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시장적 구조조정을 위한
정부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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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상장기업 구조조정 현황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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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개념 및 분석자료
 구조조정 절차는 워크아웃(자율협약 포함)과 법정관리(회생절차)로 나뉨
• 2006. 3 이후 통합도산법 시행에 따라 기존의 화의와 회사정리가 법정관리
(회생절차)로 통합됨
 분석 대상 : 2006.9~2016.9에 구조조정을 실시한
KOSPI & KOSDAQ 상장 기업
 자료 출처 : KISVALUE 구조조정 데이터 + DART 공시보고서(구조조정 개시
일, 종료일, 주채권은행 참조)
 재벌 = 구조조정 개시 최초연도에 재벌 소속인 기업
Ex) STX중공업(2013년 이후 재벌에서 제외) : 2016년에 구조조정 절차를 시
작하여 비재벌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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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결과
 구조조정 결과는 중단, 종결 및 진행으로 나뉨
•

구조조정의 중단은 워크아웃의 중단, 회생절차의 폐지와 회생계획 불인가 의미.
또한 중단 이후 기업은 일반적으로
- 다시 구조조정에 진입하거나(재진입),
- 파산절차를 밟음

*이외에 연합자산관리주식회사(UAMCO)에 협약채권을 매각하고 구조조정을 중단하거
나, 일단 중단 후 자체적으로 재무구조개선과 경영정상화를 진행

구조조정의 종결은 중단과 달리 구조조정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회생한 경우
- 워크아웃의 경우 졸업, 법정관리의 경우 종결로 지칭
• 중단/종결되지 않은 경우 진행중인 것으로 산정
•

•

중단 이후 재진입의 경우
-워크아웃 중단 이후 2차 워크아웃, 워크아웃 중단 이후 회생절차 개시, 회생
절차 중단 이후 2차 회생절차 실시의 세 가지 경우로 나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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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기업 구조조정 개시 현황
상장기업 = 2006년 이후 구조조
정을 개시한 최초연도에 상장이 되
어 있는 기업*
*구조조정 개시연도에 상장이 폐
지된 경우 상장폐지일과 구조조정
개시일을 비교함
** 구조조정<(워크아웃+법정관리)
인 이유는 구조조정을 반복해서 진
행한 기업이 있기 때문임

상장기업(2006~2016)
전체

재벌

비재벌

구조조정

83**

16**

67**

워크아웃

37

9

28

법정관리

52

9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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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구조조정 진행현황
 진행율 = 해당연도에 구조조정 절차 진행중인 상장사수 / 전체 상장사수
* 재벌의 진행율 = 해당연도에 진행 중인 재벌 상장사수 / 전체 재벌 상장사수
상장기업(개수, 진행율)
연도

전체

재벌

비재벌

2006

1

0.06%

0

0%

1

0.07%

2007

1

0.06%

0

0%

1

0.06%

2008

7

0.38%

0

0%

7

0.44%

2009

9

0.49%

1

0.56%

8

0.48%

2010

22

1.18%

4

2.07%

18

1.07%

2011

23

1.20%

6

2.82%

17

0.99%

2012

35

1.82%

8

3.49%

27

1.60%

2013

43

2.23%

13

5.22%

30

1.78%

2014

48

2.39%

14

6.42%

34

1.90%

2015

49

2.36%

14

6.79%

35

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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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의 종결
 절차별 종결율 비교

상장
전체

재벌

비재벌

구조조정 종결*

44

8

36

종결율***

71%

57%

75%

워크아웃 종결

15

2

13

종결율

47%

25%

54%

법정관리 종결

29

6

23

종결율

83%

86%

82%

• 법정관리의 종결율이 워크아웃에 비
해 현저히 높음

 재벌 / 비재벌 간 종결율 비교
• 재벌은 비재벌에 비해 워크아웃 종
결율이 현저히 낮음
• 법정관리 종결율은 재벌/비재벌 간
유사하게 나타남

*구조조정 종결 = 워크아웃 졸업 + 법정관리 종결
**구조조정 종결 평균기간이 약 2년임을 감안, 06. 9 ~ 14. 8에 구조조정 개시된 경우만 산정
***종결율 = 구조조정을 개시한 기업 중 구조조정이 종결된 기업의 비율

