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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Ⅰ.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이전부터 심각하게 대두되었던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문제가 COVID-19 발
생 사태 이후 더 심각해지고 있음.
○ 우리나라의 2020년 2/4분기 말 가계신용 잔액은 1,637.3조원으로 전분기
말 대비 25.9조원 증가함.
○ 주택가격 상승과 COVID-19의 여파로 인하여 가계신용은 계속 증가할 것
으로 전망되고, 취약가구들의 가계 부채상환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판단됨.
□ 개인채무자의 도산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고 있는 상황임.
□ 사회는 파탄상태에 이른 개인채무자들이 가계부채를 해소하고 재기하여 새

Ⅲ. 기타 공통

95

1. 개인회생신청 사건의 개인파산절차로의 전환 가능 여부

95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도산제도를 마련하여 도울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사적구제수단인 신용회복지원제도와 법
원을 통한 공적구제수단인 개인회생제도 및 개인파산제도를 대표적인 개인

(1) 문제점

95

(2) 입법례

96

(3) 개선방안

97

2. 개인파산·개인회생 사건 처리의 지연 및 지역별 편차
(1) 문제점

97
97

(2) 개선방안

102

3. 각 지방법원 간 면책인용율·변제계획 인가율 격차

104

도산제도로 마련하고 있음.
○ 가계부채 해소를 위한 가장 경제적인 방법은 가계부채를 면책(탕감)시키
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위의 제도들은 모두 채무자의 채무를 감면시킨다
는 점에서는 그 기능을 하고 있음.
○ 그런데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제도는 기본적으로 금융기관의 채
무에 대해서만 채무조정이 가능하고 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와의 사적 합
의가 있어야 하는 등의 한계가 있음.
□ 개인채무자의 가계부채를 해소하고 새출발을 돕기 위한 개인도산제도는 법
원을 통한 개인회생제도 및 개인파산제도가 더욱 효율적이라 할 수 있음.
○ 특히 현재 심각한 문제도 대두되고 있는 과도한 가계부채 문제를 해소하

(1) 문제점

104

(2) 개선방안

108

고 채무자의 성공적인 재기를 돕기 위해서는 개인파산제도가 더욱 적극적
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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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파산제도 및 개인회생제도의 이용은 오히려 지속적

으로 감소하는 추세임.
○ 경기가 좋아지면서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 신청이 감소하였다면 긍정적인

Ⅱ.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신호로 해석할 수 있지만, 경기 악화에도 개인파산·개인회생 신청이 감소
하였다면 이는 제도가 있어도 이용자들이 그 효용대로 제도를 제대로 활
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임.

□ 먼저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현황 분석을 통해 가계부채의 수준이 어느 정도
인지를 파악하고, 가계부채 해소방안으로서 개인도산제도의 필요성 내지 중

□ 따라서 개인파산제도 및 개인회생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의 개선이 필요
한 실정임.

요성을 언급함.
○ 한국은행, 통계청,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결제은행(BIS) 등에서

○ 제도 정비를 통해 이용자들이 필요한 때에 개인파산제도 및 개인회생제도
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음.

발표한 각종 통계자료를 토대로 가계부채의 절대적 수치의 변화, 소득 대비
부채비율, 외국과의 상대적인 비교 등을 통하여 현재의 우리나라 가계부채

○ 다만 주의할 것은 개인파산·개인회생제도를 활성화한다는 의미가 헌법상
보장되는 채권자의 재산권 보호를 등한시하고 채무자만을 보호한다는 의
미로 이해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임.

의 객관적인 현황을 파악하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다각적으로 분석함.
○ 가계부채를 발생시키는 것이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과도한 부채는 부작
용을 낳는다는 점을 지적하고,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부채 수준을 파악하는

○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이 필요한 사람이 제도를 외면하는 현재의 상황을
개선하여 개인도산제도의 본래 목적인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
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재기·갱생할 수 있도록 하
기 위한 것임을 간과하지 말아야 함.

다양한 기준을 적용하여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수준이 과도함을 밝힘.
○ 과도한 부채를 해소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탐색한 후 개인도산제
도가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유용한 방안임을 도출함.
□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개인도산제도들을 개관하고 그 장단점의 비교분석을

□ 이에 본 연구는 가계부채 해소 방안으로서의 이용을 저해하는 현행 개인파

통해 법원을 통한 개인파산제도 및 개인회생제도의 중요성을 파악하고, 그

산제도 및 개인회생제도의 문제점을 분석·진단하고, 그 구체적인 개선 방안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해당 제도들이 이용자로부터 외면 받고 있는 현실을

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지적함.

○ 개인도산제도에 관한 기존의 선행연구들도 많이 있기는

하지만,1)

가계부

채 해소 방안으로서의 개인파산제도 및 개인회생제도를 전체적으로 조망
하여 각 쟁점별로 문제를 분석하고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해 주기에
는 미흡한 것으로 파악됨.

○ 각 제도의 개괄적인 설명과 장단점을 기술한 후, 각각의 특징들을 비교할
수 있도록 표로써 일목요연하게 정리함.
○ 이러한 비교를 통해 채무자는 자신이 처한 상황이나 제도 이용의 목적에
따라 장점이 가장 잘 드러나는 제도를 선택할 수 있으나, 채무자의 경제적

- 주로 개인도산제도 이용 실태에 관한 실증 분석을 하거나, 개인도산제도
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언급하더라도 일부 쟁점만을 파악하거나
단편적인 주장에 그치고 있는 연구가 많았음.

상황이 악화될수록 사적구제수단보다는 법원을 통한 개인도산제도, 특히
개인파산제도를 선택할 유인이 높아짐을 밝힘.
○ 더 나아가 대법원 누리집 법원통계월보 자료를 활용한 실제 개인파산과

○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산발적으로 주장되고 있는 개인파산제도 및 개인

개인회생 신청 현황 분석을 통해, 이용자들이 제도가 있어도 제도를 제대

회생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총망라하여 이를 심화·발전시켜 현재의

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과 그동안 도외시되었던 개인파산제도의 중

과도한 부채문제 해결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함.

요성이 부각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과도한 가계부채 문제를 해소하고 채무
자의 성공적인 재기를 돕기 위해서는 양 제도 모두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함을 주장함.

1) 김관기 외(2017), 1~83면; 김성용(2014), 99~121면; 박재완(2012), 1391~1432면; 박창균(2008), 53~88면;
백주선(2019a), 4~23면; 서경환(2019), 240~280; 오수근(2015), 1~96면; 오윤해(2014), 1~90면; 장종운
(2016), 1~407면; 전병서(2003), 113~139면; 전선주(2019), 553~578면; 한민(2015), 315~356면; 홍제환
(2015), 73~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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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파산제도 및 개인회생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 선행되어
야 함을 피력하고, 개인파산제도 및 개인회생제도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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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쟁점별로 파악하여 그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함.
○ 개인파산제도와 개인도산제도로 나누어 각각 쟁점별로 문제점을 지적하
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방식을 취함.

제2장 우리나라 가계부채 현황 및
개인도산제도의 필요성

-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서는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하 “채무자회생법”)뿐 아니라 각종 예규, 실무운영사례, 판례 등을 다각
도로 살펴보고,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지적함.
- 실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한 각종 통계자료들도 적극 활용함.

Ⅰ. 우리나라 가계부채 현황

- 참고가 될만한 미국, 일본, 독일 등 외국의 입법례가 있는 경우, 이에 대
한 소개와 함께 시사점을 도출해 냄.

1. 가계부채의 의의

- 개정방안을 제시함에 있어서는, 법령 해석이나 실무운영으로 해결할 수 있
는 방법, 입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등 상정가능한 방안들을 최대
한 다양하게 제시하도록 함.

□ 가계부채(Household Debt)란 가계구성원이 빌린 부채의 합을 말하는데, 일
반적으로 가계신용(Household Credits Outstanding) 개념을 사용함.

- 입법적 해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하고 가능
한 한도 내에서, 법령개정의 예시도 구체적으로 제시해 줌.

□ 가계신용이란 일반가정이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거나 외상으로 물
품을 구입한 대금 등을 합한 금액으로 가계대출과 판매신용으로 구성됨. 즉,
개인 간의 거래인 사채를 제외한 일반가계의 모든 빚을 의미함2)
- 가계신용=가계대출+판매신용

Ⅲ. 연구의 기대효과

○ 가계대출: 순수가계에 대한 예금은행,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기구(상호금
융,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은행신탁, 우체국예금, 보험기관, 신용카드
□ 이상의 연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사, 할부금융사, 국민주택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대출, 현금서비스 및

□ 개인파산제도 및 개인회생제도에 관한 이론적 내용 및 학술적인 논의, 실무

카드론 등 금융기관 대출의 합을 말함.

사례, 판례, 각국의 입법례 등을 정리함으로써 향후의 연구 및 정책 논의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임.

- 가계대출은 가계일반자금대출과 가계주택자금대출로 나뉘는데, 가계일
반자금대출이란 은행, 보험사 등에서 빌린 일반대출금, 신용카드회사에

□ 개인파산제도 및 개인회생제도에 관한 채무자회생법 및 각종 예규의 개정안
마련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 개인파산제도 및 개인회생제도를 운영하는 법원 및 실무가들에게 제도의 효
율적인 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함.
□ 현행 개인파산제도 및 개인회생제도의 정비를 통해 성실하지만 불운하게도
과도한 채무를 지게된 채무자가 개인파산제도 및 개인회생제도를 제대로 활
용하여 과도한 부채를 해소하고 사회로 복귀함으로써 우리나라 경제의 선순

서의 현금서비스 및 카드론이 포함되고, 가계주택자금대출은 주택은행
등에서 집을 사기 위해 빌린 금액임.
○ 판매신용: 신용카드사, 할부금융사와 같은 여신전문기관이나 백화점, 자동
차회사, 가전회사 등 제화(물품)의 판매(생산)자나 서비스제공자가 제공하
는 외상(신용)거래대금의 합을 말함.
- 판매신용은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자동차, 가전제품, 기타상품
을 할부로 구입한 금액임.

환과 활력에 기여하기를 기대함.
2) e-나라지표, 가계신용 동향, 의미분석 지표설명,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
idx_cd=1076>; 네이버 지식백과 시사상식사전 “가계신용”,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
65632&cid=43667&categoryId=43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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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별 가계신용 추이]

2. 가계부채 현황 및 분석
(1) 지속적인 가계부채의 증가

□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총량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음.
○ 연도별 가계신용 동향을 보면, 2019년 가계신용잔액은 1,600조원으로 전
년 대비 63조원 증가하였음.3)
<출처: 한국은행>

[연도별 가계신용]
<단위: 조원>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가계신용잔액

843

916

964

1,019

1,085

1,203

1,343

1,451

1,537

1,600

가계대출잔액

794

861

906

961

1,025

1,138

1,270

1,370

1,447

1,504

판매신용잔액

49

55

58

59

60

65

73

81

90

96

<출처: 한국은행>

[연도별 가계신용 추이]

○ 가구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5)은 2010년에서 2019년까지 꾸준
히 증가하여 2010년 147.5%에서 2019년 190.7%로 43.2% 증가였음.6)
- 이는 가계의 처분가능소득에서 부채원리금 상환에 필요한 지출이 많아
졌음을 의미하는 것임.
- 2018년을 기준으로 미국(105.4%), 일본(107.0%), 프랑스(120.7%), 영
국(141.2%) 등의 가구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50%를 넘
지 않는 것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OECD 주요 국가들 중에서도 소득대
비 가계부채 비율이 높은 편에 속한다고 할 수 있음.7)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

<출처: 한국은행>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147.5

152.9

153.9

154.9

158

162.3

174.5

181.8

184.2

190.7

<출처: OECD, 「OECD National Accounts」>

○ 2020년에도 가계부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2020년 2/4분기말
가계신용 잔액은 1,637.3조원으로 전분기말 대비 25.9조원, 전년 동기 대
비 80.5조원 증가하였음.4)

○ 국제결제은행(BIS)에서 발표한 우리나라의 분기별 GDP 대비 가계부채비
율을 살펴보면, 2019년 1분기는 91.9%였으나 2020년 1분기는 95.9%로
전년 동기 대비 4%p 상승하였음.8)

[분기별 가계신용]

- 2020년 1분기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은 95.9%로 스위스,
<단위: 조원>

2019년

2020년

1/4

2/4

3/4

4/4

1/4

2/4

가계신용잔액

1,539.9

1,556.7

1,572.5

1,600.3

1,611.4

1,637.3

가계대출잔액

1,451.7

1,468.0

1,481.4

1,504.6

1,521.8

1,545.7

판매신용잔액

88.2

88.7

91.1

95.7

89.6

91.6
<출처: 한국은행>

3) e-나라지표, 가계신용 동향,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076>.
4) 한국은행 보도자료(202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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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덴마크, 노르웨이, 캐나다, 네덜란드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고, 전
년 대비 증감폭도 홍콩(9%p), 노르웨이(5.5%p), 중국(4.8%p)에 이어
높게 나타나 빠른 증가속도를 보임.9)
5) 가계부채총액의 가구처분가능소득 대비 비율을 의미함. 가구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가구부채총액
÷가구순가처분소득)×100.
6) 국가지표체계, 가계부채비율(가구처분가능소득 대비) 통계표, <https://www.index.go.kr/unify/idx-info.do?
idxCd=5054>; 연합뉴스, “가계부채비율 190% 돌파…OECD 8번째”, 2020. 6. 10.자 기사, <https://www.
yna.co.kr/view/AKR20200609174000001>.
7) 국가지표체계, 가계부채비율(가구처분가능소득 대비) 해설, <https://www.index.go.kr/unify/idx-info.do?
idxCd=5054>
8) BIS, Total credit to households(core debt) As a percentage of GDP, <https://stats.bis.org/statx/
srs/table/f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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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어져 주택구입 수요의 증가로 이어지는 현상이 발생함.

[GDP 대비 가계신용 비율]
GDP 대비

Q1 19

Q2 19

Q3 19

Q4 19

가계 신용 비율(%)

91.9

92.6

93.6

95.2

Q1 20
95.9
<출처:BIS>

□ 이처럼 부채가 소득보다 빠르게 증가하면서 가계의 채무상환부담은 더욱 확
대되고 있음.10)

□ 전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로 인한 주택시장 활성화
○ 정부의 기준금리 인하 기조에 맞추어 부동산 관련 규제도 완화되었고, 이
로 인해 부동산 가격상승에 대한 기대가 고조되어 시장이 활성화 됨.
- 정부의 부동산 관련 정책은 경제상황에 따라 규제의 강화와 완화를 반
복하는데, 박근혜 정부 이후 현정부에서 규제를 강화하기 전까지 주택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2014년 7월), 재건축
규제 완화(2014년 7월), 청약제도 간소화(2014년 9월), 분양가 상한제

(2) 가계부채 증가 원인

폐지(2015년 7월) 등 부동산 규제완화의 흐름이 우세하였음.
- 정책적 지원, 규제완화, 풍부한 유동성 공급 등이 어우러져 부동산, 특히

□ 가계부채의 증가 원인으로는 다양한 이론적 설명이 가능할 수 있으나, 우리
나라에서 가계부채가 증가한 원인으로는 다음과 같은 점을 들 수

있음.11)

주택시장이 활성화됨.
□ 위와 같이 주택시장 활성화 노력과 저금리 기조가 맞물려 가계부채 증가 현
상을 견인함.

□ 정부의 금융 완화기조
○ 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해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고자 금융위기 이후 2011

○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에 따른 은행 가계대출의 증가와 기준금리 인하에

년부터 기준금리를 계속 인하하여 2020년 5월에는 기준금리를 0.5% 수준

따른 가계 대출 금리 하락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가 빠르

까지 낮추는 등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고 있음.

게 증가하게 됨.

[기준금리추이]

- 주택담보대출의 증가로 주택매매가격도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대출규모
확대와 투기적 수요의 확대로 이어져 가계부채가 재차 증가하는 원인이
되었음.
□ 소상공인의 경영환경 악화로 인한 자영업자 가계부채 증가
○ 전반적인 경기침체, 임대료 상승, 인건비 부담 등으로 자영업자의 경영환
경이 악화되고 있음.
○ 자영업자의 경영악화에 따른 사업 손실은 가계수지 악화로 이어지게 되어
가계부채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됨.

<출처: 한국은행>

○ 저금리 지속은 주택 매입수요 확대, 가계의 자산 운용행태 변화 등을 유발
하여 가계부채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게 됨.
- 저금리 기조를 지속하기 위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로 풍부한 유동
성이 시장에 공급되게 됨.

- 경기침체로 경영환경이 나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들이 생계를 위
해 창업에 뛰어들다 폐업하는 악순환이 계속됨.
- 특히 최근 COVID-19의 확산에 따른 경기둔화로 자영업자의 경영환경
은 더욱 악화되고 있음.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주환 의원이 최근 중소벤처

-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차입비용 감소가 실질적인 주택구입 비용 경감으
9) BIS, Total credit to households(core debt) As a percentage of GDP, <https://stats.bis.org/statx/
srs/table/f3.1>.
10)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2020), 5면.
11) 가계부채 종합대책(2017), 4~6면; 박희석 외(2019), 4~6면; 김인(2018), 13~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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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에서 제출받은 '소상공인 폐업 점포 지원사업 신청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0년 8월까지 소상공인 폐업 점포 지원사업 신청 건수
는 7,745건을 기록해 지난해 연간 실적(6,503건)보다 19% 증가하였음.
이런 추세라면 2020년 연간 신청건수는 지난해의 2배에 달할 전망임.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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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구조상 적극차입계층(35~59세)의 증가, 고령화에 따른 투자수요 증가

이용하거나 COVID-19로 인하여 실직과 폐업이 더해지면서 2030세대
에서도 가계부채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됨.16)

및 2030세대의 투자에 대한 관심 급증
○ 2000년 이후 적극차입계층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13) 이들이 왕
성한 경제활동을 바탕으로 노후대비·거주·투자 등 다양한 목적의 부동산
구입을 위해 대출을 활용함으로써 가계부채가 증가함.

Ⅱ. 가계부채 문제 해소와 개인도산제도의 중요성

- 2019년 말 현재 가구주는 연령대별로 40대 1억 689만원, 50대 9,321
만원, 30대 8,915만원 등의 순으로 부채를 보유하고 있음.

1. 가계부채 증가가 미치는 영향

[가구주 연령대별 가구당 부채 보유액]
<단위: 만원, %>

구
평균

분

□ 금융자본주의(financial capitalism)하에서는 소비․투자 등 경제행위를 위한

전체

30세미만

30대

40대

50대

60세이상

2018년

7,668

2,591

8,088

10,109

8,820

5,380

경제주체의 자금조달(leveraging)과 채무상환(deleveraging)이 금융시장을

2019년

7,910

3,197

8,915

10,689

9,321

5,222

증감률

3.2

23.4

10.2

5.7

5.7

-2.9

매개로 일상적으로 발생함.17)

<출처: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

○ 60대 이상의 고령 인구가 증가하고, 이들이 노후대비를 위한 자영업 진출· 임

□ 경제주체들은 적정한 수준의 부채를 활용함으로써 경제적 효용을 누리고자
함. 즉, 부채를 발생시키는 항상 나쁜 것은 아님.

대주택 투자를 위해 대출을 활용함으로써 가계부채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됨.

○ 부채를 활용함으로써 효용증대, 기업가치 상승, 자원배분의 효율성 등을

- 특히 많은 베이비붐 세대(1955년~1963년생)가 창업이나 부동산 투자를

누릴 수 있음. 즉, 소득, 매출, 세입에 의존하지 않고 소비평탄화, 투자확

바탕으로 은퇴 후의 삶을 대비하기 위해 가계부채를 활용한 것으로 보임.
- 2017년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40대 가구주의 평균 부채는 5,000만

대, 세출 증대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18)
○ 가계의 경우 부채를 활용하여 현재의 소비를 늘리거나 줄임으로써 총효용

원임에 비해, 베이비붐 세대는 이보다 많은 5,800만원을 차지한 것으로

을 증가시킬 수 있음.19)

파악됨.14)

- 가계는 소비와 지출을 결정할 때 현재의 소득뿐 아니라 미래의 소득도

○ 특이할 만한 점은 2030세대도 최근 가계부채의 증가를 주도하고 있다는 것임.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데, 신용시장에서 자본을 조달하여 이용

- 위의 표「가구주 연령대별 가구당 부채 보유액」에서 알 수 있듯이

하는 경우 가계가 부채를 통해 예산제약을 변화시킴으로써 평생효용을

2019년 말 30세 미만 가구주의 부채보유액은 3,197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23.4% 급등하였음.

증가시킬 수 있게 됨.
□ 그러나 자산가치에 의존한 과도한 수준의 가계부채는 문제를 발생시키게 됨.

- 또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두현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연령

○ 일반적으로 자산가격 상승이나 경기호황이 지속되면 담보가치 상승, 경제

대별·업권별 가계대출 구성비' 자료(대출금액 기준)에 따르면 전체 가계

주체들의 위험에 대한 과소평가 경향 등에 기인하여 부채가 크게 확대되

대출에서 30대 이하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연간 24.8%에서 2020

는 경향이 있음.20)

년 2/4분기 26.0%로, 3년 반 동안 1.2%p 증가하였음.15)
- 이는 내 집 마련 또는 주식투자를 위해 주택담보대출 또는 신용대출을
12) 아시아경제, “지원금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폐업 소상공인의 서글픈 꼼수 ”, 2020. 10. 12.자 기사,
<https://view.asiae.co.kr/article/2020100807010132031>.
13) 1990년~1999년 1천3백3십만명, 2000~2009 1천7백5십만명, 2010~2016) 2백4십만명.
14)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2017), 85면.
15) 파이낸셜뉴스, “가계대출 급증...'영끌' 2030 - 고령화 6070 주도”, 2020. 10. 12.자 뉴스,
<https://www.fnnews.com/news/20201012073542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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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도한 가계부채는 가계의 경제활동을 위축시켜 경제성장에 부적적인 영
향을 미치게 됨.21)
16) 파이낸셜뉴스, “2030 '영끌' 내집마련과 '빚투' 통계로도
<https://www.fnnews.com/news/202010190819436707>.
17) 박양수 외(2012), 5면.
18) 윤성주(2019), 55면.
19) 윤성주(2019), 55면.
20) 박양수 외(201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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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됐다”,

2020.

10.

19.

자

뉴스,

- 과도한 부채로 인해 가계는 원리금상환에 대한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

○ BIS 보고서에 따르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60%를 넘어서면 가계

고 이는 소비위축으로 이어짐.

부채 증가가 소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더욱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성장에 대해서는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80%를 넘어서면 부

·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금융부채를 보유한 가구 중 9.4%는 지

정적인 영향이 더욱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음.25)

난 1년 중 원금상환 또는 이자지급의 납부기일을 경과한 적이 있었고, 그 이유로
‘소득 감소’가 27.4%로 가장 많았으며, ‘자금융통 차질’이 24.6%, ‘이자 또는 원금

□ 세계경제포럼(WEF)과 BIS 보고서의 과다부채 판단기준에 따른다면 우리나

상환 부담 상승’ 20.6% 등의 순으로 나타남.22)

라의 가계부채의 수준은 이미 과다하다고 할 수 있음.

· 또한 금융부채를 보유한 가구 중 ‘원리금상환이 부담스럽다’고 응답한 가구는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20년 1분기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부채비

66.5%로 나타남.23)

율은 95.9%임.

- 소비위축은 경제성장률 하락으로 이어짐.

○ 또한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9년 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

- 소득이나 유동성 자산으로 당기 지급을 충당하지 못하는 현금흐름의 불

금상환액 비율은 24.8%임.26)

일치(cash-flow mismatch)로 연체 또는 파산자가 늘어나면 심리적 불
안이 확산되게 됨.
- 추가 대출이나 차환이 중단되면서 다수가 채무변제 약속을 지키기 위해

3.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해소 방안: 개인도산제도의 중요성

동시에 건전한 자산까지 헐값에 매각함에 따라 자산가격이 더욱 하락하
는 결과를 낳을 수 있음.

□ 경제시스템을 교란시키지 않으면서도 가계부채를 최대한 탕감시키는 것이

- 과도한 부채로 인하여 채무자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고 금융기관의 대출

가계부채 문제 해소를 위한 가장 경제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음.27)

회수가 어려워지면 금융기관은 부실화되고 건전성이 악화될 수밖에 없

□ 일반적으로 과다부채 해소 방안으로는 다음의 사항들이 논의되고 있음.28)

게 됨.

○ 긴축재정, 고성장, 정부부채화, 인플레이션 유발 및 채무조정 등을 통해

□ 따라서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증가의 수준이 과도한 정도라면, 위와 같은

과다부채의 축소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음.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그 해소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 긴축재정(austerity, belt-tightening): 부채의 절대액을 줄이거나 지출 억제
등으로 부채 증가율을 수년간 성장률 아래로 유지하는 방법

2.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수준이 과도한지 여부

○ 분자에 해당하는 부채를 줄여감으로써 부채비율을 줄이는 것으로, 가장
즉각적으로 대응 가능한 방법이라 할 수 있음.
○ 그러나 긴축 과정에서는 소비와 투자가 줄어들게 되는데, 이는 경기침체

□ 가계부채 해소 문제를 다루기 전에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수준이 과도한지의
판단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로 이어지고 결국 경제주체들의 부채상환 능력이 더 나빠지는 악순환에
빠질 위험성을 내포함.

○ 가계부채가 과도한지 여부는 소득, 자산, 현금흐름 등 여러 가지 기준에

□ 고성장(growing out of debt): 부채를 줄이지 않고 높은 성장을 통해 부채

의해서 판단할 수 있음.

상환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법

○ 세계경제포럼(WEF)에 따르면, 가계부채는 GDP 대비 부채잔액이 75%를

○ 성장을 늘려서 경제의 크기를 키우면 상대적으로 부채비율이 낮아짐. 즉,

넘거나 가처분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이 20%를 넘을 경우 과다부채에 해
당한다고 보고 있음.24)
21)
22)
23)
24)

박양수
통계청
통계청
박양수

분모에 해당하는 GDP를 늘려서 부채비율을 낮추는 방법으로, 경제는 성

외(2012), 9~10면.
보도자료(2019), 23면.
보도자료(2019), 24면.
외(2012), 7~8면.

25)
26)
2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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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mbardi et al(2017), p.1.
통계청 보도자료(2019), 25면.
백주선(2019b), 11면; 이헌욱(2015), 7면.
박양수 외(2012), 10~11면; 백주선(2019b), 10~11면; 이헌욱(2015), 7~8면; 임형록(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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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면서 부채비율은 낮출 수 있어 가장 이상적이라 할 수 있음.
○ 그러나 이 방법은 수출급증, 전쟁이나 오일붐 등 특수한 이벤트가 있지 않

제3장 우리나라 개인도산제도 개관 및
운용현황

는 한 쉽게 활용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 또한 부채가 많은 상태에서는
성장을 통하여 재정이 확대되더라도 그 돈이 소비와 투자로 들어가는 것
이 아니라 부채 축소를 위한 가계신용 확대에 사용됨으로써 성장은 제대
로 하지도 못하면서 부채 문제만 악화될 우려도 있음.
□ 고인플레이션(high inflation): 인플레이션을 통해 부채의 실질가치를 하락시

Ⅰ. 우리나라 개인도산제도 개관

키는 것으로 주로 정부채무부담을 줄이는데 활용됨.
○ 이 방법은 고인플레이션을 일으키면 화폐의 가치는 떨어지고 결국 갚아야

1. 개인도산제도의 의의

할 부채의 실질적인 규모가 줄어든다는데 의의가 있음.
○ 그러나 고인플레이션은 국가의 국제경쟁력을 저하시키고, 국가신인도를
떨어뜨리며, 기축통화국이 아닌 경우 외화유출로 인한 외환위기의 위험을
높인다는 문제가 있음.
□ 정부부채화: 민간 경제주체들의 부채를 구제금융, 경기부양책 등을 통해 정
부가 떠안는 방법

□ 개인채무자가 감당할 수 없는 채무로 인하여 도산29)상태에 빠진 경우 기존
채무에 대해 면책(免責, discharge)을 받고 재기·갱생하여 사회에 복귀함으
로써 새로운 출발(fresh start)을 하기 위하여 이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함.
□ 개인도산제도의 주된 목적은 ⅰ)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
록 보장함과 동시에 ⅱ) 채무자의 채무를 면책함으로써 채무자가 경제적으
로 재기·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에 있음.30)

○ 이 방법은 가계부채를 정부로 이전함으로써 가계부채의 직접적인 상각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그러나 정부부채의 수준이 높은 상황에서는 이러한 전략을 채택하기 어려
우며, 오히려 정부의 과도한 부채 부담으로 국가부도위기를 초래할 가능성
도 있음.

□ 위의 개인도산제도의 목적과 관련하여 개인채무자에게 개인도산제도를 통한
면책을 인정하는 근거 내지 정당성에 대해서는 다음의 두 가지 견해가 있음.31)
○ 특전설: 개인도산제도의 주된 목적이 채권자에 대한 공평한 변제를 목적
으로 하는 채권자의 권리실현에 있다는 것을 중시하는 입장으로, 개인도산
제도는 채권자의 이익 실현에 성실하게 협력한 채무자에게 특전으로서 면

□ 도산제도활용(부채탕감): 국가가 경제주체의 파산이나 회생을 용인하여 채
무의 면책 또는 재조정이 가능하도록 하거나 채무자와 채권자의 합의를 통
해 부채의 만기, 규모, 금리 등을 상환이 가능한 범위 내로 조정하는 방법
○ 경제시스템을 교란시키지 않으면서 비교적 부작용이 적은 방법으로 부채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음.

