, 주로 과세권자의 세무조사에서 문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
러나 세무조사에서 소득의 사외유출이, 관리인이 그 본연의 임무를 벗어
나서 한 행위 즉, 특별한 사정에 기한 것인지 여부를 가릴 수는 없다. 따
라서 관리인에 대한 대표자 부정설 입장에서, 소득처분대상이 없으므로
기타사외유출 처분하되, 법원 등이나 채무자의 유출소득에 대한 횡령 등
사건처리 결과에 따라서는 소득귀속자에 대한 과세가 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후관리대상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개선은, 재정적 곤경에 처한 채무자에게 제3자가 부담해야 할
조세채무까지 부담하게 하는 불합리를 피할 수 있고, 회생법에 따른 법원
의 감독기능을 존중하는 결과가 되어 동일한 국가 행위에서 일관성을 유
지할 수 있다.

567) 회생절차개시 전 유출소득 관련문제에서의 개선방안과 마찬가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
제1항에 대한 개선도 병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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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론
사회경제적으로 파급력이 큰 채무자가 재정적 곤경에 처하여 파산으
로 진행할 경우 그 사회경제적 손실은 너무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서 채무자 이해관계의 집단적 조정을 통하
여 채무자를 회생시키고자 하는 것이 회생제도이다.
회생제도의 실천적 본질은 채무자 재산의 공평한 배분이다. 회생절차
를 통하여 집단적으로 배분·조정하고자 하는 채무자의 채무는 회생절차
개시 전의 채무로 한정되고, 회생절차개시 후의 회생절차 수행비용은 이
에 포함되지 않는다. 즉, 회생절차개시 전의 채무자 경제행위에 근거한
채무는 모두 회생절차에서 채무조정대상으로 삼는 것이 회생제도의 기본
적 태도이다.
이러한 회생절차에서 채무자 회생이라는 취지를 달성하려면 회생절차
상 가능한 한 채무자의 부담을 덜어 주어야 하며, 이와 같은 논리는 조세
채무라고 하여 예외가 아니다.
이와 달리, 조세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의 조달이라
는 기초적 역할이 그 생명이다. 그러한 역할은 국민의 재산권에 직접적으
로 영향을 미치는 금전부담의 형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세부과에
관한 한 언제나 조세법률주의 원칙과 조세평등주의 원칙의 준수가 요구된
다. 회생절차의 궁극적 취지가 사회경제적 손실방지에 있다 하더라도 조
세부과에서 지켜져야 할 그러한 원칙에서 예외일 수는 없다.
따라서 회생법과 조세법은 양자의 취지 측면에서 상호 긴장관계에 있
을 수밖에 없다는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이를 해소하고 상호 조화를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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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분야이다.
회생법의 전신인 구 파산법, 구 회사정리법, 구 화의법 등 우리나라
도산제도는 선진국들처럼 장기간에 걸친 많은 시행착오의 과정을 거치면
서 다듬어지는 경험을 거침이 없이 외국 제도를 그대로 계수한 입법사적
배경을 지니고 있다. 그러한 법률들을 통합한 현행 회생법 역시 그런 평
가 대상에서 별로 비켜나 있지 않다.
그러한 입법배경은 회생법 자체만의 문제로만 끝나지 않고 다른 법률
과의 관계에서도 많은 부조화를 낳을 수밖에 없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본 연구자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결론적으로 회생법과 조세법은 상호
능동적인 조화를 시도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회생절차 취지와 조세법 원
칙의 조화라는 측면에서 보면 태생적으로 많은 갈등과 문제점들을 내포할
수밖에 없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입법자가 두 법률에
서 상호 조화롭게 제도화하여 해결하지 못하고 사법부 판단에만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연구․제시한 현행 회생세제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회생절차개시 전의 채무자에 대한 조세채권의 회생절차상 지위
에 관한 문제이다. 회생절차에서 조정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채무자의 채
무는 회생절차개시 전의 채무자의 경제행위에 상당한 조세채무여야 하므
로, 법인세·부가가치세 등과 같은 기간세에 관해서는 채무자의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연도의 사업연도 등을 회생절차개시 결정일 전일에 종료
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다. 또한, 회생절차 관리비용인 공익채권에 포함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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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조세채권 중 원천징수대상조세와 거래징수대상조세는 그 본질이 과세
권자인 국가재산이므로 권리의 본질에 맞는 제도로 개선함이 합리적이다.
둘째, 회생절차개시 전의 채무자에 대한 조세채권의 감면에 관한 문
제이다. 회생법은 조세채무의 면책 등 조세감면 규정을 두고 있지만, 조
세특례제한법은 조세에 관한 특례를 규정할 수 있는 법률에서 회생법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상호 조화로운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회생법상 조세의 면책범위에서 채무자의 포탈조세 등 조세채권자의 책임
없이 채권신고에서 누락된 조세채무도 포함시키고 있다. 그리고 이 경우
에는 조세의 부과권까지도 소멸하는 것으로 대법원은 해석하고 있는데,
조세채권자의 책임 없이 신고에서 누락된 조세채무는 면책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개선되어야 하며, 어떤 경우에도 부과권은 면책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셋째, 회생절차를 통한 사회적 손실의 최소화 취지에서 보면 회생절
차상 채무자는 지원대상이며, 회생절차상 채무면제에는 담세력이 없으므
로, 일정기간 내에 회생절차종결결정을 조건부로 전액 감면제도로 개선하
는 것이 합리적이다.
넷째, 회생절차개시 전에 유출된 소득으로서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는, 채무자에게 대표자 인정상여처분에 대한 소득금액변동을 통지할 것이
아니고 대표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징수하는 제도로 전환함이 합리
적이다. 이 경우 소득세법상 소득 귀속자에게 직접 소득금액변동통지 기준
시점을 회생계획인가결정일 이후로 할 것이 아니고 회생절차개시결정일
이후로 변경해야 한다. 또한, 회생절차개시 후에 사외유출된 소득으로서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회생절차에 있는 채무자에게는 법인세법상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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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여로 처분하여야 할 대표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기타사외유출처분
후 사후관리제도로 개선함이 합리적이다.
끊임없이 변화·발전하는 경제환경 속에서 바람직한 조세정책은 관련
되는 현행 제도에 대한 실증적 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시대변화에 국민경
제의 적응이 용이하도록 발전적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특히 경제가 세계
화하고 국제적 상호의존도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진 현실을 감안하면
국민경제적 시각만으로 조세정책을 설계하려는 자세는 지양되어야 하며,
세계경제적 시각에서 세제를 조망하고 설계 내지 개혁하려는 자세가 요구
되는 것이다.568) 회생세제라고 하여 그 예외를 인정할 이유가 없다.
현행 회생제도 관련 조세법 체계를 이런 관점에서 전면적으로 재검토
하고 새롭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이와 같은 관점에 초점을 맞추
어 회생세제의 개선에 관한 연구와 논의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면서 결론을 맺고자 한다.