책을 부여하는 것이라는 견해
○ 갱생설: 도산절차를 통한 채무자의 재기· 갱생을 중시하는 입장으로, 면책
은 채무자의 권리로서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이라거나 채무자의 갱생 또는
생산활동으로의 유인 수단으로 이해하는 견해
○ 두 입장 중 어느 쪽을 강조하느냐에 따라 심리의 방식이나 면책불허가사

○ 그러나 채권자의 희생이 불가피하고, 채무자도 제도 활용에 따른 신용훼
손으로 장기간 상당한 비용을 지불해야 할 수 있음.
□ 이상의 과다부채의 해소 방안을 비교해 보았을 때, 과다한 가계부채 문제 해

유의 해석에 영향을 미치게 됨.
- 특전설의 입장에 의하면, 면책은 일종의 특전 또는 특혜이므로 엄격하게
심사하여 제한적으로 면책을 허가하게 됨.

소를 위하여 비교적 부작용이 적으면서도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은 개인도산제도임을 파악할 수 있음.
○ 개인도산제도는 경제시스템을 교란시키지 않으면서도 가계부채를 최대한
감축시킬 수 있는 가장 경제적인 방법이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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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도산(Insolvency)이란 지급불능, 채무초과, 지급정지 등의 사실이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 이전의 상태라
도 파산원인이 발생할 염려나 청산에 현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변제가 사업을 곤란하게 하는 경우까지 포함
하는 것으로 법원에 의한 절차에 기하여 채무자의 재건이나 청산을 개시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함(박승두
(2002), 3면).
30) 서울회생법원 재판실무연구회(2019), 11면.
31) 서울회생법원 재판실무연구회(201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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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갱생설의 입장에 의하면,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어도 그

권자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른바 버티기(holdout) 문제로 인하여 이러한

것이 적극적으로 채무자의 불성실성을 나타낸다고 보이지 않는 한 넓게

사후적인 개별 합의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 즉,

면책을 인정하게 됨.

어느 채권자가 먼저 채무자와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 면제에 관한 합의를
하면, 그로 인하여 아직 합의를 하지 아니한 다른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 개인도산제도를 채권자의 정당한 채권실현으로 볼 것인지 채무자의 갱생 수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이 증가하는 이득을 얻게 됨. 따라서 각 채권자는 서

단으로 볼 것인지는 그 시대의 사회·경제적 배경을 고려하여야 하는 바, 현

로 다른 채권자가 먼저 채무자와 합의하기를 기다릴 유인을 가지는데, 그

재와 같이 과도한 가계부채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황하

렇게 되면 결국 채무자는 어느 채권자와도 합의에 이르기 어렵게 됨.33)

에서는 개인도산제도를 채무자의 갱생 수단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고안해 볼 수 있는데, 그

○ 개인도산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중에서 개인워크아웃제도는 채권자 사이의 사전 합의에 의해 일정한 비율

하 “채무자회생법”)과 법원 실무도 갱생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음.32)

이상의 채권자가 채무자와의 사이에서 동일한 조건으로 채무 면제에 관한

- 채무자회생법은 개인파산절차에 있어 일정한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는

합의를 하면 아직 합의에 이르지 아니한 나머지 채권자에 대하여도 그러

한 반드시 면책을 허가하도록 하고 있고(제564조 제1항), 재량면책 규

한 합의의 효력이 미치게 하는 방안을 택하고 있고, 개인파산제도 및 개인

정(제564조 제2항)을 두고 있으며, 면책절차 중 강제집행 등의 중지․금

회생제도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 제3의 중재자(arbiter)로 하여금 채무자와

지제도를 두고 있음.

채권자 사이의 채무 면제에 관한 합의의 조건을 설정하게 하는 방안을 택

□ 따라서 현 상황에서는 면책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도 있는 도덕적 해이를 우

하고 있음.34)

려하기보다는 채무자 본인과 가족들의 인간으로서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채
무자가 경제활동에 참가하여 사회 전체적인 경제적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개인도산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1) 개인파산제도

□ 이에 본 보고서는 가계부채해소와 채무자의 재기·갱생 촉진이라는 관점에서
개인도산제도를 어떻게 발전시키고 활성화시킬지에 초점을 두고 있음.

1) 개인파산제도 의의
□ 파산절차는 채무자가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도산

2. 각 개인도산제도의 개관

상태에 빠지게 된 경우,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신청으로 파산선고가 이루어
지고 그 후 파산채권의 확정과 파산재단의 관리·환가절차를 거쳐 면책과 복
□ 도산상태에 빠진 개인채무자가 새로운 출발을 위하여 이용할 수 있는 개인

권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하는데, 이중 자연인인 개인채무자에 관한

도산제도로는 크게 사적 협의에 의한 구제제도와 법원을 통한 공적구제제도

파산절차를 개인파산이라고 함.35)

가 있음.

○ 채무자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에서 면제재산(exempt property)

□ 사적구제제도로는 신용회복위원회와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채권금융

을 제외한 책임재산을 청산(현금화, liquidation)하여 취득한 현금을 채권자

회사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채무조정제도인 개인워크아웃이 대표적이고,

들에게 권리의 순위(priority)에 좇아, 그리고 같은 순위의 경우에는 채권액

법원을 통한 구제제도로는 개인파산제도와 개인회생제도가 있음.

에 비례하여 지급하고, 미지급된 채무에 관한 책임을 면제받는 절차임.36)

○ 도산상태에 빠진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채무 면제를 얻는 방안으로는 우

- 개인채무자에 대한 도산절차는 기존의 재산을 채권자들에게 제공하는 대신

선 채권자와의 사이에서 개별적으로 그에 관한 합의를 하는 것을 상정할
수 있음. 그러나 이른바 다중채무자의 경우, 즉 채무자에 대한 복수의 채
32) 서울회생법원 재판실무연구회(201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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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34)
35)
36)

김성용(2014), 104면.
김성용(2014), 104면.
서울회생법원 재판실무연구회(2019), 3면.
김성용(2014), 10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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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장래의 소득을 채무자가 보유할 수 있게 하는 제도라 할 수 있음.

초과하여 과도하게 물품을 구입하거나 금전을 차용한 결과 자신의 모든

□ 우리나라는 미국의 파산·면책제도를 계수한 1952년 일본 파산법의 영향을

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져 파산신청을 하

받아 1962년 1월 20일 파산법을 제정하면서 미국식 파산·면책제도를 채택

는 전형적인 소비자파산에서부터 개인 사업자가 영업활동으로 인하여 파

하였음. 우리나라의 도산제도는 파산법, 회사정리법, 화의법, 개인채무자회

탄에 이른 영업자파산의 경우까지 모두 포함함.39)

생법으로 나뉘어 있다가, 2005년 3월 31일 채무자회생법이 제정(2006년 4
월 1일 시행)되면서 각종 도산제도가 하나의 법률로 통합되었고, 파산절차
는 채무자회생법 제3편에 규정되어 있음.37)
□ 개인파산제도는 파산제도의 통상적인 목적인 청산보다는 잔여채무에 대한 면책
으로 인해 ‘채무자의 재기·갱생’이 궁극적인 목적이 된다는 점이 특징적임.38)
○ 현행법상 개인파산제도는 파산선고 당시에 채무자의 재산으로 파산재단을
형성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파산절차와 파산자 중에서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는 경우 면책을 결정하는 면책절차로 이루어짐.
○ 면책이란 성실하거나 불운한 채무자에게 파산절차를 통하여 변제되지 아
니한 나머지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을 파산법원의 재판으로 면제시킴으로
써 채무자의 경제적 새출발을 도모하는 것으로 개인채무자에게만 인정되

□ 개인파산절차를 개괄적으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음.
○ 파산 및 면책 신청서 제출
- 현행법상 개인파산사건은 파산 및 면책의 동시신청이 대부분임.
○ 신청서에 대한 법원의 심리
- 신청서를 접수한 법원은 관할, 인지와 송달료, 첨부서류 등을 서면심사
하고, 필요한 경우 보정명령을 하거나 채무자를 심문함.
○ 예납명령
- 서면심사 또는 채무자심문을 마친 후 파산원인이 소명되면 법원은 신청
인에게 파산관재인 선임을 위한 예납명령을 함.
- 현행 개인파산실무에서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파산관재인 선임 없이 동
시폐지결정이 이루어짐.

는 제도임.
- 청산이 주목적인 법인파산과는 달리 개인파산절차에서는 파산선고만으
로는 의미가 없고, 채무자의 재기라는 목적을 달성하게 하기 위해 종국
적으로 청산 후 잔여채무에 대한 면책이 이루어져야 함.

○ 파산선고결정
- 법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파산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파산선고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40)

- 따라서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채무자가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파산신청

- 법원은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하면서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고, 면

과 별개로 면책을 신청하여야 하며, 일반적으로는 파산신청과 동시에

책신청에 대한 이의신청기간(또는 면책심문기일)을 정하며(채권자는 채

면책신청도 이루어지고 있음.

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각호의 면책불허가사유를 소명하여 이의신
청을 할 수 있음), 제1회 채권자집회 및 의견청취기일을 정함.

2) 개인파산제도의 절차

○ 파산관재인의 재산관리·조사
- 파산관재인은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법원이 선임하며, 법원의 감독

□ 개인파산제도의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음.
○ 파산신청권자: 개인채무자뿐만 아니라 채권자도 개인파산신청을 할 수 있
음(채무자회생법 제294조 제1항). 그러나 면책신청은 개인인 채무자만 할
수 있음(채무자회생법 제556조 제1항).
○ 소비자파산 또는 영업자 파산: 개인파산은 영업자·비영업자 등 채무자의
신분과 관계없이 채무자가 ‘개인’인 파산사건을 의미함. 따라서 봉급생활
자, 주부, 학생 등 비영업자가 소비 활동의 일환으로 자신의 변제능력을

을 받음.
○ 채권자집회 및 의견청취기일
- 파산관재인은 채무자의 재산·소득 관계, 면책불허가사유 유무 등을 조사
한 후, 채권자집회 및 의견청취기일에 출석하여 조사결과를 보고함.
○ 파산채권 신고·조사
- 파산채권자는 정해진 신고기간 내에 채권액 및 원인, 우선권이 있을때
39) 서울회생법원 재판실무연구회(2019), 3면.
40)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민 2005-1) 제3조.

37) 서울회생법원 재판실무연구회(2019), 11면.
38) 장종운(2016), 44~4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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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권리, 후순위 파산채권의 청구권 등을 법원에 신고하고 증거서류 등
을 제출해야 함.

○ 장래의 소득이나 재산 등 변제재원을 요하지 않음.
○ 소득 여부를 불문하고 도산상태에 빠진 채무자라면 누구나 이용 가능함.

- 채권조사 기일에는 신고한 각 채권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고, 파산관재인
및 파산채권자 이의가 없을 경우 채권액, 우선권, 후순위 채권의 청구권
이 확정됨.

○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는 채무한도에 제한이 없음.
○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채권과 관련하여, 개인파산절차에서는 악
의로 누락시킨 채권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면책의 대상이 됨.

○ 파산절차의 종결· 폐지

○ 개인파산절차 진행 중이어도 개인회생신청 가능

- 법원은 파산재단의 환가·배당 등의 절차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파산종결
결정을 하고, 이와 달리 파산선고 후에 파산재단으로써 파산절차의 비
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파산폐지결정을 함.

○ 채권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음.
□ 개인파산제도의 단점
○ 신분상 제한: 파산자라는 신분 때문에 복권되기까지 공무원․교사․군인 등공

○ 면책결정
- 법원은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각호의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 때

직 취임이나 개별 법률에 따른 각종 직업․사업상의 불이익이 따를 수 있음.
○ 낭비성, 사행성 또는 도박성 채무에 대해서는 이용이 불가함.

를 제외하고는 면책을 허가하여야 함.
-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당연히 복권되어 파산선고로 인한 공·사

○ 채무자가 면책되더라도 보증인은 면책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 저당권자 등 별제권자의 담보권 실행을 막을 수 없음.

법상의 제한이 소멸됨.

○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하여야 함.

[개인파산 절차]

○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부담이 있음.
○ 신용관리 대상자 공공정보 등록 유지기간이 장기임(5년).

(2) 개인회생제도

1) 개인회생제도 의의

□ 개인회생제도란 채무자가 채권에 대해 지급불능 상태로 파산할 가능성이 있
으나, 급여 또는 영업소득을 통해 정기적으로 일정한 소득이 있으며 향후에
<출처: 서울회생법원>

도 그러한 수입원이 있을 경우, 최장 3년41)의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상환
한 후 채무를 면제받는 재판상 절차임.42)
○ 채무자가 장래의 일정 기간 동안에 창출하는 모든 소득에서 생계비와 같

3) 개인파산제도의 장단점

이 장래의 계속적인 소득 창출을 위하여 지출되어야 할 비용과 조세 등을
공제한 가용소득(disposable income)을 채권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채

□ 개인파산제도의 장점
○ 청산절차 종료 후에는 별도의 변제 없이 아예 면책되므로 사회로의 복귀
가 가장 빠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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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2018년 3월 13일 채무자회생법의 개정으로 개인회생절차시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을 초과하지 못함.
다만, 제614조제1항 제4호의 요건(개인회생채권의 총변제액이 파산 시 배당받을 총액보다 클 것)을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변제개시일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변제기간을 정할 수 있음.
42) 서울회생법원 재판실무연구회(2019), 39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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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에 관해서 책임을 면제받는 제도임.43)

○ 채무자는 종래 면책결정(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을 받고 5년을 경

- 일정 기간 동안의 장래의 소득을 채권자에게 제공하는 대신에 그 기간
이후의 장래의 소득과 기존의 재산을 채무자가 보유할 수 있게 하는 제
도라 할 수 있음.

과 한 자이어야 함.
□ 개인회생절차를 개괄적으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음.
○ 개인회생신청 및 변제계획안 제출

□ 개인회생절차는 채무자회생법 제4편 제579조~제627조에서 규정되어 있음.
○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기업의 연쇄부도와 실업대란,
카드연체 등으로 급증한 신용불량자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채무자회생
법을 조속히 제정하려고 하였으나 여의치 못하자 우선 개인회생절차만이
라도 분리하여 독립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여론에 떠밀려 급하게 미국의
개인회생제도를 계수하여 2004년 3월 22일 개인채무자회생법을 제정, 동
년 9월 23일부터 시행해 왔는데, 2005년 3월 31일 채무자회생법이 제정
되면서 개인채무자회생법이 여기에 통합되어 현재에 이르게 되었음.44)
□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재기․갱생에 그 목적이 있다는 점에서 개인파산과 공통되
지만, 개인파산절차는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변재재원
으로 하여 청산절차를 거친 후 채무면책을 통하여 구제받는 절차인데 반하여,
개인회생은 미래의 가용소득을 변재재원으로 하여 채무의 일부를 변제한 후
잔여채무에 대한 면책을 통하여 구제받는 절차인 점에서 차이가

있음.45)

- 법률상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은 개시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로 되어
있으나(채무자회생법 제610조 제1항), 절차의 신속을 위하여 개시신청
서 제출시 함께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함.46)
○ 개인회생위원의 선임
- 법률상 회생위원의 선임은 임의적이나, 실무상 개시신청 직후 모든 사건
에서 회생위원을 선임하고 있음.47)
- 회생위원의 업무는 변제계획 인가 전에는 주로 채무자의 재산 및 소득을 조
사하고, 부인권 행사명령의 신청 및 그 절차 참가, 개인회생채권자집회를 진
행하며, 변제계획 인가 후에는 변제계획에 따라 채무자가 납입한 변제액을
개인회생채권자들에게 분배하는 업무를 함(채무자회생법 제602조 제1항).
○ 보전처분 중지명령·포괄적 금지명령
- 법원은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 전 채무자 재산에 관해 가압류·가처분
그 밖의 필요한 보전처분을 할 수 있음(채무자회생법 제592조 제1항).
- 또한 법원은 개인회생절차 결정 전에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강제집행·

2) 개인회생제도의 요건 및 절차

가압류 또는 가처분, 채무자의 업무·재산에 대한 담보권 설정·실행을 위
□ 개인회생제도의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음.
○ 개인채무자: 회사나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등 법인은 이용할 수 없음.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매월 급여나 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정기적
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급여소득자) 또는 부동산임
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그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
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영업소득자)이어야 함.

한 경매,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이를 요구하는 행위를 중지· 명령
할 수 있음(채무자회생법 제593조 제1항).
○ 법원의 개인회생 개시결정
- 기각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원칙적으로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
인회생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채무자회생법 제596조 제1항).
○ 개인회생채권의 확정

○ 채무총액: 유치권ㆍ질권ㆍ저당권ㆍ양도담보권ㆍ가등기담보권ㆍ「동산ㆍ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내용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개인회생채권자는 개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ㆍ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시결정일로부터 2월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채무자회

담보된 개인회생채권은 10억원, 개인회생채권은 5억원 이하이어야 함.

생법 제604조 제1항).

○ 지급불능: 소유하고 있는 재산(부동산, 동산, 예금,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가 이의기간 안에 개인회생채권조
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신청이

등)보다 채무가 많아야 함.

각하된 경우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기재대로 채권이 확정됨(채무자
43) 김성용(2014), 100면.
44) 장종운(2016), 141면.
45) 서울회생법원 재판실무연구회(2019), 5면; 장종운(2016), 140면.

- 27 -

46) 서울회생법원 재판실무연구회(2019), 400면.
47) 서울회생법원 재판실무연구회(2019), 40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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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법 제603조 제1항).

○ 변제계획의 수행

○ 개인회생채권자집회

-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자에게 변제 금액을 회

- 개인회생절차의 개인회생채권자집회는 어떤 결의를 하는 집회가 아니고,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하고, 개인회생채권자가 그에 대한 이
의 여부를 진술하는 집회를 의미함(채무자회생법 제613조 제2항, 제5항).
-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한 때에 채무자·개인회생채권자 등에게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기일 등이 기재된 서면(통지)과 변제계획안 등을
송달하여야 하고, 통상 이와 같이 예정된 개인회생채권자집회기일에 위
변제계획안에 대한 이의진술 등의 절차가 진행됨.
- 개인회생채권자집회는 법원이 지휘하되, 회생위원이 선임되어 있는 때
에는 법원은 회생위원으로 하여금 개인회생채권자집회를 진행하게 할
수 있음(채무자회생법 제613조 제4항, 제5항).
○ 변제계획의 인가

생위원에게 임치해야 하고, 회생위원은 임치된 금원을 개인회생채권자
에게 지급 받아야 함(채무자회생법 제617조 제1항, 제2항).
-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됨(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제5항)
○ 면책
-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의 결정을 하여야 함(채무자회생법 제624조 제1
항).
-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
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됨(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 본문).

-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신속하고 간소한 절차의 진행을 위해, 변제계획은

- 다만,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 조세, 벌금, 채무

채무자만이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채무자회생법 제610조 제1항),

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임금 등 일부 채무는 면

채권신고 및 채권자가결절차를 생략하고 있음.

책되지 않음(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 단서).

- 주요 변제계획인가 요건: 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
파산시 배당액(청산가치) 이상일 것(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2항 제1
호), ② 변제계획상의 변제기간 동안 수령할 수 있는 가용소득 전액을 변

- 또한 면책은 개인회생채권에 관하여 제3자가 제공한 보증과 담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3항).
[개인회생 절차]

제계획에 따른 변제에 제공할 것(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2항 제2호).
- 가용소득이라 함은, 채무자가 수령하는 근로소득, 연금소득, 부동산임대
소득,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그 밖에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모
든 종류의 소득의 합계 금액에서 (i) 소득세, 주민세, 건강보험료, 그 밖
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ii) 국민기초생활보
장법에 의하여 공표된 최저생계비,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연령, 피부
양자의 수, 거주지역, 물가상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
려하여 법원이 정하는 최저생계비 및 (iii) 채무자가 영업에 종사하는 경
우에는 그 영업의 경영, 보존 및 계속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말함(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4호).
- 변제계획은 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부터 효력이 생김(채무자회생법 제
615조 제1항 본문).
- 다만, 변제계획에 의한 권리의 변경은 면책결정이 확정되기까지는 생기
지 아니함(채무자회생법 제615조 제1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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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서울회생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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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회생제도의 장단점

□ 도산상태에 빠진 개인채무자가 이용할 수 있는 구제제도로는 법원을 통한
공적구제제도 외에도 당사자간 협의에 의한 사적구제제도가 존재함. 신용회
복위원회와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채권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이루어지

□ 개인회생제도의 장점

는 채무조정제도인 개인워크아웃이 대표적임.48)

○ 개인회생으로 인한 신분상 제약이 따르지 않음.

□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제도는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채권금

○ 낭비, 도박으로 인해 채무가 증가한 경우에도 가능함.

융회사들과 채무자 간 자율합의를 통해 채무자가 상환가능한 수준으로 채무

○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뿐 아니라 모든 채무가 대상이 됨.

를 사전에 감면하는 제도임.

○ 채권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음.
○ 일정기간 변제 후에는 원금이 면제됨.

○ 신용회복위원회는 2002년 신용불량자의 급증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이
들의 조속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하여「금융기관 간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기초하여 출범한 후, 2016년 제정 시행된 「서민의 금융생활 지

○ 상환기간이 비교적 짧음.
○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할 필요가 없음.
□ 개인회생제도의 단점

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재출범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서 개인채무
자에 대한 채무조정업무 등 서민의 경제적 회생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
고 있음.

○ 청산가치가 보장되는 것 이상의 일정한 수입이 있어야 함.
○ 채무액수가 담보부채무 10억원, 무담보채무 5억원을 초과하면 이용할 수

○ 채무조정은 각 금융기관에서 개별적으로 행하더라도 다른 금융기관에서도
함께 채무를 조정해 주지 않으면 실익이 거의 없기 때문에 다수 금융기관
의 채무를 한꺼번에 조정하는 제도가 필요한데 신용회복위원회가 이러한

없음.
○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채권은 면책의 대상에서 제외됨.
○ 개인회생절차 진행 중에는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없음.
○ 신분상 제한: 파산자라는 신분 때문에 복권되기까지 공무원․교사․군인
등 공직 취임이나 개별 법률에 따른 각종 직업․사업상의 불이익이 따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개인워크아웃제도의 요건과 효과는 다음과 같음.
○ 지원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과중 채무자
- 총채무액이 15억원 이하인 자. 이 때 담보채무는 10억원 이하, 무담보
채무는 5억원 이하이어야 함.

를 수 있음.
○ 낭비성, 사행성 또는 도박성 채무에 대해서는 이용이 불가함.
○ 채무자가 면책되더라도 보증인은 면책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 저당권자 등 별제권자의 담보권 실행을 막을 수 없음.

- 채권금융회사에 대한 채무 중 어느 하나라도 약정한 기일 내에 변제되
지 아니하고 경과된 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
-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자

○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부담이 있음.

○ 채무조정대상 채무: 협약가입 채권금융회사의 채무

○ 신용관리 대상자 공공정보 등록 유지기간이 장기임.

○ 지원내용: 채무감면, 상환기간 연장, 변제유예 등
- 채무감면: 무담보채무는 이자와 연체이자 전액 그리고 원금의 최대
60%까지 감면, 담보채무는 연체이자만 감면 가능

(3) 개인워크아웃제도

- 상환기간: 채무조정 후 잔존채무와 상환가능액을 감안하여 무담보채무
는 최장 8년 이내 분할상환, 담보채무는 최장 3년 이내 거치기간, 최장
20년 이내 분할상환 가능

1) 개인워크아웃제도의 의의
48)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적채무조정제도로는 개인워크아웃 외에 연체 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 이자율 채무조
정(프리워크아웃) 프로그램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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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제유예: 최장 2년 이내에서 채무상환 유예 가능

필요로 하지 않는 반면, 개인워크아웃에서는 채무조정안에 대한 심의를
거치더라도 채권금융회사의 동의가 있어야 함(신용회복지원협약 제11
조).

2) 개인워크아웃제도의 장단점

- 채무조정안은 무담보채권 총액 및 담보채권 총액 중 각각 동의한 채권
금융회사의 채권합계액이 과반수일 때 확정됨(신용회복지원협약 제11

□ 개인워크아웃제도의 장점

조 제2항).

○ 신용복지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채권자는 신용복지위원회로부터
신용회복지원 신청사실을 통지받은 이후(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익일)
부터 채무자 또는 그 보증인에 대한 일체의 채권추심,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처분이나 강제집행의 신청, 소송제기 등 일체의 채권행사 및 담보권
행사를 할 수 없음.

○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개인회생에 비해 채무감면율이 낮음.
- 2017년 기준 평균 채무감면율은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29%인 반면, 개
인회생의 경우 61%임.49)
○ 담보채무에 대해 최장 8년 이내로 분할상환하도록 하고 있어 상환기간이
비교적 길다는 단점이 있음.

○ 개인워크아웃 신청 이후 보증인에 대한 채권추심이 중단될 뿐만 아니라 채
무자가 변제계획대로 변제를 완료하면 채무보증인의 보증책임이 면제됨.
○ 주택담보대출채권도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됨.
○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된 금융회사의 모든 채무를 통합하여 한꺼번에

- 현재 채무조정 평균 상환기간은 6.4년으로 긴 편임.50)
- 개인회생의 경우 무담보채권에 대한 변제기간은 최장 3년 이내로 설정
하여 가용소득으로 최장 3년간 채무를 상환하면 잔여채무에 대한 상환
의무가 면제됨.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인데, 협약가입기관에는 은행․신협․새마을금고 등 제도
권 금융회사뿐만 아니라 대부업체, 자산관리회사 등도 포함되어 있어서 협
약의 대상 범위가 넓은데다가 협약가입기관과의 협의를 통한 사적조정이

3. 각 개인도산제도의 비교 및 개인파산·개인회생제도의 중요성

므로 신속한 결정이 가능하고 금융회사의 동의율도 98%로 비교적 높음.
○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할 필요가 없음.

(1) 각 개인도산제도의 비교

○ 신청비 5만원 이외에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고, 신청절차 및 준비서류가
간편하며 방문 즉시 신청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음.
○ 신용관리 대상자 공공정보 등록 유지기간이 짧음.

□ 앞서 살펴본 개인파산제도, 개인회생제도, 개인워크아웃제도를 간단하게 표
로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

□ 개인워크아웃제도의 단점
개인파산제도

개인회생제도

개인워크아웃제도

운영주체

법원

법원

신용회복위원회

시행시기

1962.1.20.

2004.9.23.

○ 금융회사의 채무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개인간의 채무는 그 대상이
되지 아니함.
- 개인워크아웃에서는 협약을 체결한 채권금융회사에 대한 채무만 채무조

채무 상환능력이 없는

정이 가능하므로 사채, 조세 등은 채무조정의 대상에서 제외됨.
- 따라서 사채 등 협약을 맺지 않은 채권자와 체결한 채무가 많은 채무자

내용

채무 상환책임 면제

는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할 경우 채무조정이 되지 않아 변제금액이 커지
게 됨.

대상채권자

가용소득 범위 내에서

채무자에 대해
파산면책 결정을 통한

제한없음(사채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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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채무조정

일정기간 동안 채무를

프로그램으로

변제한 뒤 잔여채무는 면책

신용회복과 경제적

제한없음(사채포함)

협약가입금융회사

회생을 지원

○ 채무조정안에 대해 채권자인 협약 채권금융회사들의 동의를 요함.
- 개인회생의 경우 모든 채무가 채무조정 대상이면서 채권자의 동의를

2002.10.1.
장기 연체채무자에

49) 구정한/이규복(2020), 49면.
50) 구정한/이규복(2020), 5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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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채무범위

제한 없음

지원내용

변제충당 후 재무

책임재산 청산
잔액 전부 면제

담보채무 10억원,

담보채무 10억원,

무담보채무 5억원

무담보채무 5억원

가용소득으로 최장 3년간

이자, 연체이자 전액 감면

상환 시 잔여 채무 면책

및 원금 최대 60% 감면

[개인도산제도의 특징과 선택간의 관계]

최 장 1 0년 (담 보 채 무
상환기간

-

3년

의 경 우 3년 이 내
거치기간 포함
<출처: 강호석/정혜리(2013)>

최 장 20 년 )
보증인에 대한 추심
법적효력
은행연합회 연체정보
해제시점
공공정보 등록 내용

가능

불가

판결효력

당사자간 합의

변제완료시 면책

청산 후 면책

효력변제완료시 면책

선택할 수 있음.

면책결정시

변제계획 인가시

신용회복지원 확정시

- 가령 금융기관의 채무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경우, 외면할 수 없는 보증

면책결정시

면책결정시

신용회복지원 중(1101)

인들이 있어서 그들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사적구

채무변제를
공공정보 삭제시기

○ 즉, 개인채무자가 처한 채무불이행 상황이나 채권자와 채무자 간 자율적

가능
판결효력

면책결정 이후

완료하거나

5년 경과 시

개인회생인가 이후
최장 5년간 변제한 때

문제해결 가능성, 제도선택에 따른 불이익 등을 검토하여 적합한 제도를

제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임.
채무변제를 완료하거나
신용회복지원 확정 이후
2년 이상 변제한 때

□ 위의 각 개인도산제도들은 모두 도산상태에 빠진 개인채무자의 재기·갱생을
도모한다는 동일한 목적을 가지되, 절차나 내용에 있어서는 각각의 특징을
지니고 있음.

- 꾸준한 소득이 있으면서 비교적 부채가 많은 경우, 공직에 있는 경우나
파산자의 신분으로는 영업을 하기 어려운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등에는 개인회생제도를 선택하면 됨.
- 부채의 규모가 큰 경우, 단기간에 채무를 청산하고 새롭게 시작하고 싶
은 경우, 채무자가 실직·폐업·고령·질병 등으로 꾸준한 소득을 창출할

□ 또한 각 제도의 장단점 설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어느 한쪽의 장점은 다른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경우 등은 개인파산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적절함.

한쪽의 단점이 되는 등 각 제도들은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개인채무자의
구제를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3) 개인파산·개인회생제도의 중요성

(2) 가계부채 문제 해소를 위한 개인도산제도 선택의 문제
□ 그런데 현재와 같이 과도한 가계부채가 국가 전체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
고 있는 상황에서는 개인채무자들의 가계부채 탕감, 사회로의 빠른 복귀 등
□ 개인채무자는 각각의 특색을 가진 개인도산제도 중 어느 제도를 선택할 것
인지의 문제에 봉착하게 됨.

을 당사자간 자율적 합의에 의한 사적구제제도에 맡기기에는 한계가 있음.
○ 부채는 계속 늘어나고, 변제능력 또는 소득수준은 점점 저하되어가는 상

□ 법적으로나 실무상으로나 각 제도간의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님.
□ 그렇다면 개인채무자가 자신이 처한 상황이나 여건, 제도 이용의 목적 등에
비추어 가장 장점이 잘 부각되는 제도를 선택하여 이용하면 될 것임.
○ 아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사적 채무조정→공적 채무조
정(개인회생)→개인파산」으로 갈수록 강제적 조정의 성격은 강하고, 총변

황에서는 사적채무조정은 합리적인 선택지가 될 수 없음.
□ 과도한 가계부채를 해소하고 새출발을 돕기 위한 개인도산제도로서는 법원
을 통한 공적구제제도인 개인회생제도 및 개인파산제도가 더욱 효율적인 수
단이라 할 수 있음.
□ 특히 개인채무자의 가계부채 해소와 재기라는 효과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개

제금액은 감소하는 반면, 신용상·신분상 불이익은 커진다고 할 수 있음.51)
51) 강호석/정혜리(201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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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파산제도가 적극 활용되어야 함.

□ 개인회생 신청은 2014년 이후로 꾸준히 감소하다가 2018년 일시적으로 증

○ 개인채무자의 상황이 더욱 악화될수록 개인파산제도를 선택할 유인이 높
아질 것임.

가하였고 2020년 다시 감소함.
○ 2018년 개인회생 이용건수가 증가한 이유는 채무자회생법의 개정으로 개

□ 결국 개인채무자가 자신이 처한 상황이나 여건, 사회경제적 상황이 어려울
수록 개인회생제도 및 개인파산제도가 잘 정비되고 활발하게 운영되어야 할
것임.

인회생절차의 변제기간이 3년으로 단축된 덕분인 것으로 파악됨.54)
□ 전체적으로 개인파산·개인회생 신청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경기가 좋
아지면서 개인파산·개인회생 신청이 감소하였다면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할

○ 더욱이 개인회생제도 및 개인파산제도는 사적채무조정을 통해서도 해결하

수 있지만, 경기 악화에도 개인파산·개인회생 신청이 감소하였다면 이는 제

지 못하는 어려운 조건에 놓인 개인채무자를 돕는 구제수단인 만큼 보다

도가 있어도 이용자들이 그 효용대로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적극적으로 채무자 구제에 중점을 두고 운영되어야 함.52)

것을 의미하므로 문제가 있음.55)

- 면책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도 있는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기보다는 채무
자 본인과 가족들의 인간으로서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채무자가 경제활
동에 참가하여 사회 전체적인 경제적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개인파산·
개인회생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개인파산·개인회생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실정
임.
○ 예컨대,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기간을 3년으로 단축하자 개인회생 이용건
수가 증가한 경우와 같이, 이용자들이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이유를 분
석하여 이를 개선해 나간다면 제도가 실효성을 갖게 되고 제도의 이용이
활성화 될 것임.

4. 개인파산·개인회생제도 이용 현황

□ 2020년에는 COVID-19라는 특수한 요인으로 인하여 개인파산·개인회생 신
청에 있어서도 지금까지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특
□ 법원통계월보에 게재된 2013년부터 2020년까지의 개인파산과 개인회생 신
청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히 개인파산 신청은 전년도에 비해 증가하고 개인회생 신청은 전년도에 비
해 감소하였음.

[개인파산·개인회생 신청 현황]

○ 이로써 2019년까지 평균 약 193%에 육박했던 개인회생으로의 쏠림 현상
<단위: 건, %>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개인파산(A)

56,983

55,467

53,865

50,288

44,246

43,402

45,642

50,379

개인회생(B)

105,885

110,707

100,096

90,400

81,592

91,219

92,587

86,551

186

200

186

180

184

210

203

172

이 2020년 다소 완화되었음.
□ 이는 COVID-19 사태의 장기화로 실직·폐업 등이 늘면서 개인회생 신청조
건조차 충족하기 어려운 열악한 상황에 놓인 채무자들이 많아졌다는 것을
의미함.56)

개인파산신청
대비
개인회생신청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개인채무자의 상황이 악화될수록 개인회생제도보다
는 개인파산제도를 선택할 유인은 높아질 것인 바, 현재 심각하게 대두되고

비율(B/A)
<출처: 법원통계월보>

있는 과도한 가계부채 문제를 해소하고 채무자의 성공적인 재기를 돕기 위

□ 개인파산 신청은 2019년까지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20년 다

해서는 제도 정비를 통해 이용자들이 필요한 때에 개인파산제도도 적극 활
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음.

소 증가하였음.
○ 2020년 개인파산 신청이 다시 늘어난 이유는 COVID-19 여파로 인하여
자영업자 등 한계 상황에 내몰린 개인채무자들이 증가함으로써 개인파산
신청이 증가한 것으로
52) 참여연대(2020), 14면.
53)
이투데이,
COVID-19

여파

분석됨.53)
파산

몰아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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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

2020.

10.

06.

자

기사,

<https://www.etoday.co.kr/news/view/ 1947245>.
54) 서경환(2019), 262면.
55) 매일경제, 파산신청 더 빠르고 편해진다…필요한 서류 절반 '뚝', 2019. 12. 15. 자 기사, <https://mk.co.kr/
news/society/view/2019/12/1049054/>.
56) 조선일보, 법원에 ‘코로나 파산’ 신청 몰려든다, 2020. 09. 04. 자 기사, <https://www.chosun.com/
national/2020/09/04/KGXANEFDJJE27A6PTMNOOBBT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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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으로의 쏠림 현상에서 알 수 있듯이, 지금까지는 파산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파산선고로 인한 법적 불이익, 개인회생으로 유도하는 실무

제4장 개인파산제도 및 개인회생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관행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개인파산제도가 상대적으로 이용자의 선택을
받지 못한 것이 사실이었음.
□ 주의할 점은 개인파산·개인회생제도를 활성화한다는 의미가 채권자 보호를
등한시하고 채무자만을 보호한다는 의미로 이해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임.
□ 개인파산·개인회생을 통한 면책이 필요한 사람이 제도를 외면하는 현재의

Ⅰ. 개인파산제도

상황을 개선하여 개인도산제도의 본래 목적인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
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의 채무를 면책함으로써 채무자가 경
제적으로 재기·갱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을 간과하지 말아야 함.

1. 파산선고로 인한 신분상 불이익

(1) 문제점

□ 개인파산제도는 청산 자체가 아닌 채무자를 면책시켜 사회로 복귀시키는데
주목적이 있음.
○ 즉 법인파산은 청산절차인 파산절차만 있으면 되지만 개인파산은 청산절
차인 파산절차 이외에 면책절차가 추가로 필요한 것이고 이를 통한 면책
이 최종적인 목적이 되고 있음.
□ 그런데 채무자회생법상 개인파산은 파산절차와 면책절차로 이원화되어 있
어57) 일단 파산선고를 받는 순간 소위 파산자라는 오명을 쓰게 되고, 그 후
면책결정을 받지 못하면 10년이라는 시간이 경과되어 복권이 이루어지기까
지 기다려야 하는 문제가 있음(채무자회생법 제574조 제1항 제5호).
○ 이러한 이유로 실무상 파산심문시 면책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파산신청
을 취하하도록 권유하고 있으나 이는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함.58)
○ 파산선고 후에는 파산신청의 취하도 불가하게 되어 있고, 면책신청이 기각
된 경우에는 재도의 면책신청도 할 수 없게 되어 있음(채무자회생법 제
559조 제2항).
□ 더욱이 문제가 되는 것은 위와 같이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공적 지위 또는 각종 직업․영업상의 불이익을 주고 있다는 점임.
○ 2006년 3월 24일 채무자회생법 제32조의2(차별적 취급의 금지)가 신설
57) 채무자회생법 제556조 제3항에 파산신청을 한 경우 면책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고 있기는 하
나, 법은 엄연히 파산절차와 면책절차를 분리하고 있음. 즉, 파산선고가 내려진 후에야 이의기간을 지정하여
채권자 이의가 없으면 면책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음.
58) 장종운(2016), 374~37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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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누구든지 회생절차·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 중에 있다는 이유

□ 파산신청을 하면 면책 받지 못하고 파산자로 남을 수 있고, 공직취임 또는

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의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

취업시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도산상태에 빠진 개인채무자들이 파

니”하도록 하고 있음.

산신청을 꺼려하는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음.64)

○ 이는 도산상태에 빠져있는 개인채무자들을 개인파산 등 도산절차로 유인
하여 조속히 사회로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으며, 고용분야 뿐

(2) 개선방안

만 아니라 자격의 제한이나 박탈을 포함한 일체의 차별적 취급을 금지하
는 것으로 해석됨.59)

□ 단편적으로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직업상의 결격사유로

- 이 규정은 미국 연방파산법(U.S. Bankruptcy Law) 제525조(차별적 취

규정하고 있는 개별 법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음.

급에 대한 보호) “파산사건의 채무자였다는 이유로 면허, 허가, 인가,
특허 등을 거부·취소하여서는 아니 되고 고용을 거부·종료하여서는 아

○ 향후 각종 법령 개정시 파산선고로 인한 공적 부분에서의 신분상의 불이

니 된다”는 조항에서 온 것임.

익이나 등기․등록 등 직업상의 제한·금지를 폐지하거나 합리적인 범위 내
로의 제한하는 것임.

○ 이러한 규정의 신설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
한 자에 대하여 공적 지위 또는 각종 직업․영업상의 불이익을 주고 있어

○ 다만 이와 같이 220여개 법령에 흩어져 있는 파산선고로 인한 불이익이나

문제가 되고 있음.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을 각 소관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개정하도록 하는

- 공무원, 교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변리사, 세무사, 관세사, 행정

방안은 각 부처별 현실과 이해의 정도에 따라 그 개정여부가 달라질 수 있

사, 임명공증인, 감리원, 결혼중개업자의 경우 등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

다는 점, 각 부처별 이해관계의 정도에 따라 개정 내용에 대한 편차도 심

되지 아니한 자를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는 법규정이 약 220여개나 존

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현실적인 방안이 되기는 어려움.65)

재하고 있음.60)

○ 또한 개별 법규정을 개정한다고 하더라도 파산선고 후 면책결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 파산자라는 오명은 여전히 벗을 수 없게 된다는 점에서 근본

- 가령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 받지 못한 채무자들은 건강기능식품을 판매

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함.

할 수 없고, 보험설계사, 일반경비원, 아이돌보미도 될 수 없음.61)

□ 궁극적으로는 파산절차와 면책절차를 일원화하여 “복권(復權)”이라는 절차

□ 이는 파산선고 자체를 불성실의 징표 또는 사회적 신뢰의 상실로 이해하고

를 없애도록 하여야 함.66)

징벌이나 불이익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채무자의 갱생이라는 도산제도의 목
적에 정면으로 반하고 파산절차를 이용하여 재기하려는 개인채무자에게는

○ 현재는 파산절차와 면책절차가 분리되어 파산선고 후에 면책의 허부를 심

치명적인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음.62)

리하여 면책 허가 내지 불허가의 결정을 내리고 있는데, 파산절차와 면책
절차를 일원화하여 ‘파산선고 후 면책결정’을 전제로 하는 ‘복권’의 개념을

○ 파산선고 후에 면책이 기각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없애는 것임.

장기간 각종 직업상 불이익이나 자격제한을 받는다는 것은 불합리함.

- 미국 연방파산법 제7장의 청산절차에서도 개인채무자가 청산절차를 신

○ 나중에 면책결정이 나서 복권되더라도 이미 손상된 이미지나 손해를 회복

청하면 별도의 신청 없이 당연히 면책을 심사하는 일원적 구성을 취하

하지 못할 위험성이 높음.

고 있음.

○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도산제도를 오히려 다른 법률에서 막고 있는 것으로
입법정책적인 모순이라 할 수

- 현재 법원의 개인파산실무도 파산신청과 면책신청에 대한 심리를 통합

있음.63)

하여 진행하고 있음.67)
59)
60)
61)
62)
63)

오수근(2008),
서경환(2019),
서경환(2019),
서경환(2019),
오수근(2008),

165면.
269면; 장종운(2016), 377면.
269면.
269~270면; 장종운(2016), 377~378면.
16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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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65)
66)
67)

장종운(2016),
서경환(2019),
서경환(2019),
서경환(2019),

374~375면.
271면.
270~271면; 장종운(2016), 375~376면; 권순민(2007), 55~56면.
270~27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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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산절차와 면책절차를 일원화는 개인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하면 면책심사
도 별도의 신청 없이 당연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임.
- 이 경우 채무자회생법상 면책신청과 관련한 규정들은 삭제 또는 개정되
어야 함.

○ 채무자는 파산신청일부터 파산선고가 확정된 날 이후 1월 이내에 법원에
면책신청을 할 수 있음(채무자회생법 제556조 제1항).
○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 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한 것으로 봄(채무자회생법 제

- 파산심문시 면책심문도 동시에 진행됨.
○ 이처럼 파산절차와 면책절차를 일원화되면 파산선고 당시 면책불허가 사
유에 해당하고, 달리 재량면책의 여지도 없는 경우에는 파산신청 자체가
기각되므로, ‘복권되지 아니한 자’의 개념도 사라지게 됨.
□ 파산절차와 면책절차가 일원화 되어 “복권”의 개념이 없어지면, 채무자회생
법상 “복권”에 관한 규정(제574조~제578조)을 모두 삭제하여야 함.
□ 한편 채무자회생법상 파산절차 개시결정을 “파산선고”라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으나, 단지 파산절차를 개시한다는 결정이 이루어졌을 뿐인데 파산선고라
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파산절차 진행 중인 채무자=파산선고를 받은 자=
파산자’라는 부정적 인식을 가지게 하므로, “파산선고”라는 용어를 “파산절
차개시결정”으로 바꾸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음.68)
○ 일본의 경우 2004년 파산법을 개정하면서 ‘파산선고(破産宣告)’를 ‘파산절
차개시결정(破産手續開始の決定)’으로 표현을 바꾸어 사용하고 있음.69)
□ 그렇게 되면 파산절차에서 파산자로만 남게 되는 불이익을 해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220여개 법령에 흩어져 있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불이익이나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은 모두 채무자회생법의 부칙
규정에 의하여 자동 삭제될 수밖에 없을 것이므로, 개별 법령의 개정으로 인
한 불편과 부작용을 막으면서 파산선고로 인하여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는
문제도 효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임.70)

556조 제1항).
- 파산신청시 면책신청까지 하는 것을 '동시신청'이라고 함.
○ 실무상 개인파산과 면책은 주로 동시에 신청되고 있으므로 법원은 개인파
산신청 사건과 면책신청 사건을 동시에 심리하고 있음.
□ 법원은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면책을 허가하여야 하는데, 면
책불허가사유는 다음과 같음(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 파산범죄에 해당하는 행위(제1호)
-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
게 처분을 하는 행위
- 파산재단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 파산의 선고를 지연시킬 목적으로 신용거래로 상품을 구입하여 현저히
불이익한 조건으로 이를 처분하는 행위
-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한 담보의 제공이나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로서 채무자
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
하지 아니하는 행위
-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는 상업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
나, 그 상업장부에 재산의 현황을 알 수 있는 정도의 기재를 하지 아니
하거나, 그 상업장부에 부실한 기재를 하거나, 그 상업장부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

2. 면책허가에 관한 기본 방향 및 관련 규정

- 법원사무관 등이 폐쇄한 장부에 변경을 가하거나 이를 은닉 또는 손괴
하는 행위

(1) 면책불허가사유의 엄격 해석 및 재량면책의 활용

- 법원의 구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사실을 알면서도 파산절차를 지연시
키거나 구인의 집행을 회피할 목적으로 도주한 경우
- 파산관재인 등에게 뇌물을 약속 또는 공여하거나 공여의 의사를 표

□ 현행 통합법상으로는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았다고 바로 면책이 되는 것이
아니고, 별도의 면책신청과 이에 대한 면책허가가 있어야 함.
68) 서경환(2019), 270~271면.
69) 竹下守夫 外(2007), 65면.
70) 서경환(2019), 271면.

시한 경우
- 채무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설명을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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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산원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한 신용거래 행위(제2호)

□ 더 나아가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의

-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기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재량면책을 할 수

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

있는데(제564조 제2항), 도산제도의 주목적이 채무자의 구제와 새출발을 돕

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경우

는데 있다는 점에서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실무운용상 재량면책

○ 허위의 채권자목록 등의 제출 또는 재산상태에 관한 허위의 진술 행위(제3호)
-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
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 일정기간 내에 면책 받은 사실(제4호)
- 과거 일정 기간(개인파산 면책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부
터 5년) 내에 면책을 받은 일이 있는 경우
○ 채무자의 의무 위반(제5호)

이 관대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따라서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더라도 채무자는 재량면책을 주장할 수 있고,
파산관재인도 면책불허가사유가 존재한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도 재량면책
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면 그 고려요소를 조사, 정리하여 그러한
취지를 기재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법원도 심리과정에서 재량면책
의 가능성은 없는지를 면밀히 살펴보아야 할 것임.
- “법원은 법 제564조 제1항 제2호의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 채무자가 채무자회생법에 정하는 채무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 과다한 낭비·도박 기타 사행행위(제6호)
-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
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경우
□ 면책불허가사유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는 도산제도에 대한 가치관 및 정책
방향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채무자의 과도한 부채문제를 해결하고 채무
자의 재기·갱생이라는 도산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게 위해서는 면책이 핵심이
라는 점에서, 면책의 범위를 결정하는 면책불허가사유의 해석·적용의 방향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음.71)
○ 대법원도 2004. 4. 13. 자 2004마86 결정에서 “면책불허가사유의 하나인
'낭비'라 함은 당해 채무자의 사회적 지위, 직업, 영업상태, 생활수준, 수지

경우에는 면책을 허가할 수 있고, 채무자가 재량면책을 주장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 심리·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하면서 채무자의 재량
면책 주장을 심리·판단하지 않은 채 면책을 불허가한 원심결정을 파기·
환송한 대법원 2009. 10. 9. 자 2009마1369결정도 이러한 취지를 반
영하고 있다고 생각됨.
○ 재량면책의 판단에 있어서도 그 기준을 반드시 엄격하게 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임.
- 재량면책에서 주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5호에 따른 허위진술로 인한 면책불허가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임. 실제 동 사유에 해당하는 사건들이 면책불허가된 경우가 제일
많은데다, 그 정도가 중하지 않은 경우도 많기 때문임.

상황, 자산상태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을 벗어나는 과다한 소비적 지출행위

- 과거 서면심리를 통한 원칙적 동시폐지 방식으로 절차를 운영할 당시

를 말한다고 할 것이고, 채무자의 어떠한 지출행위가 '낭비'에 해당한다고

에는 채무자 진술의 진실성을 담보하기 위해 허위진술에 대한 재량면책

보기 위해서는 그것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 보다 신

을 인정함에 있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였다면, 현행 개인파산실무하에

중한 판단을 요한다”고 하면서 면책불허가사유의 해석·적용의 방향은 엄
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함을 밝히고 있음.
○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도 구 파산법 제346조가 “법원은 다음 각호

서는 파산선고 후 파산관재인이 채무자를 직접 면담하여 채무자의 재산
상황 등에 대하여 면밀히 조사하는 절차를 거치므로 재량면책의 판단
기준은 완화될 수 있을 것임.72)

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면책불허가의 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
한 것과는 달리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

(2) 면책불허가사유 규정 관련의 의미

는 면책을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면책
을 허가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음.
71) 권순민(2007), 57면.

72) 서울회생법원 재판실무연구회(2019), 339~34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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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1호가 소위 ‘카드깡’에 대하여 적용되는

저하게 불이익한 조건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명백하게 삭제하고 있
고, ‘카드깡’은 실제 물품의 구입 없이 자금이 융통되는 채무부담행위라는

지 여부

점에서 본다면, 해석에 의해 ‘카드깡’은 제651조 제1항 제1호의 과태파산죄
에 해당하여 제564조 제1항 제1호의 면책불허가사유가 된다고 처리하는 것

가) 문제점

은 법률의 문언에 반하여 채무자에게 면책불허가라는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부당하다고 판단됨.

□ 소위 ‘카드깡’은, 예컨대 실제 물품은 구입하지 않으면서 1,040만원 상당의

□ 현행 채무자회생법상 ‘카드깡’은 후술하는 제564조 제1항 제2호의 “파산원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936만원만을 수령하는 것과 같이, 실제 물품을

인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한 신용거래”에 해당하여 면책불허가사유가

구입하지 않으면서 단순히 불이익한 조건으로 자금을 융통하는 행위를 말하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함.74)

는데, 이러한 카드깡이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됨.
○ 구 파산법은 제367조 제2호에서 “파산의 선고를 지연시킬 목적으로 현저
하게 불이익한 조건으로 채무를 부담하거나 신용거래로 인하여 상품을 구
입하여 현저히 불이익한 조건으로 이를 처분하는 행위”를 과태파산죄로서
규정하고 이를 면책불허가사유(구 파산법 제346조 제1호)로 하고 있었는
데, ‘카드깡’은 여기의 “현저하게 불이익한 조건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행

○ 실무상 하급심 결정례들도 ‘카드깡’을 “파산원인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
고 한 신용거래”로서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음.75)
○ 다만 동 규정에 해당하여 면책불허가사유가 되기 위해서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카드깡’을 파산선고 전 1년 내에 행하여야 하고, 파산원인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행하여야 함.

위에 해당하였음.
○ 그러나 채무자회생법 제651조 제1항 제1호는 과태파산죄에 “신용거래로

2)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2호의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의 의미

상품을 구입하여 현저히 불이익한 조건으로 이를 처분하는 행위”만을 규
정하고 “현저하게 불이익한 조건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삭제하였

가) 문제점

음.
○ 이에 ‘카드깡’에 대하여 여전히 채무자회생법 제651조 제1항 제1호를 적

□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2호는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기 전 1년

용하여 제564조 제1항 제1호의 면책불허가사유로 할 수 있는지 의문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
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
이 있는 때”를 면책불허가사유로 정하고 있음.

나) 개선방안

○ 이는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대부분의 채무자들은 계속하여 여러 채권자들
□ 이에 대해서는 물품을 구입하여 그 자리에서 바로 처분하는 경우와 실제 물
품 구입 없이 금전만 교부되는 경우가 실질에 있어서는 다르지 않으므로 이
를 달리 취급할 필요가 없고, 실제 사건의 심리에 있어서도 두 경우를 구별

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채무자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없는 것처럼 속이거나 감추어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면책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규정임.76)

할 방법도 사실상 없다는 점에서 ‘카드깡’을 “현저하게 불이익한 조건으로

- 예컨대, 소득에 비추어 과도한 수준의 계에 가입하여 계불입금조차 납입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가 아니라 “신용거래로 상품을 구입하여 현저히 불이

하기 곤란한 상황에서 채권자에게 1개월만 차용하겠다고 하면서 금원

익한 조건으로 이를 처분하는 행위”로 보더라도 무방하므로, 제651조 제1항

을 차용하였는데 파산선고 1년 전에 차용한 금액이 전체 채무액의 36%

제1호의 과태파산죄에 해당하여 면책불허가사유가 된다는 견해가 있음.73)
□ 그런데 입법자의 의도를 명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과태파산죄에서 “현
73) 이재욱(2013), 384면.

- 47 -

74) 서울회생법원 재판실무연구회(2019), 323면.
7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1. 24.자 2010라258 결정(확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8. 5.자 2011라376 결
정(확정); 대전지방법원 2018. 8. 7.자 2017라4 결정(확정).
76) 서울회생법원 재판실무연구회(2019), 3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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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이른 사안에서, 법원은 “파산원인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춘” 경우에

가 사유인 사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다수의 입장이었음.78)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음.77)
○ 대법원 2010. 8. 23.자 2010마227 결정은 “채무자가 파산의 원인인 사실

나) 개선방안

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었다고 판단하
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객관적으로 지급불능의 상태에 있었다는 사정만으
로 부족하고, 채무자가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인 채
권자에게 한 언행, 상대방인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다액의 채무가 있다거나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질 수도 있다는 사정을 알고서 과다한 이익을 얻기
위하여 신용거래에 나아간 것인지 여부 등 상대방인 채권자가 신용거래를
하게 된 경위, 채무자의 전체 채무 중에서 위와 같이 취득한 재산이 차지
하는 비중 및 그 증감의 정도, 신용거래의 성격 즉, 새로운 신용거래인지

□ 먼저, 해석을 통해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2호의 “파산원인인 사실
을 속이거나 감추고”한 행위의 의미를 명확히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
음.
□ 이에 대해서는 학설상 소극적인 행위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견해와 이를 부
정하는 견해로 나뉘고 있고, 법원의 실무례는 부정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
음.79)

아니면 종전의 신용거래를 연장 내지 갱신한 거래에 지나지 않는지 여부,

○ 긍정설: 구 파산법과 달리 현행법에서 명시적으로 “파산원인인 사실을 속

채무자가 신용거래로 취득한 재산의 사용처 등을 면밀히 심리하여 판단하

이거나 감추고”라고 규정한 것은 입법자의 의도가 소극적인 행위도 포함

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음.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이를 부정하는 것은 법률의 문언에 반하는 해

- 대법원은 파산신청 당시 채무액은 약 8억 6,000만원이었고 파산신청 직
전 1년간 약 1억 2,700만원을 차용하여 이른바 채무 돌려막기에 사용
한 사안에서, 채무자가 경제적 어려움 속에 현저하게 불이익한 조건으
로 사채업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이를 이른바 채무 돌려막기에 사

석일 뿐 아니라, 대법원 2010마227 결정도 “채무자가 상대방인 채권자에
게 한 언행”을 여러 판단 요소 중 하나로 들고 있을 뿐 “채무자가 상대방
을 적극적으로 속일 것”만을 필수적인 요건으로 삼았다고 단정하기는 어
렵다는 점을 근거로 함.80)

용해왔다는 사정만으로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 결정에

○ 부정설: 현행법상 “파산원인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라는 표현은 구

대하여 면책불허가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파산법상 “사술을 써서”라는 표현을 우리말로 풀어쓴 것에 불과하고, 도산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하면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음.

상태에서 부득이하게 신용거래를 하게 된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인 사실을

□ 그런데 법문에서는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
“파산원인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한 행위의 의미가 파산원인 사실을
“속이는” 적극적인 행위만을 말하는 것인지, “감추는” 소극적인 행위까지를
포함하는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음.
○ 구 파산법 제346조 제2호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사술을 써서”라고 규정하여 “사
술”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는데, 현행법은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채무자가 파산원인인 사실을 알면서 단순히 이를
고지하지 않고 “감추는” 소극적인 신용거래를 한 경우까지 해당 규정이

엄격하게 고지하도록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며, 현행법에서 정한 면책제도
의 취지에도 맞지 않다는 점, 또한 신용거래 과정에서의 채무자의 부작위
가 형사법에서의 '기망'에 이를 정도라고 한다면 이는 형사절차에서 다룰
문제일 뿐더러 채무자회생법 제6편 벌칙 부분에서는 위와 같은 신용거래
행위에 대하여 처벌규정도 두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함.81)
○ 하급심 결정례를 보면, 면책불허가사유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적
극적인 기망행위를 필요로 하는바, 단순히 파산원인사실이 존재함을 고지
하지 아니한 채로 신용거래를 한 것만으로는 이 면책불허가사유를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시를 하고 있음.82)

적용되는 것으로 보는 것인지의 문제가 있음.
- 구 파산법 시절에는 “사술”이라고만 되어 있었기 때문에, 단순히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고지하지 않는 소극적인 행위만으로는 면책불허

7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9. 11. 자 2011라438 결정(확정).

- 49 -

78) 이재환(1999), 509면; 전병서(2007), 415면.
79) 서울회생법원 재판실무연구회(2019), 322면.
80) 이재욱(2013), 388면;
81) 서울회생법원 재판실무연구회(2019), 322면; 연기영/이재목(1999), 661면; 권순민(2007), 58~59면.
8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8. 9.자 2013라378 결정(확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8 21.자 2014라1336 결
정(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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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책제도의 취지를 고려하면 면책불허가사유를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

료를 수집함. 또한 파산선고와 동시에 면책심문기일 또는 이의신청기간 지

고, 따라서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2호의 “파산원인인 사실을 속이

정결정을 하고, 채권자집회와 의견청취기일을 병합하여 실시하며, 파산관

거나 감추고”라는 의미도 엄격하게 해석하여 적극적 행위만을 의미한다고

재인이 선임되어 있는 사건에서는 보고서 제출시에 면책불허가사유에 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이나, 명문의 표현만을 놓고 본다면 “감추고”라

한 보고도 같이 하도록 하고 있음.83)

는 소극적인 행위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현행법의 해석만으로 적극적 행위

□ 채무자회생법 제12조 제2항은 법원이 직권으로 개인회생사건에 관하여 필

만을 의미한다고 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면책불허가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도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음.84)

○ 단지 파산원인인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면책불허가사
유에 해당한다는 것은 도산상태에서 빠져 계속하여 금전을 차용할 수밖에

□ 그런데 면책제도로 인하여 직접 불이익을 입게 되는 파산채권자가 채무자의

없는 처지에 놓인 채무자에게 너무 가혹할 수 있으며, 채무자의 새출발을

면책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데도 법원이 직권으로 면책불허

돕기 위한 면책제도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할 것임.