568) 최명근, 2005, 세무학의 구조, 영화조세통람, 75-76쪽.

- 222 -

참 고 문 헌
1. 국내 단행본

곽윤직, 1996, 채권총론, 박영사.
, 2003, 채권총론, 박영사.
김두형, 2011, 로스쿨2011조세법기초이론, 한국학술정보.
김선영 역(Niall Ferguson 저), 2010, 금융의 지배, 민음사.
김성수, 2003, 세법, 법문사.
김완석·한상국·박훈, 2006, 국세기본법의 개편방안, 한국조세연구원.
김완석, 2006, 조세법체계의 개편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 2011, 법인세법론, 광교이텍스.
김유찬·이유향, 2009, 주요국의 조세제도(독일편), 한국조세연구원.
남효순·김재형(공편), 2005, 도산법강의, 법문사.
박정수, 2009, 주요국의 조세제도(영국편), 한국조세연구원.
박준서, 2000, 주석민법(제3판)(채권총칙-1), 한국사법행정학회.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실무연구회, 2009, 회생사건실무(상)(제2판), 박영사.
, 2011a, 회생사건실무(상)(제3판), 박영사.
, 2011b, 회생사건실무(하)(제3판), 박영사.
, 2011c, 개인파산·회생실무(제3판), 박영사.
성승제 외 번역(Hans-Gűnter Heneke 저), 2010, 독일 재정법, 재정법제, 자료10-12,
한국법제연구원.
송쌍종, 2010, 조세법학총론(제1개정판), 도서출판 나라.
오수근, 2008, 도산법의 이해,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윤영신, 1998, 미국의 도산법, 연구보고98-3, 한국법제연구원.
이동식, 2011, 일반조세법, 준커뮤니케이션즈.