가사유를 심리하여 면책의 허부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한지의 문제가 있
음.85)

○ 그렇다고 현행 채무자회생법상의 “파산원인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라
는 표현에는 분명 “속이거나”라는 적극적인 행위와 “감추고”라는 소극적

○ 2012년 현행 개인파산실무인 ‘전면적 파산관재인 선임제도’를 도입되면

인 행위가 모두 포함되어 있음에도 “사술을 써서”라는 적극적인 표현을

서, 파산채권자의 이의신청 여부를 불문하고 파산관재인이 채무자를 상대

의미한다고 하는 것은 법률의 문언에 반하는 해석이 될 뿐임.

로 엄격한 규문적 심사를 행하게 됨으로써 개인파산제도의 이용 기피 내
지는 개인회생제도로의 쏠림 현상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음.86)

□ 결국 이는 입법으로 해결하여야 할 문제라고 할 것임.
□ 이에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2호의 “파산원인인 사실을 속이거나

○ 당사자주의에 입각하여 사법적 채권채무관계의 정리를 위하여 진행되는

감추고”이라는 문언을 “파산원인인 사실을 속이고”로 분명하게 개정할 것을

면책절차에 법원 내지 파산관재인이 직권으로 면책불허가사유를 심리하여

제안함.

야할 이유도 없음.

○ “파산원인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라는 표현을 적극적 행위, 즉 본래

○ 당사자가 원하지도 않는데 법원 내지 파산관재인이 직권으로 면책불허가

의 의미라 할 수 있는 “사술”의 의미만이 담기도록 개정함으로써 법적명

사유를 심리하는 것은 법원 내지 파산관재인의 업무만을 과중시키고 절차

확성을 꾀할 필요가 있음.

의 신속성을 해할 뿐 아니라 성실한 채무자의 새출발이라는 개인파산제도
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음.

3. 무심사면책제도 도입 여부
(2) 입법례
(1) 문제점
□ 미국의 경우 연방 파산소송규칙에서 제7장 개인파산사건과 관련하여 채권자
가 면책에 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무심사로 면책할 수 있는 규정을 두
□ 파산절차와 면책절차는 구분되어 있다는 점, 개인파산과 면책은 주로 동시

고 있음(연방 파산소송규칙 제4004조).

에 신청되며 법원은 개인파산신청 사건과 면책신청 사건을 동시에 심리하고

○ 채권자, 파산관재인(trustee) 또는 연방파산관재인(U.S. trustee)은 제1회

있다는 점은 전술한 바와 같음.

채권자집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면책에 관한 이의(complaint objecting

○ 면책신청이 별도로 이루어진 경우가 아닌 한 파산·면책신청서 및 첨부서
류를 심사하면서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지를 사전에 검토하고, 채무자에
대한 파산심문시에도 면책불허가사유 및 재량면책 사유의 존부에 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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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84)
85)
86)

서울회생법원 재판실무연구회(2019), 279면.
백주선(2019b), 12면.
서경환(2019), 271~272면: 백주선(2019b), 12면. 김성용(2014), 113면; 권호현(2019)
서경환(2019), 27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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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the discharge)를 신청할 수 있음.
○ 만약 이러한 이의 신청 없이 이의신청 기간이 경과하면 파산법원은 면책
불허가사유에 대한 심사를 하지 않고 면책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음.

하도록 하는 방안과 입법을 통해 해결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음.
□ 개인파산 실무를 통한 방안
○ 개인파산 실무를 통한 방안으로는 ① 파산선고후 제1회 채권자집회까지

□ 면책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대심절차(adversary

파산관재인은 채무자의 면책불허가사유 유무에 관하여 조사하고, 의심이

proceeding)에 따라 심리하여야 하고, 면책불허가사유가 존재한다는 증명책

가는 부분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담은 관재인보고서를 제출하며, ② 채권

임은 면책을 반대하는 원고 측에서 부담하게 됨(연방 파산소송규칙 제4005

자가 제1회 채권자집회 후 30일 이내에 면책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지 않

조).

는 경우 원칙적으로 법원은 면책허가결정을 하고, ③ 형사판결 등 객관적

○ 채권자 또는 파산관재인은 면책불허가사유가 있음을 민사본안소송의 입증

소명자료에 의하여 면책불허가사유가 명백한 경우에는 파산관재인이 이의

정도로 증명(a preponderance of the evidence)하여야 하고, 개인파산신

신청을 하고 이의신청에 대한 채무자 측의 답변을 받고 대심절차에 따라

청의 목적은 면책에 있다는 점에서 의심스러울 때는 채무자에게 유리하게

법원이 심리하는 구조가 주장됨.89)

해석하도록 함.87)

○ 다만 이 경우에는 무심사면책의 취지는 반영되나 파산관재인에 의한 엄격

○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파산관재인에게 면
책불허가사유의 존부에 관한 조사를 명할 수 있음(연방 파산법 제727조
(c)(2)).

한 규문적 심사의 가능성은 그대로 남아있다는 한계가 있음.
□ 입법을 통한 해결
○ 채무자회생법에 무심사면책 규정을 마련하는 것임.

□ 채무자에게 신용을 제공하면서 채무자와 직접 접촉하고 채무자의 신용 관련

- “법원은 채무자에 대하여 제562조 제1항(면책에 대한 이의)의 기간 내

자료를 검토하고 확보하고 있는 사람은 채권자이므로 채권자에게 자료를 확

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면책을 허가하여야 한다”는 내

보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면서 면책불허가사유를 주장하여 이의신청을 함

용을 삽입함.

으로써 대심절차를 통하여 실체적 진실을 발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
되, 이러한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심사를 하지 않고 채무자를 면
책시키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생각에 기초하고 있음.88)

○ 이와 함께 제560조(파산관재인의 조사보고)에 관한 규정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채권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 파산관재인의 조
사보고가 이루어지도록 개정함.
- “법원은 채권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개인인 채무

(3) 개선방안

자에 대하여 파산관재인으로 하여금 제562조 제1항 각호의 면책불허가
사유의 유무를 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이때 파

□ 개인파산절차는 근본적으로 사인간의 채권채무관계에 관한 민사절차에 해당
하므로 당사자주의를 관철시켜 채무자의 신속한 사회복귀와 경제활동을 도

산관재인은 이의사유에 한정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면책불허가 사유 전
반에 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 현재 면책불허가 사유의 존부는 채권자 개인이 비용을 들여 조사할 인

울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채권자가 면책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법원이 직권으로 면
책에 관한 심사를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므로, 개인파산절차에 무심사면책제
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센티브가 떨어져 비효율적인 수준으로 조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법원
이 채무자의 비용으로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면책불허가 사유의 존부
를 조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무심사면책제도를 도입하더라도, 이해관계
인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파산관재인은 이의사유에 한정하여 조사하

□ 현행제도 하에서 개인파산 실무상 무심사면책의 취지를 반영한 절차를 운영

는 것이 아니라 독자적으로 면책불허가 사유 전반에 관하여 조사하도록
함으로써 최소한의 채권자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87) In re de Armond, 240 B.R. 51(Bankr. CD. Cal.1999); In re Chalasani, 92 F.3d 1300(2d Cir. 1996);
In re Miller, 39 F.3d 301(11th Cir. 1994).
88) 서경환(2019), 272면; 권호현(2019), 6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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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서경환(2019), 27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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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제562조의 제목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를 “면책에 대한 의의”로 수

조(압류금지채권)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정하여짐.93)

정하여야 하며, 법문에는 이의신청권자로 “면책의 효력을 받을 파산채권

○ 구 파산법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 재산을 민사집행법의 압류금지재산

자”로 되어있는데 면책의 효력을 받을 채권자는 면책결정 단계에서나 확

중 일부로 한정하였으나(구 파산법 제6조 제3항),94) 채무자회생법은 압류

정될 수 있으므로 이의신청권자를 “파산채권자”로 변경하여야 함.

금지재산은 모두 원칙적으로 파산재단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채무
자 개개인의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면제재산제도를 신설하였음.95)
○ 실무상 주로 문제되는 것은 압류금지채권인데, 대표적으로 급여채권의 2

4. 면제재산제도

분의 1, 퇴직금채권의 2분의 1,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권이 인정
되는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 일정 금액 이하의 보장성보험금청구권 등
이 대표적임.96)

(1) 문제점

□ 면제재산이란 채무자가 파산선고시에 가진 재산으로서 원래 파산재단에 속
하여야 하나,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일정한 범위 내에서 파산재단에 속하는
□ 파산절차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대상으로 진행되는데, 파산선고에 의
하여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국내외의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을 구

것을 면제받아 자유재산으로 변경된 재산을 말함(채무자회생법 제383조 제
2항).97)

성하게 됨(채무자회생법 제382조 제1항).

90) 서울회생법원 재판실무연구회(2019), 100면.
91) 백주선(2019b), 13면.
92) 민사집행법 제195조(압류가 금지되는 물건) 다음 각호의 물건은 압류하지 못한다.
1. 채무자 및 그와 같이 사는 친족(사실상 관계에 따른 친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채무자등"이라 한다)의
생활에 필요한 의복ㆍ침구ㆍ가구ㆍ부엌기구, 그 밖의 생활필수품
2. 채무자등의 생활에 필요한 2월간의 식료품ㆍ연료 및 조명재료
3. 채무자등의 생활에 필요한 1월간의 생계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액수의 금전
4. 주로 자기 노동력으로 농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될 농기구ㆍ비료ㆍ가축ㆍ사료ㆍ종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5. 주로 자기의 노동력으로 어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될 고기잡이 도구ㆍ어망ㆍ미끼ㆍ새끼고기, 그 밖
에 이에 준하는 물건
6. 전문직 종사자ㆍ기술자ㆍ노무자, 그 밖에 주로 자기의 정신적 또는 육체적 노동으로 직업 또는 영업에 종사하
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제복ㆍ도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7. 채무자 또는 그 친족이 받은 훈장ㆍ포장ㆍ기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명예증표
8. 위패ㆍ영정ㆍ묘비, 그 밖에 상례ㆍ제사 또는 예배에 필요한 물건

9. 족보ㆍ집안의 역사적인 기록ㆍ사진첩, 그 밖에 선조숭배에 필요한 물건
10. 채무자의 생활 또는 직무에 없어서는 아니 될 도장ㆍ문패ㆍ간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1. 채무자의 생활 또는 직업에 없어서는 아니 될 일기장ㆍ상업장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2. 공표되지 아니한 저작 또는 발명에 관한 물건
13. 채무자등이 학교ㆍ교회ㆍ사찰, 그 밖의 교육기관 또는 종교단체에서 사용하는 교과서ㆍ교리서ㆍ학습용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4. 채무자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안경ㆍ보청기ㆍ의치ㆍ의수족ㆍ지팡이ㆍ장애보조용 바퀴의자, 그 밖에 이에 준
하는 신체보조기구
15. 채무자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장애인용 경형자동차
16. 재해의 방지 또는 보안을 위하여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설비하여야 하는 소방설비ㆍ경보기구ㆍ피난시설, 그 밖
에 이에 준하는 물건
93) 압류금지재산을 정하는 재판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가 다소 변동될 수 있음(민사집행법 제196조, 제246조
제3항).
94) 구 파산법 제6조 (법정재단) ① 파산자가 파산선고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이를 파산재단으로 본다.
② 파산자가 파산선고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속한다.
③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한다. 단, 민사집행법 제195조 제4호 내지 제6호 및 제246조
제1항의 각호에 열기한 물건 및 채권은 예외로 한다.
95) 김관기 외(2017), 28면.
96)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 ①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1.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遺族扶助料)
2.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3. 병사의 급료
4. 급료ㆍ연금ㆍ봉급ㆍ상여금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
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
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5.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7.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 및 만기환급금을 포
함한다). 다만, 압류금지의 범위는 생계유지, 치료 및 장애 회복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
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다만, 그 금액은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제195조제3호에서 정한 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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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압류금지재산, 면제재산, 채무자가 파산선고 후에 새로이 취득한 소위
신득재산은 파산재산에 속하지 않음.
○ 이를 자유재산이라고 하고, 자유재산은 파산절차의 대상에서 제외됨.90)
□ 이처럼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하여 자유재산을
인정하는 이유는 파산을 신청한 개인채무자로부터 모든 재산을 빼앗은 후
맨 주먹으로 경제활동을 새로 시작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
므로, 파산을 신청한 개인채무자 및 그 가족들에게 재기를 위한 최소한의 재
산을 보호해줘야 한다는 취지가 반영된 것임.91)
□ 압류금지재산은 처음부터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채무자회생법
제383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195조(압류금지물건),92) 민사집행법 제246

○ 구 파산하에서는 파산재산에 속하지 않는 재산을 민사집행법의 압류금지

○ 물론 이러한 것들이 생계비에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으나, 생계비

재산 중 일부로 한정하는 등 그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규정하여 채무자가

자체도 일률적으로 1,110만원으로 정하고 있을 뿐 부양가족이나 채무자가

파산선고 후 기본적인 생활조차 영위하기 어렵게 만든다는 비판이 있어왔

처한 구체적인 상황들은 고려하고 있지 않음.

는데, 이에 채무자회생법 제정시 채무자의 새출발을 돕기 위해 필요최소한
의 기본적인 생활수단은 채무자가 계속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미국 연방
파산법상 면제재산제도(exemption)를 도입하였음.

(2) 입법례

○ ⅰ) 주거용건물의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 중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금액
중 일정액(채무자회생법 제383조 제2항 제1호),98) ⅱ) 6월간의 생계비에

1) 미국

사용할 특정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액(채무자회생법 제
383조 제2항 제2호)99)이 면제재산에 속할 수 있음.
- 면제재산은 법원에 면제재산신청을 한 경우만 인정되고, 면제재산을 신
청할 수 있는 자격은 개인채무자 본인에 한함.
- 면제재산의 신청은 파산신청일 이후 파산선고 후 14일 이내에 면제재산

□ 미국 연방파산법 제522조는 면제재산제도를 규정하여 개인채무자의 일정한
재산을 파산재단으로부터 제외시켜 채무자가 보유하도록 함으로써 채무자의
재기를 돕고 있음.
○ 아래 일본의 자유재산확장제도와 우리나라의 면제재산제도는 미국의 면제

목록 및 소명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한 서면으로 하여야 함(채무자회생

재산제도를 계수한 것임.

법 제383조 제3항).

- 다만 압류금지재산 등이 당연히 파산재단에서 제외되고 그 외의 면제재

○ 면제재산으로 결정된 재산은 파산재단에서 제외되므로 파산관재인의 관

산은 법원이 추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당연히 파산재단에서

리·처분권이 이에 미치지 아니하고 채무자는 자유롭게 면제재산을 처분할

제외되는 재산과 법원이 파산재단에서 제외하는 재산이 구분되어 있는

수 있음.

우리나라와 일본과는 달리, 미국의 경우 양자의 구분 없이 채무자 등이

□ 그런데 현행법상 면제재산결정은 신청이 있어야 가능하고, 그 신청시기 및
신청자격에도 제한이 있어,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채무자들이 미처 면제재
산신청을 하지 못하여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음.
□ 또한 면제재산의 인정 범위가 너무 제한적이어서 채무자 및 채무자 가족의
최소한의 생활보호를 통한 경제적 재기를 돕기에는 매우 미흡한 부분이 많
음.

신청하고 법원이 결정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 개인채무자는 면제재산의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연방파산법 또는
주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해당 법률이 정하는 면제재산을 파산재단에서
제외시킬 수 있음(미국 연방파산법 522(b)(1)).
- 미국은 각 주별로 별도의 면제재산규정 마련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개인채무자는 연방파산법 또는 주법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됨.

○ 채무자의 임대차보증금채권의 일정부분에 대해서만 보호를 해주고 있어

- 다만 연방파산법은 각 주별로 연방법상의 면제재산규정을 적용제외

자기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등의 경우에 있어서는 채무자 및 그 가족의 주

(opt-out)할 수 있는 조항을 두고 있는데, 만약 주법이 연방파산법상의

거에 대한 보호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면제재산규정을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는 경우라면 채무자는 연방파

○ 자동차, 생활가전제품 등 생활에 필수적인 재산들도 파산재단에 포함되어
생활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97) 서울회생법원 재판실무연구회(2019), 121면.
98) 현재 서울특별시는 3천700만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세종특
별자치시, 용인시 및 화성시는 3천400만원,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
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김포시, 광주시 및 파주시는 2천만원, 그 밖의 지역은 1천700만원 임(주택임
대차보호법 제8조, 동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만약 그 금액이 주택가격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
택가격의 2분의 1로 함(채무자회생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99) 현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은 총1,110만원임(채무자회생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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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법의 규정을 선택할 수 없음.
□ 면제재산결정은 개인채무자의 신청이 있어야 하는데, 채무자는 면제를 주장
하는 재산의 목록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채무자가 신청하지 않는 경우
부양가족이 면제재산을 신청할 수 있음(미국 연방파산법 522(l)).
□ 연방파산법 제522조(d)는 면제되는 재산을 열거하고 있는데, 그 범위가 꽤
넓고 상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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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전, 부동산뿐만 아니라 유체동산의 종류 및 면제받을 수 있는 한도액까

2) 일본

지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거주용주거: 채무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주거로 사용하는 재산으로서 그
합계가치가 15,000달러를 넘지 않는 것
- 자동차: 1대의 차동차로서 2,400달러를 넘지 않는 부분
- 가재도구: 채무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주로 사용하는 가구, 가사용구, 의

□ 일본 파산법 제34조는 파산재단에 제외되는 자유재산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
는데, 우리나라와 같이 당연히 파산재단에서 제외되는 재산과 법원의 결정
으로 파산재단에서 제외되는 재산이 있음.
○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동산으로서 2개월 동안 필요한 생계비에 해당하는

류, 전기제품, 책, 동물, 곡물, 악기로서 채무자가 가지는 가치가 1개 당

금액의 1.5배에 해당하는 금전(일본 파산법 제34조 제3항 제1호)

400달러 미만이고, 합계가치가 8,000달러를 넘지 않는 것

- 우리나라의 경우는 1개월 동안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 등이 압류금

- 보석류: 채무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주로 사용하는 보석류로서, 합계가
치가 1,000달러를 넘지 않는 것
- 기타: 어떤 재산이라도 무방하지만, 합계가치가 800달러와 (1)에서 사

지재산으로 되어 있음.
○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재산(일본 파산법 제34조 제3항 제2호),
○ 법원의 결정으로 정한 자유재산(일본 파산법 제34조 제4항)

용되지 아니한 금액(7,500달러를 한도)을 합산한 액수를 넘지 않는 것

□ 법원의 결정으로 파산재단에서 제외되는 면제재산은 일본 파산법 제34조 제

- 도구류: 채무자 또는 부양가족의 사업의 위한 도구, 기구, 전문서적으로

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법원은 파산절차 개시의 결정이 있

서 합계가치가 1,500달러를 넘지 않는 것
- 생명보험: 채무자의 만기 전의 생명보험으로서, 신용생명보험계약
(credit life insurance)이 아닌 것
- 생명보험의 배당금 등: 채무자 또는 부양가족이 피보험자인 채무자의 만
기 전 생명보험의 배당금, 이자, 대부를 받을 권리로서 그 합계가치가

은 때부터 그 결정이 확정된 날 이후 1월을 경과하는 날까지 파산자의 신청
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파산자의 생활상황, 파산절차 개시 시점에 파산자가
가지고 있던 재산의 종류 및 금액, 파산자가 수익을 얻을 가능성, 그 밖의 사
정을 고려하여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의 범위를 확장하는 결정을
할 수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채무자의 신청이 있어야 법원이 면제재산결정을 할 수

8,000달러를 넘지 않는 것
- 의약품: 채무자 또는 부양가족을 위하여 전문가가 처방한 의약품
- 사회보험, 부양료, 퇴직금, 연금 등의 수급권: 사회보장급부, 실업수당,
군인연금, 장해질병수당, 부양료, 양육비, 퇴직금, 퇴직연금 등을 받을
권리

있지만, 일본의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면제재산을 결정할 수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면제재산의 범위가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 중 일정액, 6
월간의 생계비에 해당하는 1,110만원으로 한정되어 있는 반면, 일본의 경
우는 법원이 재산의 종류나 금액에 제한 없이 채무자의 경제상황 등을 고
려하여 자유재산의 범위를 확장할 수 있음.

- 범죄피해ㆍ손해배상청구권 등: 범죄피해자보상법에 의한 보상, 채무자
를 부양하던 자가 불법행위에 의하여 사망한 경우의 손해배상(채무자와
부양가족의 생계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로 한정), 채무자를 부양하던 자

(3) 개선방안

의 사망에 의하여 지급되는 생명보험금(채무자와 부양가족의 생계를 위
하여 필요한 범위로 한정), 채무자나 채무자를 부양하던 자의 신체적
장해에 대한 배상(15,000달러를 한도로 하고 위자료와 실손을 제외),
채무자나 채무자를 부양하던 자의 일실수익에 대한 배상(채무자와 부양
가족에 대한 생계에 필요한 범위로 한정)
- 퇴직기금: 퇴직기금으로서 내국세입법에 의하여 면세되는 범위 내의 것

□ 개인파산을 신청한 채무자에게 모든 재산을 빼앗은 후 새롭게 출발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 할 것임.
□ 현행 채무자회생법상 면제재산제도를 두고 있지만, 그 인정범위나 절차가
엄격하여, 파산을 신청한 개인채무자 및 그 가족들의 최소한의 재산을 보호
하여 재기를 위한 발판을 마련해주기에는 한계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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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의 면제재산제도가 지나치게 비효율적이어서 실무운영에 있어서도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 마지막으로, 인정되는 면제재산의 범위를 미국처럼 구체화하여 규정할 필요
가 있음.

○ 실무상 면제재산결정은 파산관재인이 면제재산 금액 상당의 금원을 환가

○ 자동차, 생활가전제품, 생필품 등을 생계비 단일 항목에 반영하여 일률적

포기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거나, 법원이 채무자 간의 형평을 위하여 면제재

으로 면제재산을 인정할 것이 아니라 세부항목을 나누어 인정이 필요한

산신청이 없더라도 환가과정에서 직권으로 면제재산을 결정해주고 있는

항목에 대해서 인정해 주는 것이 훨씬 효율적일 것임.

실정이어서,100) 명문의 규정 없이 면제재산을 인정하는데는 아무래도 혼
선이 있을 수밖에 없음.

○ 주거와 관련하여서는 현재 임대차보증금에 대해서만 면제재산이 인정되고
있어, 자가주택에 거주하는 채무자에 대한 보호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 이는 이용자들이 개인파산제도를 선택하지 못하고 망설이는 큰 요인으로 작
용하고 있음.

데, 미국처럼 거주용주거 전체에 대해서 일정부분을 면제재산으로 보호해
주는 것이 합리적인 방식이라고 생각됨.

□ 따라서 현재 인정되고 있는 면제재산의 범위나 그 결정 절차에 관한 기준을

○ 다만, 이러한 사항들을 법률에 규정하기에는 면제재산으로 보호되는 재산

관대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채무자회생법상 면제재산과 관련한

의 종류도 많고 한도액도 사회적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 자주 변할 수 있는

규정들의 개정을 통해 해결하여야 함.

부분이므로, 시행령이나 예규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 먼저, 현재 채무자의 신청이 있어야만 면제재산 신청이 가능한 것을 법원이
직권으로도 면제재산결정을 할 수 있도록 채무자회생법 제383조 제2항을

Ⅱ. 개인회생제도

개정할 것을 제안함.101)
○ “법원은 개인인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 “법원은 개인인 채무자의 신
청이나 직권으로”로 개정함.
□ 다음으로, 현재 면제재산 신청은 파산신청일 이후 파산선고 후 14일 이내

1. 주택담보대출채권의 취급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데,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채무자들을 고려한다면 일
본과 같이 파산선고 후 1월내에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개정하는 것도 고려

(1) 문제점

해 볼만함.
○ 채무자회생법 제383조 제3항 “파산신청일 이후 파산선고 후 14일 이내
에”→ “파산신청일 이후 파산선고 후 1월 이내”

1) 담보권자에 대한 별제권 부여

□ 더불어 현재는 신청자를 채무자로 제한하고 있는데, 파산채무자가 면제재산
제도를 모르거나 신청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으므로, 면제재산제도가
파산을 신청한 개인채무자 및 그 가족들의 재기를 위한 최소한의 재산 보호
를 위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그 부양가족도 면제재산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현행 채무자회생법은 개인회생절차에서 담보권자에게 별제권을 부여하고 있
음.
○ 즉,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채무자가 소유한 재산상에 담보권을
가진 채권자는 파산절차에서와 마찬가지로 별제권을 인정받아 개인회생절

○ 채무자회생법 제383조 제2항 “법원은 개인인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 “법원은 개인인 채무자 또는 그 피부양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로 개
정함.

차 밖에서 담보권을 실행하여 피담보채권을 회수할 수 있음(채무자회생법
제586조, 제411조 내지 제413조).
- 개인회생절차에는 채권자의 가결절차를 두지 않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담
보채권을 간이절차인 개인회생절차에 포함시키게 되면 채권신고, 담보

100) 서울회생법원 재판실무연구회(2019), 124면.
101) 서울회생법원 재판실무연구회(2019), 124면; 김관기 외(2017), 3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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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액 평가절차 등 절차가 복잡해지게 되므로, 개인회생절차에서 담보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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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게 별제권을 부여한 것이라고 함.102)
□ 개인회생절차에서 담보권자의 별제권은 변제기간 동안 담보물의 처분에 의
하여 담보부채권을 변제받기 위한 수단으로 설계된 것임.103)
○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으로부터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
된 경우, 변제계획이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변제기간 동안 가용소득의 전
부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에 제공되어야 함(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2항
제2호). 여기서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라 함은 무담보 개인회생채권의 변

데, 별제권 예상부족액은 미확정채권이므로 그 금액이 확정되기 전까지 변
제가 유보되나, 변제계획에 대한 인가결정 이후 변제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담보채권자가 담보권 실행을 통하여 미확정채권의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위 미확정채권에 대하여 유보된 변제금을 일반채권자에게 안
분변제하게 되므로, 담보채권자가 유보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변제계획
상의 변제기간의 만료 전까지 경매를 실행하여 예상부족액을 확정하여야
함.

제를 말하고, 별제권으로 담보된 피담보채권은 법상 담보목적물을 처분하

○ 이로 인하여 현행 개인회생절차에서 주택담보채권자는 변제계획이 인가되

거나 경매를 실행하여 변제받을 것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

면 조속히 주택담보권을 실행할 유인을 갖게 되고, 법원에서도 담보채권자

하지 않음(채무자회생법 제586조,

제611조).104)

○ 개인회생절차 신청시부터 개시결정시까지 법원은 담보권 실행, 변제 등을

가 미확정채권액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그 담보권 실행하여
채권확정신고를 하도록 통지하고 있는 실정임.

중지 내지는 금지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고(채무자회생법 제593조), 개인
회생절차가 개시 후 변제계획 인가결정일까지는 담보권의 실행, 변제 등이

2) 주택담보권자와 채무자 간의 합의에 의한 채무재조정 불가

중지 내지는 금지되기는 하나(채무자회생법 제600조 제2항), 변제계획에
대한 인가결정 후에는 별제권자가 제한 없이 별제권에 기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음.

□ 현행 채무자회생법하에서는 주택담보권자와 채무자 간의 사적합의로 변제기
연장 또는 분할상환 등의 채무재조정을 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음.107)

□ 이에 실무상 개인회생절차에서 주택담보권의 실행은 사실상 강제되고 있고,
주택담보채무를 부담하는 개인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주택의
소유권을 상실할 수밖에 없도록 절차가 진행되고 있음.105)
○ 소유주택에 대한 강제집행절차가 진행중인 채무자가 개인회생개시신청을
하면, 중지 내지 금지 명령에 따라 위 절차가 일시적으로 중단되었다고 하
더라도 이후 변제계획안에 대한 인가결정이 나면 별제권에 기한 강제집행
을 다시 진행하고 있음.

○ 변제기간 동안은 가용소득 전액을 변제계획에 의한 변제에 투입하여야 하
므로 채무자 자신의 소득으로 주택담보채권을 변제할 수는 없음.
○ 채무자가 가령 친인척의 도움을 받는 등 가용소득 외의 자금을 융통할 수
있더라도 당사자 간의 사적합의에 의한 채무재조정은 불가함.
- 주택의 담보가치가 충분하지 못하여 별제권을 행사하더라도 예상부족액
이 있는 경우, 예상부족액은 담보권의 실행 없이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확정하여 개인회생채권으로 변제받고, 담보가액만큼은 당사자

○ 또한 주택담보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가 개인회생개시신청 당시 주택담보

간 합의에 의해 따로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기 때

채무에 대해서는 채무불이행 상태가 아니더라도 법원의 변제 중지 내지

문임. 주택의 담보가치가 충분하여 합의를 하였더라도 변제기간 만료

금지 명령 이후부터는 원리금 변제가 금지되므로 채무자는 이행지체에 빠

전 주택의 가격이 하락한 경우도 마찬가지임.

질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이후 변제계획안에 대한 인가결정이 나면 채권자
는 강제집행절차에 가게 됨.106)

- 부족액을 개인회생채권으로 변제받기 위해서는 변제기간 내에 담보권을
실행하여 부족액을 확정하는 수밖에 없음.

○ 더욱이 별제권 행사 후 담보가액의 부족으로 변제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
되는 채권액은 개인회생채권으로 취급되어 변제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는

102)
103)
104)
105)
106)

박용석(2010), 129~130면; 한민(2019), 318면.
한민(2019), 319면.
서울회생법원 재판실무연구회(2019), 606면.
전선주(2019), 553~555면.
전선주(2019), 555면; 한민(2019), 319~320면; 박준 외(2014), 57면.

- 63 -

3) 개인회생절차 이용에 대한 장애 요소
□ 현행 채무자회생법과 실무는 담보권자에 대한 별제권을 부여함으로써 개인

107) 박준 외(2014), 57~5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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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에서 주택담보권의 실행이 사실상 강제되고, 담보권 실행 외에 주

담보부채권이 원칙적으로 회생절차의 대상이 된다는 점은 변함 없음.

택담보권자와 채무자 간의 합의에 의한 채무재조정도 불가능하도록 하여,

○ 즉, 개인회생절차에서 담보채권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무담보채권자에 우

개인채무자가 개인회생신청을 하는 경우 주택의 소유권이 상실될 수밖에 없

선하여 변제를 받게 되고, 그렇게 되면 무담보채권자는 아무런 변제를 하

도록 하고 있음.

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나 이 경우에도 변제계획은 인가될 수 있음을 의

○ 이로 인해 채무자는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주거를 상실하고
길거리에 나앉거나 새로 월세를 내야하는 부담을 떠안게 됨.
□ 이는 위기에 처한 개인채무자의 부채문제를 해소하여 새롭게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하는 개인회생제도의 목적에 반하는 것임.
□ 자신 소유 주택에 담보권을 설정한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면 담보
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주택을 상실하게 될 것이므로 아예 개인회생절차의
이용 자체를 기피하려고 할 것이고, 이는 개인회생절차의 활성화에 대한 장
애요소로 작용하게 됨.

미함.
□ 물론 변제계획에서 무담보채권자과 담보채권자의 권리를 변경하는 것도 가
능하나, 채무자의 주된 주거용 주택에 설정된 담보채권(이하 “주거주택담보
채권”)에 대해서는 특례를 두어 원칙적으로 권리변경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연방파산법 §1322(b)(2)).
○ 원칙: 주거주택담보채권에 대해서는 권리변경을 할 수 없음.
- 해당 규정은 1978년 연방파산법이 제정되면서 마련하였는데, 이는 주거
주택담보대출채권에 대하여 권리변경을 허용하는 경우 금융기관이 주
택자금대출을 보수적으로 운용하고 금리도 높게 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주택자금대출을 받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권리변경

(2) 입법례

을 금지함으로써 주택자금 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에 그 입법 목적
이 있음.110)

1) 미국

- 연방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권리변경이 금지되는 주거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그 대출채권액이 담보가액을 초과하더라도 담보가액 범위 내의

□ 미국은 연방파산법 제13장에서 개인회생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대체로 우
리나라 개인회생절차와 유사지만, 담보부채권도 원칙적으로 회생절차의 대
상이 되어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받는다는 점이 우리나라와는 다른 특징
중의 하나임(연방파산법

§1325(a)(5)).108)

○ 담보부채권은 다음 중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면 인가요건을 충족하는 것으

채권뿐만 아니라 담보가액을 초과하는 채권 부분도 모두 권리변경의 대
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음.111)
- 따라서 권리변경 대상에서 제외되는 위 주거주택담보채권은 담보가액
범위 내인지에 관계없이 회생계획상으로는 100% 변제를 받게 됨.
- 결국 권리변경 금지 규정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주거주택담보대출을 계

로 함.

약조건대로 100% 변제할 능력이 되지 아니하면 제13장 절차를 이용할

- ⅰ) 담보권자의 동의를 받거나, ⅱ) 회생계획에 따라 담보채권자에게 변

수 없게 됨.

제될 가액이 회생계획 인가결정일 현재 피담보채권액 이상이거나, ⅲ)
채무자가 담보물을 담보권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 한편 파산관재인이나 무담보채권자가 변제계획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변제계획기간 동안 채무자의 가용소득을 무담보채권자에게 투입
하도록 변제계획을 세워야하는데(연방파산법 §1325(b)), 이때에도 담보부
채권자에 대한 변제액을 먼저 공제하여 가용소득을 산정하여야 하므로109)

- 채무자가 이미 채무불이행 상태에 있다고 하더라도 합리적인 기간 내에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을 치유하고 원래의 계약조
건에 따라 채무를 계속 변제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음(미국 연방파산법
§§1322(b)(3), (5)).
○ 예외: 권리변경 허용
- 주거주택담보채권의 최종 변제기가 회생계획상 변제기간(채무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최장 3년 또는 5년)의 만료 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권리

108) 미국에서의 주택담보대출채권에 대한 취급에 관한 국내 문헌으로는 박준 외(2014), 60~68면; 한민(2015),
323~327면; 전선주(2019), 336~559면.
109) 이에 관해서는 제4장 Ⅱ. 2.에서 후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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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Zinman/Petrovski(2009), pp.135~139.
111) Nobelman v. American Savings Bank, 508 U.S. 324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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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을 할 수 있음(연방파산법 §1322(c)(2)).
- 이러한 유형의 주택담보채권으로는, ⅰ) 단기주택담보대출, ⅱ) 만기일
시상환(baloon payment)담보대출, ⅲ) 채무자가 거의 상환을 완료한
장기 주택담보대출 등이 있음.

□ 민사재생법상 주택자금대출채권에 대한 특별조항을 재생계획에 포함하는 규
정 마련116)
○ 일본에서도 우리나라나 미국과 같이 채무자가 주택담보채무를 부담하고

- ⅰ), ⅱ)는 종종 이자율이 높거나 채무자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되어 있

있는 경우에는 재기를 위하여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여도 주택의 소유권

는 경우가 많아 채무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고, ⅲ)의 경우는 주택에 대

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는 문제가 계속 제기되었고, 이에 2000. 11. 민사

한 경매가 이루어질 경우 채무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기 때문에 권리변

재생법 개정(2001. 4. 1. 시행)시 개인채무자재생절차가 도입되면서 채무

경을 허용한 것임.112)

자가 재생계획서에 주택자금대출채권에 대한 특별조항을 포함시킬 수 있

□ 이러한 권리변경 금지 조항에 대한 비판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음(일본 민사재생법 제199조).

○ 미국에서도 글로벌 금융위기를 촉발시킨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화와 그

○ 주택자금대출채권에 대한 특별조항은 주택담보대출채권의 변제에 관하여

에 따른 주택경매의 급증 사태를 계기로, 위 주거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권

‘정상변제형’, ‘기한의 이익회복형’, ‘변제기간 연장형’, ‘변제기간 연장 및

리변경 금지 규정으로 인하여 채무자들이 제13장 절차를 이용하면 주거를

원본거치 혼합형’, 그리고 ‘동의형’으로 이루어져 있고, 채무자의 변제능력

상실하게 되므로 이를 폐지하여야 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

에 따라 위 각 변제방안을 순차적으로 적용할 수 있음.

음.113)

- 정상변제형: 주택담보대출채권에 관하여 권리변경을 하지 않고 당초의

□ 이에 대안적 해결방안으로서의 ‘손실 경감 프로그램(Loss Mitigation
Program)’ 운영되기도 함.

약정대로 변제하는 방법117)
- 기한의 이익 회복형: 주택담보대출채권 중 재생계획인가결정 확정시까

○ 주택담보대출채권에 관하여 권리변경을 허용하지 않는 미국에서는 대안적

지 변제기가 도래한 부분(원본, 이자 및 지연배상금) 전액을 재생계획상

해결방안으로서 ‘손실 경감 프로그램(Loss Mitigation Program)’을 마련

의 일반 무담보 재생채권에 대한 변제기간 내에 지급하고, 주택담보대

하여 시행하고

출채권 중 재생계획인가결정 확정시까지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부

있음.114)

- 연방파산법 §§103(a), (d) 및 연방민사소송규칙 등에 근거하여 2009년

분에 관하여는 당초의 주택자금 대출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방법118)

부터 뉴욕남부파산법원을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주된

- 변제기간 연장형: 기한의 이익회복형’에 의하여 회생가능성이 없는 경우

목적은 채무자와 담보채권자 사이에 담보권 실행 여부 또는 채무조정

이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약정 최종변제기로부터 최장 10년의 범위에

여부 등을 상호 합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주는 것에

있음.115)

-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손실 경감 명령(Loss
Mitigation Order)를 발령함으로서 개시되고, 당사자 간 연체이자 또는

서 변제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연장된 변제기간 동안 당초의 주택자금
대출계약에서 정한 변제액에 대체로 부합하는 기준에 따라 변제하는 방
법119)

원금의 감액, 상환기간의 유예 내지 연장 등 주택담보대출채권에 관한

- 변제기간 연장 및 원본거치 혼합형: ‘변제기간 연장형’에 의해서도 회생

채무재조정 합의를 통해 담보권 실행으로 인한 채무자의 주거 상실을

가능성이 없는 경우, 변제기간 연장 외에도 유예기간(일반 무담보채권

방지하고 채권자에 대한 채무 변제를 기회를 제공함.

의 변제기간 범위 내에서 정함) 동안에는 원금의 일부 및 이자만을 지
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유예기간의 만료 후에 위 연장된 변제기간 동안
당초의 주택담보대출계약에서 정한 변제기와 변제액에 대체로 부합하

2) 일본

112)
113)
114)
115)

Resnick/Sommer(2009), p. 1322~1352.
Lopucki(2014), pp.690~693; Maynard(2010), pp.277~278; Mikhlenko(2011), pp.228~233.
이에 관한 국내 소개로는 전선주(2019), 556~559면.
Morris/Guccion(2011), pp. 2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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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일본에서의 주택담보대출채권에 대한 취급에 관한 국내 문헌으로는 박준 외(2014), 68~76면; 한민(2015),
328~332면; 전선주(2019), 559~560면.
117) 일본 민사재생법 제197조 제3항.
118) 일본 민사재생법 제19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119) 일본 민사재생법 제19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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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기준에 따라 변제하는 방식120)
- 동의형: 위 특별조항에 따라 권리변경이 되는 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 담보권자에 대한 별제권은 현행 채무자회생법에 규정된 사항이므로(채무자

는 위에서 본 변제방식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약정 최종변제기부터 10

회생법 제586조, 제411조 내지 제413조), 주택담보채권에 대하여 별제권을

년을 10년을 초과하여 주택자금대출채권에 관한 채무의 기한을 유예하

배제하고 개인채무자가 주거용 주택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

거나 원리금·지연손해금의 감면 그 밖의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내용을

행 채무자회생법의 개정이 필요한 작업임.

정할 수

있음.121)

□ 이에 서울회생법원에서는 대안적 방법으로서 사적 채무조정절절차를 거친
후 이를 변제계획안에 반영하는 방안(주택담보대출채권에 관한 채무재조정
프로그램)이 고안되어 시범적으로 실시되고 있음.122)

3) 시사점

○ 즉, 금융기관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채무자가 법원에 개인회생절차
□ 일본의 경우 민사재생법에 특별조항을 두어 주택담보대출채권을 변제해야
할 채무자가 자신에게 적합한 변제방법을 통하여 자신의 주택의 소유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있음.
○ (장기)분할상환대출만을 대상으로 하여 주로 기한의 이익을 회복시키거나
분할상환조건을 재조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변제조건을 정하고 있음을 알

개시신청을 할 경우, 개인회생절차 초기에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하여 채권
자와 채무자 사이에 주택담보대출채권에 관한 협의를 할 수 있는 장을 마
련하고 그에 따라 당사자 사이에 이루어진 합의 내용을 변제계획안에 적
극적으로 반영함으로서 개인회생절차 내에서 주택담보대출에 관한 채무조
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함.123)
○ 원래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은 주택담보대출도 포함하여 채무조정을 하

수 있음.
□ 미국에서도 다른 담보권과 달리 주택담보대출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개인회
생절차 내에서의 권리변경은 금지되나 법원 주도의 대안적 방법을 통하여
기존의 주택담보대출채권에 대한 정상변제를 통하여 채무자가 주택의 소유
권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두고 있음.
□ 담보권자에 대한 별제권 부여함으로써 개인회생절차에서 주택담보권의 실행
이 사실상 강제되고, 담보권 실행 외에 주택담보권자와 채무자 간의 합의에
의한 채무재조정도 불가능하도록 하여, 개인채무자가 개인회생신청을 하는
경우 주택의 소유권이 상실될 수밖에 없도록 하고 있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일본과 미국의 입법례를 참조하여 자기 소유 주택에 주택담보채권을 설정한
채무자도 주택을 상실하지 않으면서도 개인회생절차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고 있는데, 경매나 주택담보대출 매각 등에 비해 채권자 참여유인이 낮아
실적이 저조하였음.124)
- 채권자가 채무조정안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을 상환 받을 경우에는 오랜
기간 동안 대손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하고 부실채권의 비율도 높아지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따른 차등 없이 획일적으
로 채무조정이 이루어짐에 따라 채권자의 회수가치가 크게 감소된다는
점 때문에 채권자가 채무조정에 동의할 유인이 거의 없었음.
○ 채권자의 권리침해를 최소화하면서도 주택담보대출 채무자의 주거·금융생
활안정을 도모하고자 신용회복위원회의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과 법원 개
인회생의 신용대출 채무조정을 동시에 병행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게 됨.

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신청방법 및 적용대상은 다음과 같음.
○ 방법은 연계 채무조정을 희망하는 채무자는 우선 법원에 주택담보대출 연

(3) 개선방안

계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이후에 법원의 요청에 따라 신용회복위원회가 주
택담보대출 채무조정안을 마련하고 법원이 이를 감안하여 최종 변제계획

1) 대안적 해결방안으로서의 ‘주택담보대출채권에 관한 채무재조정 프로그
램’ 마련
120) 일본 민사재생법 제199조 제3항.
121) 일본 민사재생법 제199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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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서울회생법원에서는 2018. 7.경부터 신용회복위원회 및 금융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의과정을 거
쳐, 우리나라의 고유한 대안적 해결방안으로서의 ‘주택담보대출채권채무재조정 프로그램’의 초안을 마련하고,
현재 이를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단계에 있음(전선주(2019), 563면). 주택담보대출채권에 관한 채무재조정 프
로그램에 관한 상세는 금융위/신복위(2019), 1~7면.
123) 전선주(2019), 563면.
124) 금융위/신복위(201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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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인가하는 방식을 취함.

예를 들어 금융기관채권만을 대상으로 한다거나 원금 감면율이 낮다는 점

○ 시범실시 단계에서의 주택담보대출채권 채무재조정 프로그램 적용대상은,
① 1주택 소유자로서 담보주택 가격이 6억 원 이하이며, ② 채무자 가구의

등 앞서 언급하였던 사적구제제도의 단점 내지 한계는 그대로 존재하므로,
실제 활용도가 어떠할지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음.

부부합산 소득이 연7,000만 원 이하인 경우로 설정함.
□ 조정방법은 신용채무를 우선 변제·완료한 이후 주택담보대출이 상환되는 방

2) 현행 채무자회생법 개정을 통한 담보권자의 별제권 배제

식으로, 신용회복위원회와 법원이 각각 채무조정안 마련하는 방식을 취함.
○ 신용회복위원회는 개인회생 진행중(3~5년)에는 주택담보대출 이자만 상

□ 주택담보채권에 대하여 별제권을 배제하고 개인채무자가 주거용 주택을 보

환하고, 회생종료 후 원금상환을 개시하는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안을 마

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은 종국적으로 현행 채무자회생법 개정을 통

련함.

한 입법으로 해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이 이행되는 동안 주택담보대출 채권자의 담보주

□ 이에는 ① 현행 개인회생절차에서 주택담보채권에 관하여 별제권을 배제하
는 특칙을 신설하는 방안, ② 별제권이 배제되어 회생담보권으로 인정되고

택에 대한 경매는 금지됨.
○ 법원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안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차감한
잔여소득으로 신용채무를 상환하는 회생안을 마련함.
- 이때 개인회생 최대변제기간(3년)을 연장(최대5년)하여 주택담보대출
연계 채무조정에 따른 신용채권자의 회수금액이 축소되는 것을 방지하
도록 함.

있는 현행 일반회생절차에서 주택담보채권의 개인채무자가 간소한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특례규정를 마련하는 방안, ③ 주택담보채권의 개인채무자
를 위한 별도의 특별한 회생절차를 마련하는 방안 등 다양한 방안이 있을 수
있겠지만, 현행 개인회생절차 내에서 주택담보채권에 관하여 별제권을 배제
하는 특칙을 신설하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일 것으로 보임.
□ 별제권 배제에 관한 특례를 원하지 않는 채무자에게까지 특례의 적용을 강

□ 해당 프로그램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음.

제할 필요는 없는 것이므로 일본과 같이 주택을 소유한 채무자가 이러한 특
례를 변제계획에 포함시킴으로써 특례의 적용을 원하는 경우에만 별제권 배
제의 대상으로 하면 될 것임.
□ 입법시에는 특례 적용의 대상이 되는 주택담보권자 및 주택담보채권의 범
위, 주택담보채권의 변제액, 변제기간, 무담보채권자 보호 방안 등을 명확히
하여야 할 것임.

2. 비현실적인 생계비 산정 방식

<출처: 금융위/신복위(2019)>

(1) 문제점

□ 채무자 입장에서는 개인회생절차 내에서도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유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고, 담보채권자의 입장에서는 강제집행에 의하지 않고도

□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채무자의 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가용소득) 전

채무자와 협의를 통하여 원리금을 분할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길을 찾았다

부를 변제에 충당하는 것을 전제로 변제계획인가 및 면책이 이루어짐(채무

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됨.

자회생법 제614조 제2항 제2호).

□ 그러나 절차가 이원화 되어 있으므로 복잡하고 번거로울 수 있다는 점, 개인

○ 채무자의 소득은 “채무자가 수령하는 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부동산임대소

회생절차에 사적구제제도인 개인워크아웃제도의 장점을 연계시킨다고 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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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ㆍ사업소득ㆍ농업소득ㆍ임업소득, 그 밖에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모든

□ 그런데 이것이 채무자회생법에서 생계비를 “최저생계비,127) 채무자 및 그

종류의 소득의 합계 금액”을 말함(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4호 가목).

피부양자의 연령, 피부양자의 수, 거주지역, 물가상황,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 생계비는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정하”도록 한 것과 부합하는 것인지는 의문이

한 것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 최

있음.

저생계비,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연령, 피부양자의 수, 거주지역, 물가

○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에는 현행 채무자회생법이 고려하도

상황,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록 하고 있는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연령, 거주지역, 물가상황, 그밖에

말함(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4호 다목).

채무자의 소득수준이나 생활수준 등은 반영되어 있지 않음.

○ 여기서 “법원이 정하는 금액”이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당시의 기준 중
위소득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
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적절히 증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개인회생
사건 처리지침(재민 2004-4, 이하 “개인회생예규”) 제7조 제2항).
○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2021년 기준 중위소득에 따른 가구별 생계비 인
정범위는 다음과 같음.

개인회생
생계비

□ 개인회생절차에서 현행 생계비 산정방식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음.
□ 첫째, 생계비 산정에 피부양자의 수만을 상정하고 있을 뿐 피부양자의 연령

○ 피부양가족의 연령에 따라 교육비, 의료비 등 요구되는 생계비의 종류와
<단위: 원>

중위소득

정한 생계비 산정방식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은 고려하고 있지 아니함.

[2021년 기준 중위소득에 따른 가구별 생계비]

기준

○ 즉, 기준 중위소득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현행 개인회생예규는 법률이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1,827,831

3,088,079

3,983,950

4,876,290

5,757,373

6,628,603

1,096,699

1,852,847

2,390,370

2,925,774

3,454,424

3,977,162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2020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 중위소득이란 가구의 소득금액을 크기순으로 정렬했을 때 가장 가운데

금액이 달라짐에도 이를 반영하고 있지 아니함.
□ 둘째, 현행 생계비 산정방식은 기준 중위소득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주거
비나 물가 등은 반영하고 있지 않음.
○ 특히 주거비나 물가는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 등 거주지역별로도 그 격차
가 커서 지역별 차이를 생계비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으면 변제수행 가능
성이 현저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됨.

위치한 가구의 소득금액을 말함. 즉, 전 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했을

○ 현행 개인회생예규에 의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생계비를 적절히

때, 소득 규모순 50번째 사람의 소득으로 국민가구소득 중간값을 의미

증감할 수 있고, 그 일환으로 실무에서는 월차임의 경우 가구원수별, 지역

함.125)

별, 소득수준에 따라 일정 금액을 추가 생계비로 인정해주는 경우가 있기

- 기준 중위소득이란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생계·의료·주거·교육의 급여
별 선정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중위소득을 말함.126)
□ 이처럼 현행 개인회생예규는 생계비 인정 기준을 채무자의 개별 소득이나
거주지역 등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기준 중위소득 60%로 기계적
으로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를 넘어서는 생계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하고 있음.

도 하나,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어서 재판부마다 혼선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 등 추가 생계비가 쉽게 인정되고 있지는 아니하는
것으로 보여짐.
□ 셋째, 현재 채무자의 소득이나 생활수준과는 무관하게 비현실적인 생계비를
인정하고 있음.
○ 일반적으로 소득이 높으면 생활수준도 높을 것이고 그렇다면 기본적인 생
계비도 높을 수밖에 없음에도 소득이 높거나 낮거나 모두 피부양자 수만
을 기준으로 생계비를 산정하고 있음.

125) 보건복지부 공식블로그, 2020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올해보다 2.94% 오릅니다.-2020년 기준 중위소
득 확정-, <https://blog.naver.com/mohw2016/221601290560>.
126) 보건복지부 공식블로그, 2020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올해보다 2.94% 오릅니다.-2020년 기준 중위소
득 확정-, <https://blog.naver.com/mohw2016/221601290560>.

127) 2014. 12. 30.「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개정으로 최저생계비 대신 기준 중위소득 개념이 도입되었고, 제
6조의 규정에 따라 공표되는 것도 최저생계비가 아닌 기준 중위소득임. 채무자회생법에서 이를 미처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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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컨대, 민사집행법상 급여에 대한 압류금지에 있어서도 소득을 반영하여
소득이 증가할수록 압류금지금액이 늘어나도록 하고 있음.
○ 고소득자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60%로는 기존의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이로 인해 개인회생절차를 중도에 포기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소득을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고 숨기려는 유인을 갖게 될 것임.
□ 무리한 변제계획안이야말로 개인회생절차를 폐지할 수밖에 없는 주된 원인
이 되는 바, 비현실적인 생계비 산정 방식은 채무자들로 하여금 변제계획 이
행을 위한 또 다른 대출을 발생시키는 악순환을 반복하도록 하고, 결국에는
개인회생절차를 중도에 폐지하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임.

□ ‘생계·사업 유지 등에 합리적으로 필요한 비용’의 구체적 산정 방식은 현재
월소득이 각 주(州)당 가구별 중위소득(median family income)을 초과하는
경우와 중위소득 이하인 경우를 달리 취급하고 있음.
□ 현재 월소득이 가구별 중위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 ‘생계·사업 유지 등에 합리적으로 필요한 비용’의 산정은 연방파산법 제7
장의

절차에

적용되는

변제능력

테스트(means

test)조항128)인

§707(b)(2)(A), (B)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 그 특징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707(b)(2)(A)(ⅱ)는 생계비 산정시
주거비, 교통비 등에 있어 지역적 차이를 반영하도록 하고 있고, 채무자
및 피부양자의 연령·특수한 사정 등을 고려한 추가 비용을 인정하고 있으
며, 식료품비나 의료비, 공과금 등에 있어서도 추가비용을 인정하도록 규

(2) 입법례

정하고 있음.
○ 또한 담보부채권(secured debt)에 대한 변제금, 무담보채권 중 우선권 있

1) 미국

는 채권(priority claims)에 대한 변제금도 ‘생계·사업 유지 등에 합리적으
로 필요한 비용’에 해당하여 공제가 가능하다는 점도 중요한 특징에 해당

□ 미국 연방파산법 제13장 절차에서는 변제계획안의 인가요건으로 두 가지를

함(§707(b)(2)(A)(ⅲ), (ⅳ)).

요하고 있는데, 하나는 청산가치보장원칙(best interests of creditors)이고,

- 즉, 담보채권자와 무담보재권자가 모두 존재하는 경우, 담보채권자에 대

다른 하나는 파산관재인이나 무담보채권자가 변제계획에 대하여 이의를 제

한 변제액을 먼저 공제한 가용소득을 산정한 다음, 이 가용소득을 무담

기하는 경우에는 변제계획기간 동안 채무자의 가용소득을 변제계획에 따라

보채권자에게 투입하여야 하는 것임(§1325(b)(1)(B)).

무담보채권자에게 투입하여야 한다는 가용소득투입의 원칙임(연방파산법
§1325(b)(1)).

○ 그리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데 다른 대안이 없는 경우 법원이 공제가능한
항목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707(b)(2)(B)).

○ 미국에서는 담보채권자도 회생절차의 대상이 되어 담보권자가 변제계획에

- 그 예로는 채무자가 심각한 중병에 걸리거나 군복무를 하여야 하는 경

동의를 하면 변제계획이 인가되는데, 만약 무담보채권자가 이러한 변제계
획에 이의를 제기하면 변제계획기간(5년) 동안 가용소득을 무담보채권자
에게 투입하도록 하여야 함.

우를 들고 있음.129)
○ 구체적인 공제항목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음.130)
항목

□ 가용소득이란 ‘현재 월소득(current monthly income)’에서 ‘생계·사업 유지
등에

합리적으로

필요한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말함(연방파산법

§1325(b)(2)).
○ 현재 월소득이란 제13장 절차 신청 전 6개월 동안의 개인채무자의 평균월

구체적 내용

생계비

국세청에서 정하는 기준:

(§707(b)(2)(

전국 기준, 지역별 기준(Local

A)(ⅱ))

standard), 기타

전국 기준(National standards):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임. 6가지 항목으로 구성되며, 가
구원수에 따라 각각 금액이 정해져 있음.131)

소득을 말함(연방파산법 §101(10A)).
○ 생계·사업 유지 등에 합리적으로 필요한 비용은 ① 채무자와 그 가족의 생
계비 또는 부양비, ② 교회헌금 등 종교·자선기관에 대한 기부금(연소득
총 1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③ 채무자가 영업소득자인 경우 사업
의 계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말함(연방파산법 §1325(b)(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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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2005년 파산법이 개정되면서 재산은 없지만 소득이 많은 사람들의 파산신청을 규제하기 위해, 변제능력
테스트(또는 소득수준 테스트, means test)조항을 두어 소득 수준이 높은 경우에는 제7장의 절차가 아니라
일정기간 동안 빚을 갚다가 채무를 면책 받는 제13장의 신청하도록 하는 것임. 즉, 생계에 필요한 비용을 제
외하고도 상당한 소득이 남는다면 제13장의 절차를 신청해 그 남은 소득(가용소득)으로 5년 동안 채무를 변
제하라는 것임.
129) 박재완(2017), 1434~1435면.
130) 정준영(2013), 22~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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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인 필요사유를 소명한 경우, 식료품비

□ 현재 월소득이 가구별 중위소득 이하인 경우

와 의료비에 한하여 5% 증액 가능
지역별 기준: 각 지역별 차이를 반영한 기준
으로, 주거비와 공공요금,132) 교통비에 대해
필요비용(Other necessary
expenses)으로
구분됨(§707(b)(2)(A)(ⅱ)(

Ⅰ)).

○ 현재 월소득이 가구별 중위소득 이하인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지역별, 가구원수별로 금액을 정하고 있음.

두지 않고 있으므로, 전술한 연방파산법 §1325(b)(2)에 따라 ① 채무자와

기타 필요비용: 이외에 합리적 필요에 의해

그 가족의 생계비 또는 부양비, ② 교회헌금 등 종교·자선기관에 대한 기

실제 지출한 비용.

부금(연소득 총 1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③ 채무자가 영업소득자

예: 회계 기타 법률 비용, 자선기부금, 자녀양
육비, 법원의 판결을 받은 부양료 채무, 고령
자·장애인· 만성질환자 등 피부양자 보호에
필요한 비용, 교육비, 유니폼, 작업화 등 직업

인 경우 사업의 계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생계·사업 유지 등에
합리적으로 필요한 비용’으로 보고 가용소득 산정시 공제하게 됨.
○ 현재 월소득이 가구별 중위소득을 초과하는 경우와는 달리 구체적 기준이

상 필요한 비용, 생명보험, 당해 년도 세금,

법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생계·사업 유지 등에 합리적으로 필요

연체된 주 및 지방세, 학자금 대출금 등133)

한 비용’에 대한 판단은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할 수 있음.

·국세청에서 정하고 있는 기타 필요비용 외에

- 보다 사정이 나은 가구별 중위소득을 초과하는 채무자들에게 공제가 허

도 실제 지출한 다음과 같은 비용은 법상 기
타 생계비로 인정됨. 다만 이 경우에도 합리

용되는 항목은 더 사정이 열악한 가구별 중위소득 이하인 채무자들에게

적인 필요사유는 소명되어야 함.