- 223 -

이명훈, 2008, 기업구조조정 해설, 정법사.
이상영, 2007, 외국파산법, 동국대학교 출판부.
이성식, 2010, 조세법총론, 경제법륜사.
이준구, 2006, 재정학(제3판), 다산출판사.
이창희, 2007, 세법강의, 박영사.
이태로·한만수, 2009, 조세법강의, 박영사.
임승순, 2010, 조세법, 박영사.
임치용, 2006, 파산법연구2, 박영사.
장태평, 1998, 기업구조조정과 세제지원, 광교아카데미.
전병서, 2006, 도산법, 법문사.
최기원, 2001, 상법학신론, 박영사.
최명근, 2005, 세무학의 구조, 영화조세통람.
, 2006, 세법학총론, 세경사.
최성근, 1998a, 독일의 도산법, 연구보고98-1, 한국법제연구원.
, 1998b, 일본의 도산법, 주요국의도산법(Ⅴ), 한국법제연구원.
한국산업은행 조사부, 1982, 회사정리법해설, 전광산업사.

2. 국내 논문
강석훈, 2006, 소득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에 관하여, 조세법연구, 제12-1집, 한국세법
학회.
강선호, 2011, 회생절차에 있어서 이해관계인들의 공정·형평한 권리조정 실현을 위한 방
안, 법학논총, 제23권제2호, 영남대학교법학연구소.
구길선, 2000, 일본의 새로운 도산절차(민사재생절차)의 소개, 재판자료, 제89집, 법원도
서관.
권영준, 2007, 통정허위표시로 인한 법률관계에 있어서 파산관재인의 제3자성, 법조, 통
권 제608호, 법조협회.

- 224 -

김경욱, 2002, 독일도산법제의 동향과 시사점, 비교사법, 제9권4호(통권 제19호), 한국비
교사법학회.
김두천, 1985, 제척기간과 소멸시효, 계간세무사, 통권 제30호, 한국세무사회.
김영순, 2011, 국세환급제도의 합리적 해석과 그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박사 학위논문.
김완석, 1996, 소득세제도 및 행정의 개선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제16집, 한국세무사회.
김진현, 1998, 독일 신도산법상의 면책제도, 강원법학, 제10권, 강원대학교비교법학연구소.
김현석, 2002, 파산절차에서의 조세법률관계, 재판자료, 제98집, 법원도서관.
김홍대, 1985, 계간세무사, 통권 제33호, 한국세무사회.
나성길, 1999, 입법원칙으로서의 조세평등주의, 세무학연구, 제14호, 한국세무학회.
류해용, 2010, 통합도산법 시행 이후 한국의 기업회생실무와 쟁점, 법조, 통권 제641호,
법조협회.
박승두, 2004, 개인채무자회생법의 기본구조와 문제점에 관한 연구, 법학논총, 제16집, 국
민대학교법학연구소.
박형준, 2007, 법정관리기업 인수합병의 실무와 전망, 사법논집, 제44집, 법원도서관.
박홍우, 2000, 정리채권 등의 신고·조사·확정에 있어서의 문제점, 재판자료, 제86집, 법원
도서관.
박훤일, 2007, 도산법제와 팀 프로덕션이론, 기업법연구, 통권 제29호, 한국기업법학회.
백창훈, 1999, 면책과 복권, 재판자료집, 제83집(하), 법원도서관.
변재승, 1983, 조세채권의 소멸시효, 재판자료, 제17집, 법원행정처.
서보국, 2009, 기업회생절차상 채무면제이익의 과세에 대한 독일 조세법의 형평면제처분,
안암법학, 통권 제29호, 안암법학회.
양형우, 2003, 독일법에 있어서 도산절차개시의 효과와 근저당권의 확정, 비교사법, 통권
제20호, 한국비교사법학회.
, 2009, 독일도산법에서의 근로자의 보수청구권, 비교사법, 통권 제46호, 한국비교
사법학회.
염춘필, 2007, 채권의 출자전환실무, 법무사저널, 2007년5·6월호,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