도 허용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임.134)

·건강보험,

장해보험,

건강저축계좌(health

-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담보부채권에 대한 변제금 또한 공제가능한 항목
으로 보아야 할 것임.135)

savings account)에 대한 월별지출비용

- 법원은 연방파산법의 취지가 도산절차를 이용하는 채무자가 극빈 수준

·가정폭력으로부터 보호에 필요한 비용
기타
생계비(§707(b)(2)(A)(ⅱ)(

이 아닌 평균 수준의 생활을 유지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고 보고, 가

·13장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절차관

용소득을 산정할 때에도 채무자의 급격한 생활수준의 하락은 피해야 한

리 비용

Ⅱ)~(Ⅴ))

다는 입장에서 공제 항목을 넓게 인정해주고 있음.

·18세 미만의 자녀를 사립학교나 공립학교 등
에

보내기

위해

$1500초과하지

지출된

비용(연간

1인당

아니함, 국세청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시키지 않은 이유에 대한 소
명 필요)
·실제 주거비와 공공요금이 국세정이 정한 지
역별 기준보다 초과하는 경우 그 비용

담보부채권에 대한 변제금(§707(b)(2)(A)(ⅲ))

공제항목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식료품

$385

$715

$779

$947

주거용품

$45

$67

$73

$71

의류

$85

$158

$192

$251

합계 금액에 각

$43

$73

$74

$88

$378씩 추가

$157

$285

$315

$383

·회생기간(5년) 동안 변제하여야 할 담보부채

개인 용품 및

권에 대한 월 평균 변제금도 비용으로 공제

서비스

가능함.
·계약상 변제금액 외에 담보물의 유지를 위해
필요한 비용도 포함됨.

기타
의료보험 외
자기부담비용

5인 이상

4인가구 기준
추가인원 당

65세 미만 1인당 $56, 65세 이상 1인당 $125

131)
2020년
3월
30일
기준
미국
국세청이
규정하고
있는
생계비
전국
기준
<https://www.irs.gov/businesses/small-businesses-self-employed/national-standards-food-clothing-and
-other-items>.

132)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차임, 재산세, 보험, 주택유지비, 각종 공과금 등을 포함한 금액임.
<https://www.irs.gov/businesses/small-businesses-self-employed/local-standards-housing-and-utilities
>.
133) 미국 국세청 누리집, Financial Analysis Handbook, 5.15.1.11 Other Expenses 참조
<https://www.irs.gov/irm/part5/irm_05-015-001#idm140164172127936>.
134) 박재완(2017), 1435면.
135) 박재완(2017), 1435~143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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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권 있는 채권에 대한
변제금(§707(b)(2)(A)(ⅳ))

·우선권 있는 채권(양육비 및 위자료 등)에 대
한 변제금도 비용으로 공제 가능함.

[제1구의 개인별 생활비 표]
<단위:

2) 일본
나이

□ 일본 민사재생법은 급여소득자 재생절차에서 변제계획의 인가요건으로 가용

2세미만

개인별
생활비
279

소득변제요건을 규정하고 있음(민사재생법 제241조 제2항 제7호).
○ 변제계획이 인가되기 위해서는 변제총액이 재생계획안 제출 전 2년 동안
의 연평균수입액(세후)에서 재생채무자와 피부양자의 최저한의 생활을 유
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1년분의 비용(최저생계비)을 공제한 금액의 2배 이
상이어야 함.
○ 즉, 3년의 재생계획기간 동안 2년분의 가용소득이 변제에 투입되어야 함.

2세

310

3세, 4세

341

개인별

나이
8세

456

9세,
10세
11세

557

17세

556

615

6세

442

13세

598
606

- 재생계획기간 동안 3년분이 아니라 2년분의 가용소득만 변제하면 되는
데, 이는 3년분의 가용소득 전부를 투입하게 할 경우에는 채무자와 그
가족들의 생활을 지나치게 궁핍하게 하고, 변제계획 수행가능성도 낮아
질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임.136)
□ 최저생계비는 재생채무자와 피부양자의 연령 및 거주지역, 피부양자의 수,
물가 기타 일체의 사정을 고려하여 별도의 정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민사재생법 제241조 제3항의 액을 정하는 정령에 따르면, 1년분 최저생계
비는 ① 개인별 생활비, ② 세대별 생활비, ③ 동계특별생활비, ④ 주거비,
⑤ 근로필요경비를 합친 금액으로 하고 있음(민사재생법 제241조 제3항의
액을 정하는 정령(이하 “정령”) 제1조).

601
588

12세

14세

15세
16세

398

429

생활비

482

5세

7세

개인별

나이

생활비

나이
40세
41세~
59세 미만
59세
60세~

천엔>

개인별
생활비
488
478
465

18세

524

19세

512

69세

538

499

70세 이상

624

20세~
40세미만

69세 미만

452

○ 세대별 생활비(정령 제3조)
- 세대별 생활비는 재생채무자의 거주지역별로 가구원수(재생채무자 및
피부양자)에 따라 일정하게 설정된 금액으로 함.
- 거주지역별로 제6구에서 제1구로 갈수록 세대별 생활비가 높게 설정됨
(정령 별표 제3의1~3의6).
- 가구원수에 따라 1인가구~4인 이상의 가구로 구분되며, 구성원이 많을
수록 세대별 생활비는 높게 설정됨.
- 예를 들어, 동경시(제1구)의 세대별 생활비 표는 다음과 같음.

○ 개인별 생활비(정령 제2조)

[제1구의 세대별 생활비 표]
<단위:

- 개인별 생활비는 거주지역별로 연령 구분에 따라 일정한 액수를 정해
놓고, 재생채무자와 피부양자가 속하는 부분의 액수를 각각 합산한 금

가구원수

세대별 생활비

1인

527

- 거주지역은 도시 색채가 강한 순으로 제1구~제6구로 구분되어 있고(정

2인

583

령 별표 제1), 제6구에서 제1구로 갈수록 개인별 생활비가 높게 설정됨

3인

647

4인 이상

703

액으로 함.

(정령 별표 제2의1~2의6).
- 연령에 따라 개인별 생활비 설정이 달리 되어 있는데, 양육비나 교육비
가 많이 드는 11세~15세 구간에서, 의료비가 많이 드는 70세 이상 구
간에서 특히 높게 설정되어 있음(정령 별표 제2의1~2의6).
_ 예를 들어, 동경시(제1구)의 개인별 생활비 표는 다음과 같음(정령 별표
제2의1).

천엔>

○ 동계특별생활비(정령 제4조)
- 동계특별생활비는 재생채무자의 거주지역별(제1구~제6구)로 가구원수
(1인~4인 이상)에 따라 동계특별지역을 구분하여 해당 지역마다 일정
하게 설정된 금액으로 함(정령 별표 제4의1~4의6).
- 동계특별지역은 제1급지~제6급지로 구분되고, 제1급지는 가장 추운 북

136) 園尾隆司(2013), 123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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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도, 아오모리현, 아키타현이고, 제6급지로 갈수록 온난한 지역임(정령

[동경도의 주거비 표]

별표 제5).

<단위:

- 예를 들어, 동경시(제1구, 급지 구분 없음)와 북해도 삿포로시(제2구, 제

소재지역

거주지역구분

가구원수

주거비

1인

642

1급지)의 동계특별생활비 표는 다음과 같음.137)
[제1구의 동계특별생활비 표]

제1구~제3구

<단위:
가구원수

세대별 생활비

1인

16

2인

20

3인

24

4인 이상

27

천엔>

동경도
제5구

1인

2인

동계특별생
활비

1급지

108

3급지

54

6급지

가구원수

급지

천엔>

동계특별생
활비
182

3급지

86

15

6급지

23

1급지

152

1급지

206

3급지

72

3급지

98

6급지

19

6급지

26

4인 이상

1인

468

2인~6인

608

7인 이상

730

○ 근로필요경비(정령 제6조)

1급지
3인

1,002

적은 경우, 주거비는 그 적은 금액으로 함(정령 제5조 제2항).

<단위:
급지

835

7인 이상

- 다만, 차임 등 실제 주거비가 0원이거나 제1항에 따라 설정된 금액보다

[제2구의 동계특별생활비 표]

가구원수

2인~6인

천엔>

- 근로필요경비는 재생채무자의 소득이 근로에 기초하여 얻어지는 경우
재생채무자의 거주지역별로 재생채무자의 소득액에 따라 설정된 금액
으로 함.
- 거주지역별 근로필요경비 표는 다음과 같음(정령 별표 제7의1, 7의2).
[근로필요경비 표]
<단위:
거주지역

제1구, 제2구

수입액

- 주거비는 재생채무자 및 피부양자가 거주하는 건물의 소재지역별로, 그

490

2백만엔~2백5십만엔 미만

525

2백5십만엔 이상

555

2백만엔 미만

476

2백만엔 이상

505

수입액 구분 없음

455

제3구, 제4구

건물이 소재하는 거주지역구분(제1구~제6구), 가구원수(1인, 2인 이상
7인 미만, 7인 이상)에 따라 설정된 금액으로 함(정령 제5조 제1항, 정
령 별표 제6).138)

근로필요경비

2백만엔 미만

○ 주거비(정령 제5조)

제5구, 제6구

천엔>

○ 이에 따르면, 예컨대 동경시에 거주하는 소득이 2,500,000엔인 3인 가구

- 건물의 소재지역은 광역자치단체별로 구분됨.139)
- 예를 들어, 재생채무자 및 피부양자가 거주하는 건물의 소재지가 동경도
인 경우의 거주비는 다음과 같음(정령 별표 제6).
137) 예를 들어, 북해도 삿포로시(제2구)에 사는 3인가구의 동계특별생활비(제1급지)는 182,000엔임.
138) 예를 들어, 동경도(소재지역) 동경시(제1구)에 거주하는 3인가구의 주거비는 835,000엔임.
139) 건물의 소재지역을 구분할 때, 하나의 광역자치단체를 모두 동일하게 취급하는 경우도 있고 해당 광역자치
단체 내 특정 기초자치단체를 달리 취급하는 경우도 있음. 예를 들어, 동경도는 해당 광역자치단체 전체가 동
일하게 취급되는 반면, 북해도는 삿포로시와 그 외의 지역이 달리 취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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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세, 35세, 14세)의 1년분 최저생계비는 3,654,000엔임.
- 개인별 생활비: 1,593,000엔(488,000엔+499,000엔+606,000엔)
- 세대별 생활비: 647,000엔
- 동계특별생활비: 24,000엔
- 주거비: 835,000엔
- 근로필요경비: 555,000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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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도산절차 개시신청을 전제로 함.
3) 독일

○ 정직한 채무자만이 잔존채무 면책을 받을 수 있음(독일 도산법 제1조 제2
문).

□ 독일 도산법(Insolvenzordnung)은 독립적인 영업활동을 하지 않거나 않았

- 독일 도산법 제290조는 도산범죄를 저지른 경우, 부실하거나 불완전한

던 개인채무자의 도산은 소비자도산절차에 의하도록 별도의 도산절차를 두

서류제출을 통한 이득을 획득한 경우, 부적절한 채무 발생 또는 재산

고 있음(독일 도산법 제304조 이하).

소비 등으로 채권자들의 채권만족을 침해한 경우, 정보제공의무와 협력
의무를 위반한 경우, 소비자도산절차에서 부실하거나 불완전한 신고를

○ 소비자도산절차에서 채무자가 도산절차 개시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바로

한 경우, 제287b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등을 채무자의 정직성이

도산절차에 들어가지 않고 법정 밖에서 합의를 통한 해결책이 먼저 모색

없는 경우로 보고, 이 경우 면책은 허용되지 아니함.

되어야 함.140)
○ 법정 밖 채무조정 합의가 실패로 돌아간 경우에만 채무자는 이를 증명하

○ 채무자는 성실행동기간 동안 일정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독일 도산법
제287조 제2항).

면서 도산절차 개시신청을 할 수 있음(독일 도산법 제305조 제1항 제1

- 채무자는 도산절차 개시일로부터 6년 동안 근로소득 중 압류가능한 부

호).

분을 법원이 선임한 수탁자에게 양도하여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의

- 이때 채무자는 잔존채무면책을 신청할 것인지 밝혀야 함(독일 도산법

무를 부담함.

제305조 제1항 제2호).
- 또한 채무조정계획도 함께 제출하여야 함(독일 도산법 제305조 제1항

□ 개인채무자가 잔존채무를 면책받기 위해서는 가용소득변제요건을 충족하여
야 하고, 이때 공제되어야 하는 부분은 ‘근로소득 중 압류불가능한 부분’임.

제4호).
○ 채무자가 도산절차 개시신청을 한다고 하여도 바로 도산철차 개시에 관한

○ 독일 도산법 제287조 제2항 제1문은 “잔존채무면책을 신청할 때, 채무자
는 도산절차 개시 후 6년간 근로계약 관계에서 발생하는 소득 또는 이를

결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고, 법정 중재절차가 이루어짐.

대신하여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중 압류가 가능한 부분을 법원이 선

- 이때 채권자들은 채무자가 제안한 채무조정계획을 승인할 것인지를 결

임한 수탁자에게 양도하다는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정하여야 하는데, 모든 채권자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승인이 이루어지지

- 즉, 채무자는 근로소득 중 압류가 불가능한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를 6년

않은 것이 됨(독일 도산법 제308조 제1항).

간 채권자들에게 변제하여야 잔존채무를 면책 받을 수 있고, 여기서 ‘근

○ 채무조정계획이 승인되지 않으면 그때부터 도산절차는 다시 진행되게 됨

로소득 중 압류불가능한 부분’은 우리법상 가용소득 산정시 공제되는

(독일 도산법 제311조).

‘생계비’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음.141)

- 이때 도산절차는 매우 간소하게 진행이 됨.
- 채무자가 신청한 잔존채무 면책절차도 도산절차가 진행된 이후부터 진
행됨.

□

근로소득에

대한

압류금지에

대해서는

독일

민사소송법

(Zivilprozessordnung: ZPO) 제850조 내지 제850l조에서 규정하고 있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독일 도산법상 개인채무자가 잔존채무를 면책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독일 민사소송법 제850조(근로소득에 대한 압류금지)에 따르면, 금전으로
지급되는 근로소득은 제850a조 내지 제850i조의 규정에 의해서만 압류될

○ 채무자의 신청이 있어야 함.

수 있음(독일 민사소송법 제850조 제1항).

- 채무자의 면책신청은 채무자의 도산절차 개시 신청과 관련되어야 함(독

- 여기서 말하는 근로소득은 공무원의 급여와 연금, 임금과 수당, 퇴직금,

일 도산법 제287조 제1항 제1문). 즉, 잔존채무면책신청은 항상 채무자

근로관계에서 일시적 또는 지속적으로 종료한 후 지급받게 되는 계속적

140) 채권자도 도산절차 개시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바로 도산철차가 진행됨.

- 83 -

141) 정준영(2013),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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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유족급여, 채무자의 활동이 전체 또는 본질적인 부분을 차지하는
모든 종류의 용역에 대한 보수를 포함하는 개념임(독일 민사소송법 제
850조 제2항).

관련하여서는 각 1/10을 추가적으로 압류할 수 없음.147)
- 피부양자가 독자적인 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신청 또는 법원의
재량으로 압류금지 부분 계산시 이를 참작할 수 있음(독일 민사소송법

○ ‘근로소득 중 압류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독일 민사소송법 제850a조).

제850c조 제4항).
○ 채무자가 압류금지금액의 증액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함(독일 민사소송법

- 근로소득 중 초과근무에 대하여 지급되는 부분의 1/2 이하의 금액

제850f조).

- 통상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근로소득 이외의 휴가기간

- 법원은 채무자 본인 또는 피부양자를 위한 필수생계비가 부족한 경우나

동안 지급되는 급여, 특별한 경영성과에 대한 성과급 및 근속상여금

채무자에게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경우 또는 피부양자의 수 등으로 인해

- 통상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실비보상의 성격을 가지는

채무자의 법률상 부양의무의 정도가 상당한 경우에는 채권자의 이익에

급여, 출장비와 기타 출장에 대한 특별수당, 근로자가 제공한 자재에 대

현저히 반하지 않는 한 압류금지금액의 증액을 허용할 수 있음.

한 보상금, 위험수당 또는 더럽고 어려운 작업에 대한 특별수당
- 500 유로를 넘지 않는, 1개월분 근로소득의 1/2 이하의 크리스마스 보

4) 시사점

너스
- 집행이 혼인 또는 출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청구권 이외의 청구권에 기
하여 이루어지는 경우의 혼인 및 출산보조금

□ 미국은 개인회생절차에서 가용소득투입원칙을 취하고 있고, 가용소득 산정
을 위해 소득에서 생계비를 공제할 때 채무자의 소득, 지역적 특성, 가구원

- 교육자금, 학비보조금 및 이와 유사한 급여

수, 피부양자의 연령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생계비를 보다 현실적이고

- 근로관계로 인한 사망급여와 생존보너스

구체적 타당성 있게 산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것임.

- 시각장애인에 대한 특별 수당
○ 근로소득 중 압류불가능한 금액의 한도는 가구원수(피부양자의 수)와 소
득에 따라 달라짐(독일 민사소송법 제850c조).142)
- 기본적으로 1인가구는 소득이 세후 월 1,178.59유로143)를 초과하지 않
는 경우 압류할 수 없음. 이를 초과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 그 소득 중
3/10은 추가적으로 압류할 수 없음.
-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는 소득이 2,610.63유로144)를 초과하지 않는 경
우 압류할 수 없음. 이는 부양가족이 본인을 제외하고 최고 5인인 것을
예상한 것인데, 즉 최초 부양가족 1인에 대해서는 443.57유로145), 2번
째부터 5번째까지의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각 247.12유로146)씩 가산됨.
그리고 가산된 금액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으면, 최초 부양가족 1인과
관련하여서는 초과하는 급여 중 2/10를, 2번째부터 5번째 부양가족과

○ 먼저 월소득이 가구별 중위소득을 초과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생계비 산정
시 공제가능한 구체적인 항목과 금액이 정해져 있는데, 식료품비 등 전국
적으로 통일된 기준 외에도 주거비, 공과금, 교통비 등을 산정할 때에는
지역적 차이를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그 외에 채무자 및 피
부양자의 연령·특수한 사정 등에 비추어 추가 비용을 공제하거나 정해진
항목이 아니더라도 공제하여야 할 합리적인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원의 재량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함.
○ 또한 월소득이 가구별 중위소득 이하인 경우에는 법원의 재량으로 생계비
를 더욱 관대하게 인정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할 수 있음.
○ 한편 가용소득 산정시 담보부채권에 대한 변제금을 공제가능한 항목으로
본다는 점은 우리나라나 일본과는 다른 특징임.
□ 일본도 급여소득자 재생절차에서 가용소득투입원칙을 취하고 있는데, 가용
소득 산정을 위해 공제되는 최저생계비는 정령에서 ① 개인별 생활비, ② 세

142) 그 금액은 2년마다 7월 1일에 갱신되어 연방 법률 공보에 게재되며, 현재 2019년 7월 1일 갱신이 이루어
진 상태임.
143) 주급인 경우 271.24유로, 일당인 경우 54.25유로.
144) 주급인 경우 600.80유로, 일당인 경우 120.16유로.
145) 주급인 경우 102.08유로, 일당인 경우 20.42유로.
146) 주급인 경우 56.87유로, 일당인 경우 11.37유로.

147) 이는 가령 부양가족이 5인이고, 채무자의 소득이 2,610.63유로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서 9/10까지는 압류할 수 없고, 1/10은 압류할 수 있다는 의미임. 다만 그 기준 설정에 대한 입법적 근거는
없다고 함 Smid(2020), § 850c Rn.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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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별 생활비, ③ 동계특별생활비, ④ 주거비, ⑤ 근로필요경비로 나누어, 재

생채무자와 피부양자의 연령 및 거주지역, 피부양자의 수, 물가 등을 고려하

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점도 많은 참고가 됨.

여 구체적으로 산정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나라의 생계비 산정에 관한 개인
회생예규 개정시 많은 참고가 될 수 있음.
○ 특히 우리나라 채무자회생법은 생계비 산정시 “최저생계비, 채무자 및 그

(3) 개선방안

피부양자의 연령, 피부양자의 수, 거주지역, 물가상황, 그밖에 필요한 사항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는데, 일본에서 거주지역별, 가족 구성

□ 생계비의 현실적 적용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음.

원의 연령을 고려하여 개인별 생활비 산정하고 있는 점이나 채무자의 거
주지역에 따라 주거비를 별도로 산정하고 있는 점, 소득에 따른 근로필요

1) 현행 개인회생예규를 활용하여 법원의 재량을 넓게 인정하는 방안

경비를 산정하고 있는 점 등은 시사하는 바가 큼.
○ 더 나아가 일본은 3년의 재생계획기간 동안 2년분의 가용소득만 변제하면
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채무자의 궁핍한 생활을 방지하고 변제계획 수
행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것이라 사료됨.

□ 현행 개인회생예규는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당시의 기준 중위소득에 100분
의 60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적절히 증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여 법원의
재량 가능성을 넓히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음.

□ 독일은 도산법상 도산절차의 첫 번째 목적은 ‘채권자들의 집단적 만족’에 있
음에도, 개인채무자의 잔존채무면책을 위해 투입되어야 하는 가용소득의 계
산에 있어 공제되어야 하는 금액을 ‘근로소득 중 압류불가능한 부분’으로 정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독일 도산법 제1조는 “도산절차는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하여 분배하거나
가령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 도산계획에서 다른 내용을 정함으로써 채권자
들을 집단적으로 만족시키는 절차이다. 정직한 채무자는 잔존채무의 면책
을 받을 기회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① 채권자들의 집
단적 만족과 ② 채무자의 잔존채무의 면책을 도산절차의 목적으로 하고
있음.

○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각 지방법원별로 실무지침에서 매년 지역 물가, 주
거비 등을 반영한 생계비 산정 기준을 제시하고, 합리적 필요성을 소명하
는 경우에는 채무자 및 피부양자의 상황을 반영하도록 특별한 사정에 대
한 일응의 기준을 제시해 주도록 함.
○ 해당 방안은 생계비 산정을 채무자의 사정, 지역별 차이 등을 고려하여 탄
력적으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각 지방법원별 개인회생제도에 대
한 시각차에 따라 생계비 산정 기준을 엄격하게 하거나 느슨하게 하는 등
편차가 발생할 수 있고, 생계비를 인정함에 있어 채무자 및 피부양자의 상
황을 반영한다고 하더라도 각 법원별로 정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을 인정함에 있어 법원별로 격차가 발생하여 혼란을 가져올

○ 두 번째 목적인 채무자의 잔존채무를 면책시키더라도 첫 번째 목적인 채
권자들의 집단적 만족을 위해서는, 채무자는 성실행동기간 동안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면서 최대한의 가용소득을 확보하여 채권자들에게 최대한의

수 있다는 단점이 있음.
- 이는 채무자가 어느 법원에서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는지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변제를 할 필요가 있을 것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도산절차에서 개인채무자가 잔존채무를 면책받
기 위해 가용소득 산정에서 공제하여야 하는 금액을, 통상 지속적인 추심
을 전제로 채무자 보호를 위해 최저한의 생계비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인

2) 현행 개인회생예규에서 정하는 개인회생 생계비 기준을 일률적으로 상
향하는 방안

정될 수 있는 ‘근로소득 중 압류불가능한 부분’으로 정하고 있다는 점은
□ 개인회생예규에서 정하고 있는 개인회생 생계비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의

주목할 만함.
○ 또한 근로소득 중 압류불가능한 금액의 한도는 소득뿐 아니라 가구원수
(피부양자의 수)에 따라서도 달라진다는 점, 압류금지금액의 증액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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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로 되어 있는데, 이 기준을 일률적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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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채무자 및 피부양자의 연령에 따라 필요한 구체적인 비용을 산정하는 개

○ 이를 위해서 기준 중위소득의 몇 %로 상향할지 그 범위 설정이 필요함.

인별 생활비, 거주지역별로 가구원수에 따라 필요한 세대별 생활비, 채무자

- 가령 가구당 소득 대비 지출의 규모에 따라 설정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가 거주하는 지역에 따른 차이를 반영한 주거비, 소득에 따른 근로필요경비

수 있는데, 2020년 3/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항목으로 나누는 방법 등을 고려할 수 있음.

530만 5천원, 월평균 가계지출은 398만 9천원으로 가구당 소득 대비
지출 비율은 75.1%이고, 소득 5분위별 기준 소득 3분위 가구의 월평균

○ 미국의 예를 따른다고 상정해 보면, 전국적으로 별 차이가 없이 적용될 수

소득은 473만 1천원, 월평균 가계지출은 370만 5천원으로 소득 3분위

있는 항목이 있고, 주거비 등과 같이 지역별 차이를 반영하여야 하는 항

가구의 소득 대비 지출 비율은 78.3%임.148)

목, 기타 채무자나 피부양자의 특수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생계
비를 인정하여야 하는 항목으로 나눌 수 있음.

- 여기에서 지출은 사치품 구입 등과 같은 지출도 포함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생계비 기준을 상향조정하는 경우 기준 중위소득의 65~70%

○ 이때 전국 기준은 매년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연간 지출 가계동향조사 결
과를 활용할 수 있음.

정도로 상향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이처럼 생계비를 현실화하기 위하여 개인회생예규상의 기준을 일률적

- 예를 들어, 2019년 가구원수별 항목별 소비지출은 아래의 표와 같은데,

으로 상향조정하게 되면, 소득이 이를 넘지 못하는 자들은 개인회생절차를

식료품 및 식비, 의류, 가정용품, 보건, 통신 및 교육, 기타상품․서비스

진행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고려하여야 함.

비용은 다소간의 물가가 반영될 수는 있겠으나 기본적으로 전국 어디에
서나 일정하게 들어가는 비용으로 볼 수 있을 것임.150)

○ 당사자가 개인회생절차 진행을 희망해도, 수행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개

- 따라서 통계청이 매년 발표하는 가계통향조사 가구원수별 소비지출에서

시신청이 기각될 수 있기 때문임.

해당 항목들의 수치를 전국기준 생계비 산정에 활용하되, 이 수치에는

□ 현행 생계비 산정방식의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피부양자의 연령, 주거비, 생

가령 사치품 구입비용, 사립학교 교육비 등 회생계획상 채무자의 생계

활수준 등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문제는 여전히 남게 됨.

비로 인정하기에는 과하거나 채무자의 특수한 사정일 뿐 전국적인 기준

○ 교육비, 주거비 등 보편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항목에 대한 상향조정이 아

으로 하기에는 부적절한 지출들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일정 부분 감액하

닌 생계비 전반을 상향조정하는 것은 국민감정상 수긍하기 어려운 측면이

여 생계비를 산정할 필요가 있음.

있음.149)

[2019년 가구원수별 소비지출]
<단위: 천원, %>

3) 개인회생예규의 생계비 산정방식을 개정하여, 채무자 및 피부양자의 상

전국가구

황, 주거비, 물가 등을 반영한 각 항목별 구체적인 금액을 미리 산정해두고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 개인회생예규에 채무자 및 피부양자의 상황, 주거비, 물가 등을 반영하여
각 항목별 구체적인 금액을 미리 산정해두고, 당사자가 제출하면 법원이 신

1인

2인

3인

(%)

100.0

29.3

27.3

21.1

18.2

4.1

가구원수

(명)

2.41

1.00

2.00

3.00

4.00

5.16

52.3

50.4

59.9

51.3

46.4

46.0

가구주연령
소 비 지

(세)
출

2,457 100.0 1,426 100.0 2,074 100.0 2,981 100.0 3,718 100.0 4,074 100.0
333

주 류․담 배

36

1.5

32

2.3

의 류․신 발

138

5.6

76

5.3 110

5.3 175

차이를 반영한 기준, 기타 채무자 및 피부양자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

주거․수도․광열

277

11.3 255

17.9 265

인 필요에 의해 지출되는 비용으로 구분하는 방법, 일본과 같이 거주지역별

가정용품․가사서비스

115

4.7

60

202

8.2 110

□ 미국과 같이 생필품 등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 주거비·교통비 등 지역별

보
148) 통계청 보도자료(2020a), 9면.
149) 김수호(2013), 89면.

건

13.5 165

11.6

332
34

16.0 405
1.6

41

13.6 472
1.4

37

12.7 540

1.0

5.9 217

5.8 233

5.7

12.8 285

9.6 307

8.2 330

8.1

4.2 105

5.1 146

4.9 173

4.7 164

4.0

7.7 239

11.5 234

7.8 239

6.4 296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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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3.2

40

150) 통계청 보도자료(2020b), 5면. 소비지출 각 항목 분류 체계에 대한 설명은 32~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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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가구분포

식료품․비주류음료

속하게 심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임.

4인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12.8 408

11.0 470

11.5

- 다만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하는 RIR은 수도권, 광역시, 도지역 등 3

4.8 158

5.3 192

5.2 234

5.7

개 지역만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수도권의 경우 서울과 그 밖의 지역의

6.9 139

6.7 229

7.7 286

7.7 314

7.7

임대료 차이가 크고, 수도권 외의 지역별로도 임대료 편차가 크므로 지

2.5

2.6 226

7.6 586

15.8 615

15.1

역을 더 세분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재 국토교통부는 가구원수에 따
른 각 지역별 RIR은 발표하고 있지 아니하나, 가구원수에 따라 RIR은

통

296

통

신

123

5.0

62

4.3

180

7.3

99

205

8.3

35

오 락․문 화
교

육151)

12.0 187

11.9 381

교

13.1 247
99

55

음 식․숙 박

346

14.1 229

16.0 266

12.8 433

14.5 512

13.8 521

12.8

기타상품․서비스152)

206

8.4 117

8.2 183

8.8 267

9.0 288

7.7 318

7.8

※식료품‧비주류음료+식사비 666

27.1

387

27.1

591

28.5

823

27.6

964

25.9 1,037 25.5

<출처: 통계청>

○ 지역별 기준에서는 지역별 차이를 반영한 주거비 산정이 중요할 것임.
- 아래 표와 같이 2020년 12월 기준 실제 중위월세가격과 중위전세가격
을 보면 지역별로 주거비의 편차가 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음.153) 즉,
생계비로 공제되는 주거비 산정에는 지역별 차이가 반영될 필요가 있
음.

중위
월세
중위
전세

경기

891

732

353,479

228,161

세종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531

642

413

420

390

346

305

330

350

574

162,629

261,598

88,773

91,537

91,954

82,899

70,533

68,034

101,355

142,919

광역시

여줄 것을 요청하여 이를 바탕으로 각 지역별로 가구원수에 따라 주거
비를 별도로 산정하도록 함.
○ 마지막으로 추가 인정기준을 통해 채무자나 피부양자의 연령, 건강상태
등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추가적인 비용이 필요한 경우 이
에 대한 소명을 통해 실제 들어간 비용을 생계비로 공제할 수 있도록 함.

함과 동시에 법원의 재량을 인정함으로써 탄력성과 구체적 타당성을 잃
<단위: 천원, %>

서울

- 이에 향후 국토교통부에 매년 가구원수에 따른 각 지역별 RIR을 산출하

- 개인회생예규에 생계비 산정에 관한 일률적이고 통일적인 기준을 제시

[지역별 중위월세가격 및 중위전세가격]

5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를 반영할 필요도 있음.

<출처: 한국부동산원>

-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지역별 임차가구154)의 월소득
대비 월임대료 비율(Rent Income Ratio, 이하 “RIR”)155)을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음.
- 예컨대, 2019년 임차가구의 RIR은 지역별로 수도권 20.0%, 광역시 등
16.3%, 도지역 12.7%인데,156) 그렇다면 수도권 지역에 사는 채무자의
주거비로 채무자 소득의 20%를 인정해주는 방법임.

지 않도록 함.

4) 생계비 산정시 채무자의 소득뿐 아니라 피부양자의 수를 고려하는 방안

□ 현재 생계비 산정은 피부양자 수별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일률적으로 이루
어지고 있는데, 이는 채무자의 소득이나 생활수준과는 무관한 것으로 비현
실적이라 할 수 있음.
○ 소득이 높으면 생활수준도 높을 것이고 그렇다면 기본적인 생계비도 높을
수밖에 없음에도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모두 피부양자 수만을 기준으로 생
계비를 산정하고 있음.
□ 소득별로 생계비를 차별화하는 방안으로 가용소득 산정시 공제해야 하는 생
계비를 ‘급여채권 중 압류불가능한 부분’으로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음.
○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는 급여채권 중 1/2에 해당하는 금액에

151) 여기에는 초등·중등·고등교육 등 모든 정규교육 비용과 학원·보습교육 및 기타교육 등이 모두 포함되나(성
인에 대한 교육도 포함), 생계비 산정시에는 국공립학교에 다니는 미성년의 자녀의 교육비로 한정하고 나머지
비용들은 추가 인정기준에 따르도록 함.
152) 여기서는 앞의 항목들에 포함되지 않은 소비지출을 의미하므로 기타 비용이 광범위하게 인정되나, 생계비
산정시에는 해당 비용을 최소한으로 하고 나머지 비용들은 추가 인정기준에 따르도록 함.
153)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중위월세가격과 중위전세가격 자료, <https://
www.r-one.co.kr/rone/resis/statistics/statisticsViewer.do?menuId=HOUSE_21111>.
154) 전세와 월세(보증금 있는 월세, 보증금 없는 월세, 사글세 및 연세)로 거주하는 가구를 포함하며, 무상 거주
가구는 제외함.
155) (월임대료의 중위수)/(가구 월소득의 중위수)를 말함.
156)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20), 5면.

157) 제246조(압류금지채권) ① 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4. 급료ㆍ연금ㆍ봉급ㆍ상여금ㆍ퇴직연금, 그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
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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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압류를 금지하고 있음.157)
-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는 최저 금액을, 제4조 최고 금액을 정하고 있
는데, 급여에 따른 압류금지금액은 다음과 같음.158)

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이를 반영한 개인회생예규 제7조 제2항이 가용

[급여에 따른 압류금지금액]

소득 산정에서 공제되는 생계비를 최소한의 생계를 위한 생계급여의 선

<단위: 만원>

급여액
압류금지
금액

185이하

185~370

370~600

700

800

900

1000

전액

185

1/2

325

350

375

400

○ 이처럼 민사집행법은 채무자의 생계 보장을 위해 급여채권 중 압류불가능
한 부분을 규정하면서 이를 소득별로 차별화하고 있는데, 개인회생절차상
가용소득 산정시에도 이를 활용하여 ‘급여채권 중 압류금지금액’을 ‘생계
비’로 보자는 것임.
○ 이에 대해서는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는 지속적인 추심을 전제
로 하는 반면, 채무자회생법상 개인회생은 일정 기간 동안 채무자의 최소
한의 생계를 유지하면서 최대한의 가용소득을 확보하여 채권자들에게 최
대한의 변제를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들어, ‘급여채권 중 압류
불가능한 부분’을 가용소득 산정시 공제되는 ‘생계비’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음.
○ 그러나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와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4호
다목의 입법취지는 모두 채무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보면 ‘급여채권 중 압류불가능한 부분’과 ‘생계비’를 달리
취급할 이유는 없어 보임.
-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의 입법취지는 계속적으로 일정한 일
을 하면서 그 대가로 정기적으로 얻는 경제적 수입에 의존하여 생활하
는 채무자의 경우에 그러한 경제적 수입은 채무자 본인은 물론 그 가족
의 생계를 유지하는 기초가 되므로, 이와 관련된 채권자의 권리 행사를
일정 부분 제한함으로써 채무자와 그 가족의 기본적인 생활(생계)을 보
장함과 아울러 근로 또는 직무수행의 의욕을 유지시켜 인간다운 삶을
가능하게 하려는 사회적·정책적 고려에 따른 것임.159)
- 한편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4호 다목의 입법취지도, 법문에서 “채무
자 및 그 피부양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생계비”

정기준인 기준 중위소득의 30%160)가 아닌 기준 중위소득의 60%로 규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계보장 이상의
인간다운 생활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독일의 경우, 심지어 도산법상 도산절차의 첫 번째 목적이 ‘채권자들의 집
단적 만족’에 있음에도, 개인채무자의 잔존채무면책을 위해 투입되어야 하
는 가용소득의 계산에 있어 공제되어야 하는 금액을 ‘근로소득 중 압류불
가능한 부분’으로 정하고 있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음.
□ 그런데 현행 민사집행법상 ‘급여채권 중 압류불가능한 부분’을 가용소득 산
정시 공제되는 ‘생계비’로 볼 경우, 생계비에 채무자의 소득수준을 반영할
수는 있으나, 피부양자의 수는 고려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음.
○ 가령 채무자와 피부양자 2인으로 구성된 3인 가구에서 채무자의 월급여가
300만원이라고 할 경우, 현행 개인회생예규의 기준에 따르면 생계비는
2,390,370원인 반면, 민사집행법상 ‘급여채권 중 압류불가능한 부분’이라
고 할 경우에는 185만원밖에 되지 않아 오히려 채무자에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됨.
□ 그렇다면 생계비 산정시 채무자의 소득뿐 아니라 피부양자의 수를 고려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는바, 이를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
음.
□ 하나는 현행 민사집행법을 개정하여 독일 민사소송법과 같이 급여채권 중
압류불가능한 금액의 한도를 소득뿐 아니라 피부양자의 수도 반영하도록 하
는 것임.
○ 그러나 이는 민사집행법을 개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복잡한 절
차와 오랜 시일이 소요됨.
□ 다른 하나는 현행 개인회생예규에 채무자의 소득뿐 아니라 피부양자의 수도
반영한 독자적인 생계비 산정 방안을 마련하는 것임.
○ 예컨대, 가구원수(피부양자의 수)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현행 생계비 산
정 기준에 독일 민사소송법 제850c조를 약간 참조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
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음.

158) 제3조(압류금지 최저금액) 법 제246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
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월 185만원을 말한다.
제4조(압류금지 최고금액) 법 제246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
하는 금액”이란 제1호에 규정된 금액 이상으로서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1. 월 300만원
2. 법 제246조제1항 제4호 본문에 따른 압류금지금액(월액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에서 제1호의 금액을 뺀
금액의 2분의 1
159)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5다51968 판결.

160) 보건복지부 공식블로그, 2020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올해보다 2.94% 오릅니다.-2020년 기준 중위소
득 확정-, <https://blog.naver.com/mohw2016/221601290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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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계비는 기준 중위소득의 60%로 함. 이를 초과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
그 소득 중 3/10을 추가적으로 생계비로 공제함. 단, 1인가구의 경우에

는 생계비 총액이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압류금지금

동안 원리금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변제기간을 3년 미만으로

액을 넘지는 못함.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만약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원리금 전부를

- 물론 3/10이라는 기준은 임의적인 것이므로 이를 달리 정하는 것도 가

변제할 수 있다면 해당 기간 동안에는 가용소득의 전부가 투입되어야

능하고, 가구원수별로 초과 소득에 대한 추가적인 생계비 인정비율을

할 것이고, 총변제액이 청산가치를 넘지 않을 때에는 청산가치가 넘을

달리 정하는 것도 가능할 것임.

때까지 3년~5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가용소득의 전부가 투입되어야 하므
로, 이때에는 변제기간=가용소득투입기간이 됨.

5) 3년의 기간 동안 2년분의 가용소득만 변제하도록 하는 방안

○ 따라서 채무자회생법상 변제기간 3년 동안 2년분의 가용소득만 변제하면
되는 것으로 하기 위해서는 제614조 제2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
여야 함.

□ 변제계획기간인 3년 동안 3년분이 아니라 2년분의 가용소득만 변제하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음.
○ 무리한 변제계획안은 개인회생절차를 폐지할 수밖에 없는 주된 원인이 되
는데, 채무자로 하여금 3년분의 가용소득 전부를 변제에 투입하도록 할 경
우에는, 채무자와 그 가족들의 생활이 지나치게 궁핍해질 우려가 있고 이

- “채무자가 최초의 변제일부터 변제계획에서 정한 3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2년분의 가용소득 전부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에 제공될 것. 다
만 변제기간이 2년 이내 또는 3년 이상 5년 이내인 경우에는 변제기간
동안 수령할 수 있는 가용소득의 전부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에 제공
될 것”

로 인해 채무자는 변제계획 수행을 포기하게 될 가능성이 있음.
○ 현실적인 생계비 산정을 위한 구체적인 다른 방안을 당장 마련할 수 없다
면, 가용소득변제기간을 줄여 채무자의 부담을 낮춰줌으로써 개인회생절

Ⅲ. 기타 공통

차의 중도 폐지를 방지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됨.
○ 따라서 일본과 같이 회생계획 인가 조건을 3년의 기간 동안 2년분의 가용

1. 개인회생신청 사건의 개인파산절차로의 전환 가능 여부

소득만 변제하면 되는 것으로 개정하도록 함으로써 개인회생절차의 실효
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임.
□ 다만 이를 위해서는 채무자회생법상 변제기간=가용소득투입기간이라는 개

(1) 문제점

념을 바꾸어야 함.
○ 현재 원칙적으로는 변제계획을 수행하는 기간인 변제기간을 3년 이내로
하고(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제5항), 이 기간 동안 가용소득 전부가 변제
계획에 투입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음(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2항 제2

□ 도산상태에 빠진 채무자들이 생계비를 초과하는 소득이 없거나 정기적 소득
이 없는데도 개인회생신청을 하는 사례가 빈번함.
○ 이는 소득이 있으면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여야 하고 개인파산신청을 해

호).
- 즉, 현재는 ‘변제기간=가용소득투입기간’으로 보고 있음.
○ 그런데 변제기간은 3년이더라도 가용소득투입기간은 2년으로 하여야 하므
로, 원칙적으로는 ‘변제기간≠가용소득투입기간’으로 개념이 바뀌어야 함.
- 다만, 개인회생예규 제8조 제2항을 해석하면,161) 3년 미만의 변제기간
161) 개정된 개인회생예규 제8조 제2항은 변제기간과 관련하여, “1. 변제기간 동안 그 가용소득의 전부를 투입
하여 우선 원금을 변제하고 잔여금으로 이자를 변제한다. 2. 채무자가 5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제1호의 방
법에 따른 변제로써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충족할 수 있는 때에는 그때까지를 변제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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봤자 파산면책결정을 받기 어렵다는 인식 때문인 것으로 사료됨.
- 개인파산·회생 상담을 하는 변호사 등 실무가들도 주로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고, 법원의 누리집을 보더라도 개인파산·면책 제도 안내 부분에
있음. 이를 종합하여 보면, 결국 ① 3년 미만의 변제기간 동안 원리금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변제
기간을 그 3년 미만의 기간으로, ② 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제5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제기간을 3년
이상 5년 이내로, ③ 위 ①과 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년을 변제기간으로 설정하도
록 하고 있음(서울회생법원 재판실무연구회(2019), 596면).

- 96 -

서 “채무자가 소득이 있어 채무를 일정부분 변제할 수 있음에도, 개인
회생절차를 이용하지 않고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게 되는 경우 파
산신청의 남용으로 보아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이 모두 기각될 수 있고,
허위로 소득이 없다고 속이고 신청하는 경우에도 면책이 불허가될 수
있습니다”라고 하여 개인파산·회생절차에 대하여 법적 지식이 없는 일
반인들로 하여금 소득이 있으면 개인회생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처럼 오
해할 수 있는 안내문구를 제시하고 있음.162)

□ 미국 연방파산법은 제13장 절차를 신청한 채무자가 언제든지 사건을 제7장
절차의 절차로 전환을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을 두고 있고(미국 연방파
산법 §1307(a)), 채무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전환 외에도 일정한 사유
가 있는(for cause)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이나 연방파산관재인의 요청에 따
라 법원이 제13장 절차를 제7장 절차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미국 연방파산법 §1307(c)).

- 예컨대, 일정한 소득이 있으면 실질생계비가 소득을 초과하더라도 근로
능력이 있다는 이유로 무리하게 개인회생신청을 하게 됨.
□ 채무자는 결국 개인회생절차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다시 개인파산을 신

(3) 개선방안

청하게 되기 쉬운바, 그렇게 되면 채무자 입장에서는 경제적으로 새로운 출
발을 하는 것이 늦어지게 되고, 법원 입장에서도 사건을 이중으로 처리하여
야 하는 비효율과 부담이 발생하게 됨.163)
□ 채무자가 개인회생신청을 한 경우라도 개인파산절차로 전환(conversion)되
는 절차가 마련될 필요가 있음.164)

□ 변제재원이 없으면서도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건에 대하여 개인파산절차로
전환할 수 있는 규정을 채무자회생법에 신설할 것을 제안함.
□ 전환 대상 사건으로는 ① 개인회생 사건 중 채무자의 수입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당시의 기준 중

□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채무자회생법은 개인회생 사건을 개인파산 사건으

위소득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사건, ②

로 전환하는 것을 허용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고, 일반회생의 경우와

채무자가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얻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

같이 개인회생 사건의 기각이나 폐지 등에 따른 견련파산을 인정하는 규정

려운 사건에 대하여 채무자가 전환 신청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함.

도 없음.

○ 다만 이 경우에도 개인파산에 관한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 물론 각 법원에서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에 개인회생의 취하 및

경우 또는 개인회생절차에서는 면책될 수 있으나 개인파산절차에서는 면

개인파산의 신청을 권유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전환하도록 실무운영을 하고

책될 수 없는 채무를 많이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등에는 법원

있는 것으로 보임.165)

이 절차 전환신청을 기각할 수 있는 규정도 함께 마련하도록 함.

□ 그러나 법원의 실무운영에만 맡길 경우 각 법원별로 편차가 심하게 나타날
수 있어 채무자들에게 균등한 제도의 혜택을 제공할 수 없을 가능성이 있음.

□ 또한 전환 사건의 경우 동일한 판사가 해당 사건을 담당하도록 하는 규정도
함께 추가하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전환 전후 동일한 판사가 사건을 담당하지 않는 이상, 개인회생취하 및 개
인파산 신청을 권유하는 보정명령이 내려졌고 이에 따라 채무자가 개인파
산을 신청하였더라도 개인파산 재판부에서 파산선고를 받아주지 아니하는

2. 개인파산·개인회생 사건 처리의 지연 및 지역별 편차

일이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1) 문제점
(2) 입법례
162)
163)
164)
165)

서울회생법원 누리집 참조, <https://slb.scourt.go.kr/rel/guide/personal_b/index.jsp>.
박민준(2020), 1면.
박민준(2020), 1면; 손승우(2019), 50면.
박민준(2020), 1~4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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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 사건은 그 처리 기간이 짧고 신속할수록 도산제도의
취지에 부합하게 됨.
○ 개인파산의 경우 파산신청 후 선고 결정, 파산선고 후 면책 결정까지 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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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기간이 짧을수록 채무자는 부채를 빠른 시일 내에 청산할 수 있게 될

광주

3.1

3.3

2.7

3.0

것이므로 개인도산제도의 취지인 신속한 채무 청산 및 조속한 사회복귀가

서울회생

2.6

2.9

2.7

2.7

춘천

2.5

2.8

1.8

2.4

창원

2.0

1.8

1.7

1.8

전체평균

4.4

4.4

가능해짐.
○ 개인회생의 경우에도 개인회생신청 후 변제계획 인가까지 걸리는 기간이
짧을수록 채무자가 신용을 회복하고 사회로 복귀하여 정상적인 생활을 하
는데 걸리는 시간과 심적 고통에서 벗어나는 시간이 짧아지므로 절차를
최대한 빨리 진행시킬 것이 요구됨.

4.7
4.5
<출처: 박주민 의원실, 참여연대(2020)>

○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개인파산 면책신청 후 면책결정까지 걸리는 평
균기간은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9.3개월이 소요된다고 함.

□ 그런데 현재 개인파산 신청 후 면책결정까지 걸리는 시간이 비교적 오래 걸
리는 것으로 보임.

- 비록 파산신청 후 파산선고에서 면책결정에 이르기까지의 기간에 대한
결과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파산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하고 있으

○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개인파산신청 후 파산선고결정(인용)까지 걸리
는 평균기간을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이 전체 평균 4.5개월로 나타나고
있음.

므로 면책신청 후 면책결정까지 걸리는 기간을 파산신청에서 면책결정
에 이르기까지의 기간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으로 보임.
- 개인파산예규 제3조 제1항과 제2항166), 제4조167) 및 채무자회생법 제

-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민 2005-1, 이하

562조 제1항168)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파산신청부터 면책결정까지는

“개인파산예규”)」 제3조 제1항은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

134일(파산신청일~파산선고일까지 30일+파산선고일~면책심문기일까

산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파산선고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

지 60일+면책심문기일~면책이의신청까지 30일+면책이의신청~면책

하고 있는데, 이에 비추어보더라도 4.5개월은 비교적 긴 기간임을 알

허가결정까지 14일) 이내에 처리가 되어야 하는데, 실제는 약 2배가량

수 있음.

더 소요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채무자의 조속한 사회복귀를 위한 제도

- 도산상태에 빠져 하루라도 빨리 부채를 청산해야하는 채무자 입장에서
는 1개월의 차이도 짧은 기간이 아닐 수 있음.

- 미국의 경우 2006년부터 2019년까지 제기된 제7장에 따른 개인파산사
건 총 469,566건을 분석한 결과, 파산신청 후 모든 절차가 종료되기까

[2016년~2018년 개인파산신청 후 파산선고결정(인용)까지 걸리는 기간]
<단위:
각 연도별 개인파산신청 후 파산선고 결정까지 걸리는 기간
각 지방법원

개월>

2016년~2018년
개인파산신청~선고결
정까지 걸리는 기간
평균[(A+B+C)/3]

2016년(A)

2017년(B)

2018년(C)

부산

5.0

5.6

11.9

7.5

전주

8.9

5.9

3.6

6.1

대구

5.4

6.9

5.9

6.1

의정부

7.7

6.2

4.2

6.0

수원

5.3

5.0

6.1

5.5

춘천 강릉지원

5.6

4.5

5.2

5.1

제주

7.8

3.5

3.6

5.0

청주

8.1

3.3

3.5

4.9

인천

3.9

4.4

5.4

4.6

울산

2.9

3.4

5.8

4.0

대전

3.0

3.2

4.3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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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지 평균 186일이 소요되고 있는데, 이에 비해서도 우리나라 개인파산
실무는 처리기간이 긴 것으로 분석됨.169)
[2016년~2018년 개인파산면책신청 후 면책결정까지 걸리는 기간]
<단위: 개월>

각 연도별 개인파산 면책신청 후 면책결정까지 걸리는 기간
각 지방법원
2016년(A)

2017년(B)

2018년(C)

2016년~2018년
개인파산
면책신청~면책결정
까지 걸리는 기간
평균[(A+B+C)/3]

166) 예규 제3조 제2항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책신청일(파산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한 경우에는
파산선고일)부터 60일 이내의 날짜로 면책심문기일 또는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기간을 지정하여야 한다.
167) 예규 제4조 법원은 법 제562조 제1항의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이 종료되면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
외하고 14일 이내에 면책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68) 채무자회생법 제562조 제1항 검사ㆍ파산관재인 또는 면책의 효력을 받을 파산채권자는 제558조의 규정에
의한 심문기일부터 30일(심문기일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이 정하는 날) 이내에 면책신청에 관하여 법
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169)
U.S
Courts,
BAPCPA
Report
–
2019,
인터넷
사이트
<https://www.uscourts.gov/statistics-reports/bapcpa-report-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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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15.0

13.1

10.1

12.7

따르면, 일반적으로 개인회생신청부터 변제계획 인가결정까지는 약 4

춘천 강릉지원

13.1

11.2

12.3

12.2

개월 이내(파산신청일~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일까지 1개월+개인회생

수원

11.8

11.3

10.7

11.3

절차 개시결정일~이의기간 2월+이의기간 말일~개인회생채권자집회

부산

8.5

9.1

14.4

10.7

기일까지 1월)에 처리가 되어야 하는데, 실제는 2배 이상 더 소요가 되

인천

9.6

10.3

11.2

10.4

고 있다는 점에서 채무자의 조속한 사회복귀를 위한 제도의 취지에 부

전주

14.0

9.7

7.3

10.3

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제주

12.1

8.8

9.3

10.1

대구

9.1

10.1

9.2

9.5

광주

9.1

9.1

8.4

8.9

- 특히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면책되기까지 변제계획 인가결정 이후에도
최소 3년 이상의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수행 기간이 더 소요되어야 한다

청주

11.7

7.3

7.4

8.8

는 점을 감안한다면 개인회생신청시부터 변제계획의 인가까지 최대한

서울회생

8.1

8.4

7.5

8.0

신속한 결정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음.

춘천

8.7

7.8

6.5

7.7

울산

6.2

7.4

9.3

7.7

대전

5.8

6.1

7.6

6.6

창원

4.5

4.4

4.5

4.4

전체

9.5

9.4

9.0

9.3
<출처: 참여연대(2020)>

○ 더욱이 위의 표에서 보듯 각 지방법원별로 개인파산사건을 처리하는 속도
의 편차가 큰 것을 알 수 있음.
- 가장 신속하게 처리를 하고 있는 창원지방법원(4.4개월)과 가장 오래 걸
리는 의정부지방법원(12.7개월)의 소요기간은 거의 3배에 가까움.

○ 개인파산절차에서와 마찬가지로 개인회생절차에서도 각 지방법원별로 사
건을 처리하는 속도의 편차가 큰 것을 알 수 있음.
- 광주지방법원은 평균 7.1개월이 걸리는 반면, 인천지방법원은 평균
12.3개월로 1년이 넘는 기간이 소요되고 있음.
- 한시라도 빨리 부채를 탕감하고 채권자의 압박 내지는 절차 진행에서
오는 피로에서 벗어나고 싶은 채무자 입장에서는 5개월이 절대 짧지 않
은 시간일 것임.
- 같은 지방법원 내에서도 개인회생사건 처리 기간이 일관적이지 않음.
- 이는 개인회생사건에 있어서도 전국의 지방법원들에서 일관된 기준에

- 같은 지방법원 내에서도 개인파산사건 처리 기간이 일관적이지 않음.

따라 처리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담당 판사의 변경 등 외부의 변화

- 이는 개인파산사건이 전국의 지방법원들에서 일관된 기준에 따라 처리

에 따라 절차 처리 속도도 변동되고 있음을 의미함.173)

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담당 판사의 변경 등 외부의 변화에 따라 절

[2016년~2018년 개인회생신청 후 변제계획 인가결정까지 걸리는 기간]

차 처리 속도도 변동되고 있음을 의미함.170)

<단위: 개월>

□ 또한 개인회생 사건에 있어서도 신청 후 결정까지 걸리는 시간이 비교적 오

각 연도별 개인회생신청 후 변제계획 인가 결정까지

래 걸리는 것으로 보임.

걸리는 평균 기간

○ 아래 표에서와 같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개인회생신청 후 변제계획

각 지방법원
2016년(A)

2017년(B)

2018년(C)

인천

13.0

14.1

10.1

12.4

울산

7.9

11.9

13.9

11.2

전주

12.8

11.2

9.2

11.1

춘천 강릉지원

11.3

10.6

11.0

11.0

부산

7.8

12.8

11.9

10.8

인가 결정까지는 평균 9.4개월이 걸린다고 함.
- 채무자회생법 제596조 제1항, 제2항171) 및 제614조 제1항 본문172)에

2016년~2018년
개인회생신청 후
변제계획 인가까지
걸리는 기간
평균[(A+B+C)/3]

170) 참여연대(2020), 30면.
171) 채무자회생법 제596조(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 ①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과 동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이의기간(이하 "이의기간"이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일부터 2
주 이상 2월 이하이어야 한다.
2.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기일. 이 경우 그 기일과 이의기간의 말일 사이에는 2주 이상 1월 이하의 기간이 있어
야 한다.

172) 채무자회생법 제614조(변제계획의 인부) ①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
하고 다음 각호의 요건이 모두 충족된 때에는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하여야 한다.
173) 참여연대(2020),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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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12.0

9.9

10.5

10.8

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여 예측가능성을 높여줄 필요가 있음.
□ 따라서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 사건의 처리 기간 등에 관한 법원 전체 차원의

수원

10.2

11.4

9.7

10.4

의정부

10.1

8.9

8.8

9.3

춘천

8.8

8.8

8.2

8.6

창원

8.6

9.1

7.4

8.4

서울회생

8.2

8.3

7.3

7.9

대전

7.4

8.1

7.9

7.8

제주

6.9

8.3

8.2

7.8

인회생사건의 경우에는 개인회생신청부터 변제계획 인가결정까지는 4개

대구

7.6

7.0

7.1

7.2

월 이내로 하면 될 것임.

광주

6.1

7.0

8.2

7.1

전체평균

9.2

9.8

9.3
9.4
<출처: 박주민 의원실, 참여연대(2020)>

□ 이러한 개인파산·면책 및 개인회생 사건 처리의 지연은 과도한 부채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고 채무자를 조속히 사회에 복귀시키기 위한 개인도산제도
의 취지에 반하는 것임.
□ 특히 각 지방법원별로 처리 속도의 편차가 크다는 점은 채무자가 법적 제도
의 혜택을 일관적으로 누리지 못하고 어느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지에 따라
상대적 불이익 내지 불평등에 처할 수 있게 됨을 의미하며, 이는 제도 및 법
원에 대한 신뢰의 문제로까지 이어지게 되어 결국 이용자의 선택을 받지 못
하고 외면당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임.

일관적인 기준의 설정과 그 운영이 요구됨.
○ 사건의 처리 기간의 기준에 관해서는 채무자회생법 및 예규 등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기간, 즉 개인파산사건의 경우에는 파산신청부터
파산선고까지는 30일 이내, 파산신청부터 면책결정까지는 134일 이내, 개

○ 다만, 특성상 절차가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다음과 같은 사건들에 대해서
는 예외를 인정해 주어야 할 것임.
- 개인파산사건에 있어서는 ① 환가할 재산이 복잡한 경우, ② 파산채권 존
부에 관한 소송이 확정될 때까지 배당을 못하는 경우 ③ 부인권을 행사
한 경우, ④ 면책불허가 사유 존부에 관한 조사 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
- 개인회생사건에 있어서는 ① 채무자가 주장하는 소득을 신뢰할 수 없는
경우, ② 채무자가 주장하는 생계비를 신뢰할 수 없는 경우, ③ 개인채
무를 다액 주장하는 경우
○ 관건은 이 기간 내에 운영을 제대로 하는 것에 있으므로, 위의 사항들을
담은 실무기준 내지 지침을 법원 전체 차원에서 만들어 지킬 필요가 있음.

○ 법인 파산사건이나 회생사건은 지역적 특수성이 나타날 수 있어서 지방법

- 채무자회생법 및 예규에 사건 처리 기간에 대한 예외로서 특성상 절차

원별 처리 속도의 편차가 나타날 수 있지만 개인파산이나 회생사건의의

가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사안들을 열거하기에는 입법기술상 문제가

경우에는 사건의 성질상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지역적으로 큰 격

있으므로, 실무기준 내지 지침에서 예시의 형태로 제시해 주는 것이 바

차가 생기기는 어려움.

람직하다고 판단됨.
□ 이와 더불어 지방법원별 처리 속도의 편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래
와 같이 균등한 사건 처리를 위한 제반 여건들도 갖추어야 함은 물론임.