- 225 -

오수근, 2005, 통합도산법의 과제와 전망(Ⅰ), 저스티스, 통권 제85호, 한국법학원.
옥무석, 2003, 우리나라 구조조정세제의 회고와 전망, 조세법연구, 제Ⅸ-2집, 한국세법학회.
유장훈, 2008, 채무자(회사)의 회생절차상 조세채권에 관한 연구, 비교법학, 제7집, 전주
대학교비교법학연구소.
윤종구, 2004, 독일도산절차에서 기업가치평가와 그 배분방법, 재판자료, 제105집, 법원
도서관.
윤창술, 2002, 파산절차에 있어서 과세문제(일본의 경우를 중심으로), 조세법연구, 제8-2
집, 한국세법학회.
이동형, 2004, 통정허위표시를 한 자의 파산관재인이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인지
여부, 법조, 통권 제573호, 법조협회.
이의영, 2008, 회사도산세제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대학원 법학박사 학위논문.
이인갑, 2009, 도산법상 기존경영자관리인의 지위, 비교사법, 통권 제44호, 한국비교사법
학회.
이제원, 2000, 출자전환의 법적성질, 증권법연구, 제1권 제1호, 한국증권법학회.
이준규, 2009, 청산소득 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세무와회계저널, 제10권 제1호, 한국세무
학회.
이중교, 2009, 통합도산법상 도산절차에서의 조세우선권에 관한 검토, 조세법연구, 제
15-1집, 한국세법학회.
이진만, 2001, 독일의 도산법, 재판자료, 제93집, 법원도서관.
임치용, 1999, 도산법제에 있어서의 파산절차의 특색, 재판자료, 제83집, 법원도서관.
최성근, 2004, 조세채권의 정리채권 성립시기 및 신고기한, 조세법연구, 제10-1집, 한국
세법학회.
최완주, 1999, 파산절차와 조세관계, 재판자료, 제82집, 법원도서관.
, 2000, 정리절차와 조세, 재판자료, 제86집, 법원도서관.
허강무, 2004, 조세법상 법치국가원리와 과세권의 한계, 토지공법연구, 제22집, 한국토지
공법학회.
홍완식, 2005, 체계정당성의 원리에 관한 연구, 토지공법연구, 제29집, 한국토지공법학회.

- 226 -

3. 외국 단행본
金子宏(編), 2007, 租稅法の基本問題, 有斐閣.
金子宏, 2009, 租稅法(第14版), 弘文堂.
吉野正三郞, 2007, ドイツ倒産法入門, 成文堂.
稅理士法人 山田&パートナーズ, 2009, 企業再生の会計と稅務(第3版), 金融財政事情硏究会.
日本公認会計士会協会京滋会, 2003, 会社更生·再生·淸算の法律と会計·稅務, 淸文社.
高木新二郞 外, 2006, 倒産の法システム, 日本評論社.
山本和彦, 2006, Q&A民事再生法(第2版), 有斐閣.
伊藤塾, 2010, 倒産法(伊藤真試験対策講座15), 弘文堂.
稲見誠一, 佐藤信祐, 2010, 企業再生の税務(第2版), 中央経済社.

Davis, Anthony C R., 2009, Taxation in Corporate Insolvency and Rescue(6th ed.),
Bloomsbury Publishing.
Finch, Vanessa, 2009, Corporate Insolvency Law(2nd ed.), Cambridge University Press.
Newton, Grant W. et al., 2005, Bankruptcy & Insolvency Taxation(3rd ed.), John
Wiley & Sons, Inc.
Scarberry, Mark S. et al., 2006, Business Reorganization in Bankruptcy(3rd ed.), Thomson/West.
Warren, Charles, 1994, Bankruptcy in United States History, William S. Hein & Co. Inc.
Watson, Camilla E. et al., 2005, Federal Tax Practice and Procedure, Thomson/West.
Watson, Camilla E, 2006, Tax Procedure and Tax Fraud(3rd ed.), Thomson/West.
Kling/Schüppen/Ruh in Kirchhof/Lwowski/Stürner, 2008, Münchener Kommentar

Insolvenzordnung Band 2, 2.Aufl., C. H. Beck.
, 2008, Münchener Kommentar

Insolvenzordnung Band 3, 2.Aufl., C. H. Beck.
Roth, Jan, 2011, Insolvenzsteuerrecht, Dr. Otto Schmidt.

- 227 -

4. 외국 논문
河野憲一郎, 2010년, 破産債務者の法的地位と破産債権確定手, 商学討究 第61巻 第2･3号,
渡邊和夫名誉教授記念号, 小樽商科大学.
左藤英明, 2005, 破産法改正と租稅債權, 租稅法硏究, 第33号, 租稅法学會.

5. 인터넷 홈페이지

대한민국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main.html
대한민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http://taxinfo.nts.go.kr/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http://www.ccourt.go.kr/
대한민국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서비스 http://glaw.scourt.go.kr/jbsonw/jbson.do
대한민국 대법원 사법연감(통계)
http://www.scourt.go.kr/justicesta/JusticestaListAction.work?gubun=10
대한민국 법원도서관 http://library.scourt.go.kr/
대한민국 법무부 법조협회
http://www.moj.go.kr/HP/COM/bbs_03/BoardList.do?strOrgGbnCd=100000
&strRtnURL=MOJ_40600000&strFilePath=moj/&strNbodCd=noti0011
한국법제연구원 http://www.klri.re.kr/
한국세법학회 http://tax-asso.or.kr/board/?doc=./content/content.php&co_id=2_1
한국조세연구포럼 http://www.taxforum.or.kr/
한국세무학회 http://www.koreataxation.org/

- 228 -

한국비교사법학회 http://kacpl.or.kr/website/03journal01.php
한국기업법학회 http://www.businesslaw.or.kr/modules/doc/index.php?doc=intro
일본 전자정부 법령검색 http://law.e-gov.go.jp/cgi-bin/idxsearch.cgi
일본 국세청 http://www.nta.go.jp/
일본 재판소 http://www.courts.go.jp/
미국 연방파산법 http://www.law.cornell.edu/uscode/html/uscode11/usc_sup_01_11.html
미국 연방세법(IRC) http://www.law.cornell.edu/uscode/26/usc_sup_01_26.html
미국 재무부 http://www.taxalmanac.org/index.php/Category:Treasury_Regulations
미국 국세청(IRS) http://www.irs.gov/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 http://supreme.justia.com/
미국 연방파산법원
http://www.uscourts.gov/FederalCourts/Bankruptcy/BankruptcyBasics/Chapter11.aspx
영국 국세청(HMRC) http://www.hmrc.gov.uk/index.htm
영국 법령검색 http://www.legislation.gov.uk/ukpga
독일 도산법(InsO) http://www.gesetze-im-internet.de/inso/index.html
독일 조세기본법(AO) http://bundesrecht.juris.de/ao_1977/BJNR006130976.html
독일 법인세법(KStG) http://bundesrecht.juris.de/kstg_1977/index.html
독일 소득세법(EStG) http://bundesrecht.juris.de/estg/index.html
독일 부가가치세법(UStG)
http://www.gesetze-im-internet.de/bundesrecht/ustg_1980/gesamt.pdf
독일 상법(HGB) http://www.gesetzesweb.de/HGB.html