(2) 개선방안

○ 각 지방법원별 신청건수에 비례한 전담인력의 고른 배치가 요구됨.
○ 전국 법원에 도산사건 전담 재판부를 증설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과도한 가계부채 문제 해소를 위
해 개인도산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 사건을 신
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임.
○ 도산상태에 빠진 궁박한 채무자들을 개인파산·개인회생제도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채무자들이 개인파산·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면 조속하게 사회
로 복귀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들게 하여야 함.
○ 이를 위해서는 채무자가 어느 정도의 기간이 지나야 면책이 될 수 있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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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산관재인, 개인회생위원 등 전문인력을 확충·보강하고 사건 처리의 신속
을 위한 통일적인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 도산전문법관제 및 법원공무원 도산직렬(도산업무만을 수행하는 법원사무관
등)제를 도입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현재 법관이 한 법원의 회생·파산사건 재판부에서 근무할 수 있는 최장 기
간은 3년인데, 도산전문법관제가 도입되면 법관이 3년을 넘어서도 회생·
파산사건을 전담할 수 있기 때문에 법관 전문성 제고에 크게 기여하게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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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임.

□ 각 지방법원 간 개인파산 면책인용률·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율의 격차가

- 참고로 미국 파산법원 판사는 연방파산법원 소속으로 임기는 14년이라
고 함.

크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됨.
○ 개인파산신청 후 면책결정으로까지 이어진 비율을 살펴보면, 가장 높은

○ 실제 가사전문법관 및 전문가사조사관 도입 이후, 이혼이나 재산분할 비율
이 전국적으로 균등화되고 있다는 점은 유용한 참고가 될 수 있음.

인용률을 보이고 있는 창원(97%)과 가장 낮은 인용률을 보이고 있는 전주
지방법원(70%)의 차이는 27%에 달함.

○ 또한 도산전문법관이 순환근무를 통해 서울과 지방의 각 지방법원에서 개

- 개인파산신청을 한 채무자가 파산선고된 후 면책결정을 받지 못하면, 전

인회생·파산사건을 처리하게 할 경우 각 법원별 도산업무 처리의 편차는

술한 바와 같이 파산자로서 각종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점에

감소하는 반면 개인회생·파산사건 처리의 예측가능성이 크게 증가할 것임.

서 27%의 면책인용률 격차는 매우 의미 있는 차이라고 할 수 있음.

- 미국이 경제위기에서 빠른 속도로 벗어날 수 있었던 것도 도산법제와

○ 개인회생신청에 대한 변제계획 인가율을 보더라도 가장 높은 인가율을 보

도산전문법관제가 잘 정비되었기 때문이라는 점을 생각해 보면, 도산전

인 서울회생법원(84%)과 가장 낮은 인가율을 보인 부산지방법원(60%)의

문법관제의 도입은 지역간 도산업무 처리의 편차를 해소하고 채무자들

격차는 24%에 이름.

의 조속한 사회복귀를 도와 가계부채 증가, COVID-19 등으로 인한 현
재의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특정 지역의 채무자가 다른 지역의 채무자보다 불성실 하다고 볼 근거가 없
음에도 불구하고 각 지방법원마다 개인파산 면책인용률·개인회생 변제계획

□ 한편 법원의 개인파산·개인회생 시스템의 노후화와 비효율성이 처리지연의

인가율의 차이가 상당하다는 것은, 위의 각 지방법원별 처리 속도의 차이에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개인파산·개인회생 시스템 개선이 절실히 요구됨.

서와 같이, 각 지방법원마다 도산채무자 구제에 대한 입장이 다르다는 것이

○ 사용자 실수에 의하여 기각결정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개시결정이 되는
등 시스템 사용과정에서의 잦은 오류나 채권자에 대한 송달이 완료되었는
지를 수기로 체크해야 하는 등의 개인파산·개인회생 시스템상의 비효율성
은 재판의 신속성을 저해하는 주요한 요인임.
○ 이러한 개인파산·개인회생 시스템의 개선만으로도 상당한 수준으로 재판
의 신속성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이를 처리할 전담 법관을 배치하는 등
조속히 시스템의 현대화와 효율화를 꾀하여야 할 것임.
- 현재는 시스템을 개선하려고 해도 이를 처리할 전담 인력조차 존재하지
않아 재판을 진행하는 법관들이 시간을 쪼개서 조력해야 하는 상황임.
- 그렇지 않아도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는 법관들이 재판에 집중하지 못하
게 되고, 이는 재판 지연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게 될 것임.

고, 이 때문에 채무자가 법적 제도의 혜택을 일관적으로 누리지 못하고 어느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지에 따라 상대적 불이익 내지 불평등에 처할 수 있게
됨을 의미함.174)
○ 예컨대, 지역적으로 인접한 수원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서울회생법원 사이에도 개인파산 면책인용률·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율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점에 비추어 각 법원별로 개인파산 면책인용
률·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율에 격차가 발생하는 것은 지역에 따라 채무자
의 성향에 차이가 있어서는 아닌 것으로 보임.
○ 오히려 도산전문법원으로서 가장 많은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서울회생법
원의 개인파산 면책인용률·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율이 높다는 점을 보면
파산부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는 등 파산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판사
및 법원공무원이 있는 법원과 그렇지 않은 법원의 업무처리 방식, 사건처
리 경험의 차이가 개인파산 면책인용률·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율에 영향

3. 각 지방법원 간 면책인용율·변제계획 인가율 격차

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됨.175)
○ 각 지방법원마다 개인파산 면책인용률·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율의 차이

(1) 문제점

174) 리걸타임즈, 개인회생·파산선고 기간 법원마다 최대 1년 이상 차이, 2020. 10. 9. 자 기사, <https://www.
legal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5950>.
175) 머니투데이, 개인파산·개인회생, 법원 간 기각·인용율에 큰 차이…해결 방안은?, 2016. 9. 25. 자 기사,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6092309518273219&outlink=1&ref=http%3A%2F%2Fsearch.n
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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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나게 되면 채무자들은 쉽고 유리하게 인용·인가를 받고자 인용률·인가

전주

2,773

2,455

1,722

70%

율이 높은 법원에 면책신청을 하는 법정지 사냥(forum shopping) 문제를

춘천 강릉지원

733

690

498

72%

초래할 수 있음.176)

울산

2,942

2,853

2,372

83%

- 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1항은 재판관할로서 제1호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부산

8,573

7,758

6,461

83%

이 있는 곳, 제1호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 또는 채

수원

18,073

16,853

14,141

84%

의정부

10,898

10,446

8,872

85%

광주

6,602

6,231

5,383

86%

청주

3,193

3,069

2,675

87%

춘천

2,353

2,214

1,953

88%

할하는 회생법원의 관할에 전속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관할의 경합

대전

8,233

7,636

6,761

89%

이 발생할 수 있고, 채무자로서는 전속관할 법원 중 자신에게 유리한

제주

1,566

1,503

1,338

89%

관할법원을 선택하려 할 것임.

대구

13,677

12,951

11,722

91%

인천

18,773

17,617

16,251

92%

서울회생

31,096

29,771

27,742

93%

창원

8,452

8,121

7,889

97%

합계

137,937

130,168

115,780

무자가 계속하여 근무하는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 제3호 제1호 또
는 제2호에 해당하는 곳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재산이 있는 곳(채
권의 경우에는 재판상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 중 한 곳을 관

-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 채무자는 무리를 해서라도 주소를 옮겨 면책
인용률·변제계획 인가율이 높은 곳에서 개인파산·면책 및 개인회생을
신청하려 할 것이고, 이처럼 채무자가 실거주지가 아닌 곳에서 개인파
산 및 개인회생 신청을 하는 경우 법원에서는 신청취하 후 실거주지 법
원에 신청할 것을 지도하거나 직권으로 이관하기 때문에 채무자는 오히

[2016년~2018년 각 지방법원별 개인회생신청에 대한 변제계획 인가 비율]

려 절차지연의 불이익을 입게 될 위험이 있음.177)
□ 이로 인해 제도 및 법원에 대한 이용자의 신뢰를 훼손하게 되고 결국 이용자

89%
<출처: 참여연대(2020)>

각 지방법원

의 선택을 받지 못한 채 외면당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가능성이 있음.

2016~2018년

2016~2018년 개인회생

개인회생신청 건수

변제계획 인가 건수

2016~2018년
개인회생신청에 대한
변제계획 인가 비율

부산

14,606

8,759

60%

인천

26,184

16,252

62%

청주

6,843

4,387

64%

대구

24,823

17,370

70%

음에도 이를 활용하지 못하고 망설인 채 부채만 늘어나는 악순환에 시달

전주

8,887

6,226

70%

리게 될 것임.

창원

14,034

10,174

72%

수원

44,179

31,512

71%

춘천강릉지원

1,783

1,272

71%

춘천

5,665

4,128

73%

울산

9,064

6,644

73%

개인파산선고에

광주

13,440

9,835

73%

대한 면책결정

의정부

20,345

15,278

75%

비율(C/B)

제주

2,770

2,160

78%

대전

20,506

16,201

79%

서울회생

50,079

41,975

84%

합계

263,208

192,173

73%
<출처: 참여연대(2020)>

○ 도산상태에 빠진 채무자들은 복잡한 서류 제출이나 소명절차에 시간만 낭
비하고 개인파산 면책인용이나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를 받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부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개인파산·개인회생제도가 있

○ 이는 국가에서 도산제도를 두고 운영하는 취지에 역행하는 것임.
[2016년~2018년 각 지방법원별 개인파산신청에 대한 면책결정 비율]

2016년~2018년
각 지방법원

개인파산신청
건수(A)

2016년~2018년
개인파산신청에
대한 파산선고
결정 건수(B)

2016년~2018년
신청된
개인파산사건에
대한 면책결정
건수(C)

2016년~2018년

176) 파이낸셜 뉴스, [2017 국정감사] 면책인용률, 법원마다 제각각, 2017. 10. 23. 자 기사,
<https://www.fnnews.com/news/201710231127514362>.
177) . 머니투데이, 개인파산·개인회생, 법원 간 기각·인용율에 큰 차이…해결 방안은?, 2016. 9. 25. 자 기사,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6092309518273219&outlink=1&ref=http%3A%2F%2Fsearch.n
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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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개인파산 면책인용률·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율이 높은 쪽으로 수

(2) 개선방안

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채무자가 개인파산·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는 이유는 감당할 수 없는 부채에
서 벗어나 새출발을 하기 위한 것이므로, 최소한 면책될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함.
○ 특히 면책결정 없는 개인파산선고는 각종 신분상의 제약으로 인하여 경제
적 사망선고를 받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므로 개인파산신청이 면책결정으로
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 여부가 개인파산제도를 선택하는 중요한 기준이 됨.
□ 각 지방법원별 개인파산 면책인용률·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율의 격차는 이
용자의 예측가능성을 해하고 신뢰를 훼손시키므로 이를 해소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서는 개인파산 면책인용률·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율에 관한 법원
전체 차원의 통일적인 기준의 설정과 그 운영이 요구됨.

- 가령 개인파산 면책인용률은 가장 높은 97%(창원),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율은 가장 높은 84%(서울회생)만큼은 달성이 가능하다는 의미이므
로 목표를 그 이상에 두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음.
○ 특히 개인채무자의 상황이 더욱 악화될수록 개인파산제도를 선택할 유인
은 높아지는데, 개인파산사건에 있어 면책은 필수라 할 것이므로, 개인파
산 면책인용률을 높이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할 것임.
- 이에 앞서 제안한 면책불허가사유의 엄격한 해석, 재량면책의 활성화 등
을 통하여 개인파산 면책인용률을 높일 필요가 있음.
- 이로써 가계부채로 인하여 한계상황에 빠진 개인채무자들이 개인파산제
도에도 두려움 없이 손을 내밀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기를 기대
해 봄.

○ 법원 전체 차원에서 각 지방법원별 면책인용률·변제계획 인가율에 편차가
나는 원인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이 선행되어야 함.
- 지역간 채무자의 특이성이 없음에도 각 지방법원마다의 채무자 면책에
대한 시각차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하고 일관된 면책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대법원은 개인파산 면책 및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에 관한 실무기준 내
지 지침을 만들어 각급 법원에서 이를 활용하도록 하여야 함.
□ 또한 지방법원별 신청건수에 비례한 전담인력의 고른 배치 등 균등한 사건
처리를 위한 제반 여건들도 갖추어야 함은 물론이고, 그 중 하나의 방안으로
도산전문법관제의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은 전술한 바와 같음.
□ 더 나아가 가계부채 해소를 위한 개인파산·개인회생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
는 지방법원별 개인파산 면책인용률·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율의 격차를 줄
이되, 면책인용률·변제계획 인가율이 전체적으로 상향되는 방향으로 목표를
설정할 것을 제안함.
○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개인파산·개인회생제도는 사적채무조정을 통해서
도 해결하지 못하는 어려운 조건에 놓인 개인채무자를 돕는 구제수단인
만큼 보다 적극적으로 채무자 구제에 중점을 두고 운영되어야 하므로, 면
책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도 있는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기보다는 채무자
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채무자가 경제활동에 복귀하여 사회 전체적인 경제
적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개인도산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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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론

- 이를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면책신청과 관련한 규정의 삭제 또는 개정,
복권에 관한 규정의 삭제, “파산선고”라는 용어의 변경 등 채무자회생
법의 개정도 함께 이루어져야함을 주장함.

□ 주택가격 상승, COVID-19의 여파 등으로 가계부채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그 수준 또한 과도하여 개인채무자의 도산 등 각종 사회·경제적 부작용이 우

□ 면책허가에 관한 기본 방향 및 관련 규정의 의미
○ 면책허가에 관한 기본 방향
- 면책불허가사유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는 도산제도에 대한 가치관 및

려되는 상황임.
□ 채무자의 경제적 상황이 악화될수록 사적구제수단보다는 법원을 통한 개인
도산제도인 개인파산제도 및 개인회생제도가 가계부채 해소방안으로서 중요

정책 방향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채무자의 과도한 부채문제를 해결
하고 채무자의 재기·갱생이라는 도산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게 위해서는
면책이 핵심이라는 점에서, 면책의 범위를 결정하는 면책불허가사유의

한 역할을 하고 있음.
○ 특히 그간 개인파산제도는 개인도산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도외시 되었
으나, 최근 COVID-19 발생 사태 이후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개
인파산제도의 중요성이 더 부각되고 있음.
□ 그러나 개인파산제도 및 개인회생제도는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이용이 감
소하는 등 채무자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는 실정임.
□ 과도한 가계부채 문제를 해소하고 채무자의 성공적인 재기를 돕기 위해서는
채무자들이 개인파산제도 및 개인회생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제도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해석·적용의 방향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면책불허가사
유가 있는 경우에도 실무운용상 재량면책은 관대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1호가 소위 ‘카드깡’에 대하여 적용되는지
여부
- 소위 ‘카드깡’은 구 파산법하에서 “현저하게 불이익한 조건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로서 과태파산죄에 해당하여 면책불허가사유였는데, 현
행 채무자회생법 제651조 제1항 제1호는 과태파산죄에 “현저하게 불
이익한 조건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삭제하였기 때문에, ‘카드깡’

□ 이에 본 연구는 아래와 같이 가계부채 해소 방안으로서의 이용을 저해하는

에 대하여 여전히 채무자회생법 제65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여 제

현행 개인파산제도 및 개인회생제도의 문제점을 분석·진단하고, 그 구체적인

564조 제1항 제1호의 면책불허가사유가 된다고 할 수 있는지의 문제가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음.

있음.
- 채무자회생법상 과태파산죄에서 “현저하게 불이익한 조건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명백하게 삭제하고 있는데 ‘카드깡’을 과태파산죄에

[개인파산제도]

해당하여 제564조 제1항 제1호의 면책불허가사유가 된다고 처리하는
□ 파산선고로 인한 신분상 불이익
○ 채무자회생법상 개인파산은 파산절차와 면책절차로 이원화되어 있어 파산
선고 후 면책결정을 받지 못하면 파산자라는 오명이 10년 동안 남게 되고,
그 기간 동안 공적 지위 또는 각종 직업․영업상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점 때문에 이용자들이 선택을 꺼려하는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음.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직업상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
는 개별 법규정을 개정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으나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
이 되지 못하므로, 파산절차와 면책절차를 일원화하여 “복권”이라는 개념
을 없앨 것을 제안함.

것은 법률의 문언에 반하여 채무자에게 면책불허가라는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부당하고, 하급심 결정례 등에 비추어 해석상 “파산원인인 사실
을 속이거나 감추고 한 신용거래”에 해당하여 제564조 제1항 제2호의
면책불허가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함.
○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2호의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의 의미
-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2호 법문에서는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
고”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 “파산원인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한 행위의 의미가 파산원인 사실을 “속이는” 적극적인 행위만을 말하는
것인지, “감추는” 소극적인 행위까지를 포함하는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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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책제도의 취지를 고려하면 면책불허가사유를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고, 특히 면제재산의 인정 범위가 너무 제한적이어

있으므로 적극적 행위만을 의미한다고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

서 채무자 및 채무자 가족의 최소한의 생활보호를 통한 경제적 재기를 돕

나, 명문으로 “감추고”라는 소극적인 행위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현행법

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많다 점은 이용자들이 개인파산제도를 선택하지 못

의 해석만으로 적극적 행위만을 의미한다고 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하고 망설이는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따라서 이는 입법으로 해결하여 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는 채무자회생

○ 이에 채무자회생법상 면제재산과 관련한 규정들의 개정을 통하여 현재 인

법 제564조 제1항 제2호의 “파산원인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이라

정되고 있는 면제재산의 범위나 그 결정 절차에 관한 기준을 관대하게 설

는 문언을 “파산원인인 사실을 속이고”로 분명하게 개정할 것을 제안

정할 필요가 있음.

함.

- 법원이 직권으로도 면제재산결정을 할 수 있도록 채무자회생법 제383
조 제2항을 “법원은 개인인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 “법원은 개인

□ 무심사면책제도 도입 여부
○ 면책제도로 인하여 직접 불이익을 입게 되는 파산채권자가 채무자의 면책

인 채무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로 개정함.

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데도 법원이 직권으로 면책불허가

- 면제재산 신청 기한에 관한 채무자회생법 제383조 제3항을 “파산신청

사유를 심리하여 면책의 허부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한지의 문제가 있음.

일 이후 파산선고 후 14일 이내에”→ “파산신청일 이후 파산선고 후 1

○ 채권자가 면책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법원이 직권으로 면책에
관한 심사를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므로, 개인파산절차에 무심사면책제도
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함.
○ 이를 위해 채무자회생법에 무심사면책 규정을 마련할 것을 제안함.
- “법원은 채무자에 대하여 제562조 제1항(면책에 대한 이의)의 기간 내
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면책을 허가하여야 한다”는 내

월 이내”로 개정함.
- 채무자 뿐 아니라 그 부양가족도 면제재산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채
무자회생법 제383조 제2항 “법원은 개인인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 “법원은 개인인 채무자 또는 그 피부양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로
개정함.
- 마지막으로 인정되는 면제재산의 범위를 미국처럼 구체화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시행령이나 예규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

용을 삽입함.
○ 이와 함께 제560조(파산관재인의 조사보고)에 관한 규정의 내용을 다음과

로 사료됨.

같이 채권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파산관재인의 조사보
고가 이루어지도록 개정함. 다만 이때 최소한의 채권자 보호가 이루어지도

[개인회생제도]

록, 무심사면책제도를 도입하더라도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파산관재인은 이의사유에 한정하여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독자적으로 면
책불허가 사유 전반에 관하여 조사하도록 함.
- “법원은 채권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개인인 채무
자에 대하여 파산관재인으로 하여금 제562조 제1항 각호의 면책불허가
사유의 유무를 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이때 파
산관재인은 이의사유에 한정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면책불허가 사유 전
반에 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사유의 유무를 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 주택담보대출채권의 취급
○ 현행 채무자회생법과 실무는 담보권자에 대한 별제권을 부여함으로써, 개
인회생절차에서 주택담보권의 실행이 사실상 강제되고 담보권 실행 외에
주택담보권자와 채무자 간의 합의에 의한 채무재조정도 불가능하도록 하
여, 개인채무자가 개인회생신청을 하는 경우 주택의 소유권이 상실될 수밖
에 없도록 함으로써 개인회생절차의 활성화에 대한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선 서울회생법원이 실시하고 있는 ‘주택담

□ 면제재산제도

보대출채권에 관한 채무재조정 프로그램’을 대안적 해결방안으로서 채택

○ 현재의 면제재산제도가 지나치게 비효율적이어서 실무운영에 있어서도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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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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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금융기관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채무자가 법원에 개인회생절

두고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차 개시신청을 할 경우, 개인회생절차 초기에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하여

- 전국적으로 별 차이가 없이 적용될 수 있는 항목, 주거비 등과 같이 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주택담보대출채권에 관한 협의를 할 수 있는

역별 차이를 반영하여야 하는 항목, 기타 채무자나 피부양자의 특수한

장을 마련하고 그에 따라 당사자 사이에 이루어진 합의 내용을 변제계

사정 등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생계비를 인정하여야 하는 항목으로 나누

획안에 적극적으로 반영함으로서 개인회생절차 내에서 주택담보대출에

어 구체적인 금액을 산정하도록 하고, 그 상세한 기준을 제시함.

관한 채무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함.

○ 넷째, 생계비 산정시 채무자의 소득뿐 아니라 피부양자의 수를 고려하는
방안

○ 또한 현행 채무자회생법 개정을 통해 주택담보채권에 관하여 별제권을 배
제하는 특칙을 신설하는 것을 제안함.

- 구체적으로는 현행 민사집행법을 개정하여 독일 민사소송법과 같이 급
여채권 중 압류불가능한 금액의 한도를 소득뿐 아니라 피부양자의 수도

- 별제권 배제에 관한 특례를 원하지 않는 채무자에게까지 특례의 적용을

반영하도록 하는 방안과 현행 개인회생예규에 채무자의 소득뿐 아니라

강제할 필요는 없는 것이므로 주택을 소유한 채무자가 이러한 특례를

피부양자의 수도 반영한 독자적인 생계비 산정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변제계획에 포함시킴으로써 특례의 적용을 원하는 경우에만 별제권 배

방안을 제안하고, 그 상세 기준을 제시함.

제의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함.
□ 비현실적인 생계비 산정 방식

○ 3년의 기간 동안 2년분의 가용소득만 변제하도록 하는 방안
- 무리한 변제계획안은 개인회생절차를 폐지할 수밖에 없는 주된 원인이

○ 현행 개인회생예규상 생계비는 기준 중위소득 60%를 기준으로 기계적으

되므로, 가용소득변제기간을 줄여 채무자의 부담을 낮춰주는 방안을 제

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생계비 산정에 피부양자의 수만을 고려할 뿐

안함. 따라서 제614조 제2항 제2호를 “채무자가 최초의 변제일부터 변

피부양자의 연령, 주거비나 물가, 채무자의 소득이나 생활수준은 전혀 고

제계획에서 정한 3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2년분의 가용소득 전부가

려하고 있지 않아 비현실적이라는 문제가 있음.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에 제공될 것. 다만 변제기간이 2년 이내 또는 3년

○ 이에 생계비의 현실적 적용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을 제안하고, 그 구
체적인 방법과 기준들을 제시하였음.

이상 5년 이내인 경우에는 변제기간 동안 수령할 수 있는 가용소득의
전부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에 제공될 것”로 개정하는 방법을 제시함.

○ 첫째, 법원의 재량을 넓게 인정하는 방안
- 각 지방법원별로 실무지침에서 매년 지역 물가, 주거비 등을 반영한 생

[기타 공통]

계비 산정 기준을 제시하고, 합리적 필요성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채무
자 및 피부양자의 상황을 반영하도록 특별한 사정에 대한 일응의 기준
을 제시해 주도록 함.

□ 개인회생신청 사건의 개인파산절차로의 전환 가능 여부
○ 채무자들이 생계비를 초과하는 소득이 없거나 정기적 소득이 없는데도 개

○ 둘째, 현행 개인회생예규에서 정하는 개인회생 생계비 기준을 일률적으로
상향하는 방안

인회생신청을 하는 사례가 많은데, 이 경우 개인파산절차로 전환되는 절차
가 마련될 필요가 있음에도 이를 허용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함.

- 이 경우 기준 중위소득의 몇 %로 상향할지 그 범위 설정이 필요한데,
이에 대해서는 가구당 소득 대비 지출의 규모에 따라 설정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현재 기준 중위소득의 65~70% 정도로 상향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이에 변제재원이 없으면서도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건에 대하여 개인파산
절차로 전환할 수 있는 규정을 채무자회생법에 신설할 것을 제안함.
- 해당 규정에는 전환 대상 사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법원이 절차 전
환신청을 기각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한 규정, 전환 사건의 경우 동일한

○ 셋째, 개인회생예규의 생계비 산정방식을 개정하여, 채무자 및 피부양자의
상황, 주거비, 물가 등을 반영한 각 항목별 구체적인 금액을 미리 산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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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해당 사건을 담당하도록 하는 규정도 함께 마련하는 방안을 제
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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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파산·개인회생 사건 처리의 지연 및 지역별 편차
○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 사건은 그 처리 기간이 짧고 신속할수록 도산제도
의 취지에 부합하게 됨에도,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있고, 각 지방법원별로
도 처리 속도의 편차가 크다는 문제가 있음.
○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 사건의 처리 기간 등에 대한 일관적인 기준의 설정
과 그 운영이 요구되므로, 법원은 채무자회생법 및 예규 등에서 이미 규정
하고 있는 사건처리기간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함.
- 즉, 개인파산사건의 경우에는 파산신청부터 파산선고까지 30일 이내,
파산신청부터 면책결정까지 134일 이내, 개인회생사건의 경우에는 개
인회생신청부터 변제계획 인가결정까지 4개월 이내의 기간을 지키도록

목표 등 통일적인 기준을 설정하도록 하고, 지방법원별 신청건수에 비례한
전담인력의 고른 배치, 파산관재인·개인회생위원 등 전문인력 확충·보강,
도산전문법관제 및 법원공무원 도산직렬제 도입 등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제반여건도 함께 갖출 것을 제안함.
○ 아울러 개인도산제도의 활성화라는 측면에서는 면책인용률·변제계획 인가
율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면책인용률·변제계획 인가율
목표를 전체적으로 상향되는 방향으로 설정할 것을 제안함.
□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개인파산제도 및 개인회생제도의 개선방안들은 당장
정책이나 실무에 활용하기 위한 하나의 길잡이에 불과하고, 이러한 개선방
안들이 효용성을 가지고 현실적이고 실효적인 개인파산제도 및 개인회생제
도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법원 또는 정책입안자들이 채무자들의 현황, 사

할 것을 제안함.
- 다만, 특성상 절차가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다음과 같은 사건들에 대해
서는 예외를 인정해 주어야 할 것임.
- 개인파산사건에 있어서는 ① 환가할 재산이 복잡한 경우, ② 파산채권
존부에 관한 소송이 확정될 때까지 배당을 못하는 경우 ③ 부인권을 행
사한 경우, ④ 면책불허가 사유 존부에 관한 조사 등의 문제가 있는 경

회·경제의 변동과 그 영향, 개선방안의 실효성 등에 대한 꾸준한 실증연구를
통해 개선방안 내지는 제도를 업데이트할 필요가 있음.
○ 개인파산 사건이나 개인회생 사건의 경우 법원이나 정부가 아닌 민간이
직접 실증연구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고, 이것이 본
연구의 한계이기도 함.
○ 더욱 풍부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법원이나 정

우
- 개인회생사건에 있어서는 ① 채무자가 주장하는 소득을 신뢰할 수 없는
경우, ② 채무자가 주장하는 생계비를 신뢰할 수 없는 경우, ③ 개인채

부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나 자료 등을 활용하여 다시 한번 검증하는 절차
를 거칠 것을 당부하는 바임.
□ 서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주의할 점은 개인파산·개인회생제도를 활성화한

무를 다액 주장하는 경우
○ 구체적인 처리 기간 및 운영에 관하여 법원 전체 차원의 실무기준 내지 지
침을 만들어 준수하도록 하고, 지방법원별 신청건수에 비례한 전담인력의
고른 배치, 파산관재인·개인회생위원 등 전문인력 확충·보강, 도산전문법
관제 및 법원공무원 도산직렬제 도입 등 지방법원별 처리 속도의 편차를
줄이기 위한 제반여건도 함께 갖출 것을 제안함.
○ 아울러 법원의 개인파산·개인회생 시스템의 노후화와 비효율성이 처리지
연의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개인파산·개인회생 시스템을 조속히 개선할

다는 의미가 채권자 보호를 등한시하고 채무자만을 보호한다는 의미로 이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임.
□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이 필요한 사람이 제도를 외면하는 현재의 상황을 개
선하여 개인도산제도의 본래 목적인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
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재기·갱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
한 것임을 간과하지 말아야 함.
□ 본 연구를 토대로 현행 개인파산제도 및 개인회생제도의 정비를 통해 채무
자들이 개인파산제도 및 개인회생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여 과도한 부채를 해

것을 주장함.
□ 각 지방법원 간 개인파산 면책인용율·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율 격차

소하고 사회로 복귀함으로써 우리나라 경제의 선순환과 활력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봄.

○ 특정 지역의 채무자가 다른 지역의 채무자보다 불성실하다고 볼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각 지방법원 간 개인파산 면책인용률·개인회생 변제계
획 인가율의 격차가 크다는 점은 문제가 되고 있음.
○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법원 전체 차원에서 면책인용률·변제계획 인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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