- 229 -

ABSTRACT

Current Issues and Alternatives of Tax Rules
regarding Corporate Insolvency Reorganization

Kim, Chung Sik
Major of Tax Law
Graduate School of Science in Taxation
University of Seoul

The insolvency reorganization system is designed to relieve a
bankrupt debtor of further responsibility for the discharged debts
and give him a fresh start by providing a proceeding whereby,
through a sensible and practical adjustment of creditors' interest,
the debtor's financial affairs can be reorganized rather than
liquidated. Reorganization proceeding rules have basically been
evolved from and as a part of bankruptcy rules and therefore, by
nature, known as being involved in a distribution process of
debtors' estate. Accordingly, any debt incurred before the petition
for proceeding is filed and the following relief is ordered should
be treated differently from the expenses of the interested parties
in effecting re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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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classification

first,
issues

attempts

to

(adjustable

identify
claims

and
or

analyze

the

reorganization

expenses) with regard to tax claims. The next discussion involves
dischargeability of tax debts and taxability of income from the
discharged tax liabilities. In addition, the withholding tax issue
regarding equivalent bonus amount paid to a fiduciary appointed
by the court is examined.
An

insolvency

reorganization

proceeding

is

basically

one

whereby the debtors' debts are adjusted. An adjustable debt is
defined as any debt owed as a result of the debtor's economic
activities before the proceeding begins. When a reorganization
proceeding begins before his tax year ends, the debtor may have
a short taxable year that ends on the day before the proceeding
begins. If that is the case, the current insolvency reorganization
law provides that any corporate tax and/or value-added tax
incurred by the debtor during the short period is due from the
last day of the regular tax year rather than the short period year
end. This makes even tax claims incurred before the proceeding
begins be inappropriately included in reorganization expenses not
a debt adjustable through the proceeding.
It appears reasonable to terminate the taxable year for the
debtor on the day before the proceeding begins. Any tax claims
that

have

been

incurred

and

established

before

the

commencement day of a proceeding need to be classified in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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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justable ones. This treatment may be better consistent with the
basic idea underlying the law.
Taxes that are subject to withholding and any indirect taxes
that are collectable on transaction essentially belong to solely the
tax creditor. It may not be reasonable to define the tax claims as
public one by defining them as reorganization expenses for all
interested creditors. A special rule needs to be introduced in the
law providing that the tax creditor has a prior lien on such a tax
regardless the proceeding. In addition, the uncollected withholding
tax on income should be assessed and collected directly from the
income earner, and the uncollected indirect tax should be defined
as an adjustable claim.
The

Supreme

Court‘s

interpretation

on

the

scope

of

dischargeable tax indebtedness seems exceedingly comprehensive
in that it ruled that even the assessment right of the government
cease to exist by the effect of the insolvency reorganization plan.
This decision is, however, wrong and therefore needs to be
rescinded because it failed to distinguish between adjustable
claims and the assessment right that gives rise to the claims.
Also, it seems appropriate to exclude from dischargeable claims
any tax claims that are unreported due to the tax evading
intention of the debtor.
Income from discharge of indebtedness due to the effect of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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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organization proceeding should not be taxable because the
amount of income does not represents a real but a fictitious
figure.

Treating

this

phantom

income

as

taxable

one

may

aggravate the debtor's financial distress and make the revitalizing
plan difficult to work. It appears that, except for income arising
as a result of a liquidation plan, this sort of income needs to be
entirely tax exempt under the condition that the bankruptcy court
decides to close the reorganization proceeding in a given period.
If it is found that an unknown income was paid by the debtor
before the commencement day of a proceeding, the withholding
tax on the income should be levied directly on the chief executive
officer. However, if the income was paid on or after the day, the
income is reasonably exempted from tax since the debtor does
not have chief executive officer under the Corporation Tax Law
during the reorganization.

Key Words : insolvency reorganization system, insolvency reorganization
plan, tax claims, unsecured claims, reorganization expenses,
income from discharge of indebtedness(D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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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 논문지도과목을 맡아주셨던 변 혜정 교수님 및 조세법판례연구와
법인세법연구를 너무나 열정적으로 가르쳐 주신 신 용주 교수님, 조세법
이론연구 시간을 통하여 소크라테스 교수법으로 저희를 매료시켰던 이 전
오 교수님, 석·박사과정 통산 세 학기 동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판례연
구와 조세절차법연구에 대하여 소송실무상 기교를 곁들여서 해박한 지식
을 가르쳐 주신 강 석훈 교수님 등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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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박사학위 논문을 완성할 수 있었던 학문적 지식은 여러 교수님들로
부터 수업과정을 통하여 습득하였습니다. 아울러 수업을 직접 듣지 않은
다른 여러 교수님들께도 대학원생활 동안의 많은 격려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대학원 생활의 시작과 끝을 함께 해주시면서 석사·박사학위
논문지도를 해 주셨던 김 완석 교수님께는 그 감사의 마음을 몇 자 글로
는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 바쁜 일정 속에서도 한없는 배려와 세심한
관심으로 논문 완성도를 높여주신 것은 물론이고, 생업에 대한 격려까지
해주시니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 속에서 저 역시 스스로의 나이도
잊고 그냥 배우는 한 명의 학생의 마음으로 스승을 대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정년을 맞이하시니 제자로서 또는 후학으로서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
다. 그간 세법학계에 남기신 너무 큰 족적은 우리나라 세법학 발전에 커
다란 밑바탕이 되고 있다는 데 대해서는 모든 분들이 믿어 의심치 않습니
다. 제자로서 뿐만 아니라 세무업계에 종사하는 한 명의 직업인으로서도
교수님께는 무한한 존경과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정년퇴직은
또 다른 삶으로 가는 징검다리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여생을 통하
여 또 어떤 일을 주관하시거나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리
겠습니다.
박사학위 논문심사 과정에서, 바쁜 일정 속에서도 세심한 조언으로
불완전한 글을 다듬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주신 이 전오 교수님, 황 남석
교수님, 변 혜정 교수님, 정 지선 교수님께는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
니다. 바쁜 일정 때문이긴 하지만 단잠을 포기하고 이른 새벽 시간까지
논문심사에 할애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연구를 하면서, 참고문헌의 저자들뿐만 아니라 직접 인용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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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더라도 회생제도를 이해하는데 참고로 했던 많은 선행연구들을 완성해
주신 선배제현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선학
들께서 이루어 놓은 학문적 업적이 없었다면 저의 논문은 오늘 빛을 보지
못했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저의 대학원공부 기간 동안 바쁜 생활 속에서도 일본자료 부탁에 기
꺼이 도움을 아끼지 않으셨던 박 노인 형님, 석사·박사학위 논문 쓸 때
마다 컴퓨터에 능하지 못한 나의 약점을 모두 보완해 준 허 원 박사님,
논문 관련한 법원자료 수집에 도움을 주셨던 김 기정 부장판사님과 배 광
국 고양지원장님, 대지진의 영향으로 인터넷을 통한 일본도서 구입에 애
로를 겪는 저에게 일본에 계시는 어머니까지 동원하면서 도움을 주셨던
하라야마 미치타카 상, 시중에 없는 논문자료 수집에 도움을 주셨던 양
정석 금감원 팀장님, 그리고 외국 문헌 정리에 많은 도움을 주셨던 김 소
연 원장님 등 모든 분들께도 별도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 함께 박사과정을 시작한 이후, 생업과 학업을 병행해야 하는
힘든 시간들 속에서 서로 정신적으로 많은 의지가 되었던 권 성수 실장
님, 정 성윤 부장검사님, 최 원 교수님, 김상기 교수님, 구 자은 회계사님,
조 형태 회계사님, 최 보람 세무사님 그리고 함께하지 못해 늘 아쉬웠던
김 경지 변호사님과 한 원식 회계사님 등 박사동기생 여러분들께도 공교
육의 마지막 과정을 함께했던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학위논문 작업의
결의를 다지기 위한 오끼나와 여행은 영원한 추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정
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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