8

구조조정의 중단
상장

절차별 중단율 비교

전체

재벌

비재벌

구조조정 중단

9

2

7

중단율

15%

14%

15%

워크아웃 중단

6

2

4

중단율

19%

25%

17%

법정관리 중단

3

0

3

중단율

9%

0%

10%

• 재벌은 비재벌에 비해 워크아웃
중단율이 높음
• 재벌/비재벌 모두 워크아웃은 법
정관리에 비해 중단율이 현저히
높음
• 법정관리가 최후의 구조조정 절
차의 의미를 지님을 반영

*구조조정 중단 = 워크아웃 중단 + 법정관리 중단(=회생계획불인가 + 회생절차폐지)
**중단율은 2006.9~2014.8에 구조조정을 개시한 기업 중 구조조정을 중단한 기업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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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평균기간(일)
절차별 평균기간

상장
전체

재벌

비재벌

구조조정

710

1048

631

• 구조조정의 평균기간은 약 2년
• 워크아웃의 평균기간이 법정관리에
비해 1년 이상 긺

워크아웃

982

1998

847

재벌의 평균기간

541

• 재벌의 경우 비재벌에 비해 평균기
간이 항상 긺
• 특히 워크아웃의 경우 재벌과 비재
벌 사이에 약 3년의 차이가 있음

법정관리

578

731

*평균기간: 구조조정이 종결된 경우의 평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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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채권은행과 워크아웃
주채권은행별 워크아웃 현황
주채권은행

개시회수 졸업율(종결)

중단율

재벌

비재벌

재벌 비율

국책은행

12

17%

25%

3

9

25%

특수은행

6

17%

33%

5

1

83%

일반은행

11

82%

9%

0

11

0%

중소기업은행

2

100%

0%

0

2

0%

 졸업율 비교
• 국책은행과 특수은행은 일반은행에 비해 졸업율이 현저하게 낮음
• 중소기업은행은 상장기업에 대해 워크아웃을 2회 개시하여 모두 졸업

 주채권은행의 편중현상
• 일반은행과 중소기업은행의 경우 비재벌을 대상으로 공동관리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가 압도적으로 많음
• 반면 국책은행과 특수은행의 경우 재벌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음
• 성과의 차이가 현저한 은행들 간에 재벌/비재벌 간 편중이 분명하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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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책은행 주도의 구조조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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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은행 주도의 구조조정 절차
 부실 징후 기업에 국책은행 또는 특수은행이 주거래은행이 됨.
 기업 도산에 따른 실업발생과 기업 회생 가능성에 대한 낙관적
전망을 기초로 국책은행의 지원 확대.
 국책의 부실 대출로 인한 BIS 비율 하락을 공적자금을 통해 자
본을 확충해 보충해 줌.
 채무재조정 후, (1) 재벌총수는 경영권을 되찾거나 (2) 정부부주
도의 사업재편 후 경영권을 되찾거나, (3) 회생 불가능한 경우
파산 절차를 밟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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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X조선해양 사례
 2013년 4월 채권단이 STX조선을 자율협약 형태로 지원키로 결정했을 때, 우리·KEB
하나·신한은행 등 일반 시중은행 3곳은 지원 불가를 선언하고 채권단에서 빠져나감.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농협은행 등 국책은행과 특수은행은 채권단에 남아 자금지원
을 강행.
▫ 홍기택 당시 산업은행 회장은 서별관회의에서 당국에 손실보전과 면책 보장을 요
구. (연합뉴스, 2016.05.27.)
▫ STX조선해양 대출금 현황 (2016.05.25. 현재): 산업은행 (3조원), NH농협은행 (1.1
조원), 수출입은행 (1조원), 무역보험공사 (0.06조원), 기타은행 (0.7조원).
 지난해 진행한 정기 재실사에서 채권단은 "추가 리스크 부담 없이 회사 정상화를 추진
할 수 있다"며 "2016년 하반기까지 추가 신규자금 지원 없이 정상 운영되고 2017년부터
안정적인 영업이익을 낼 수 있다"고 평가하고 4천억원을 추가로 지원.
 STX조선은 2013년 4월 자율협약에 돌입한 이후 신규 자금지원만 4조5천억원을 지원
받고 38개월간 구조조정을 이어갔으나 2016년 5월 25일 법정관리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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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사례 (1)
 공적자금과 국책은행 지원 규모 6조5천억원
▫ 1998년 공적 자금 6,600억원 투입, 2000년 산은 자회사 편입 과정 11,700억원 출
자전환, 2015년 4조2천억원 지원
▫ 부채비율 2014년말 453%에서 2015년 말 7,308%로 급등

 2015년 10월, 산업은행 (2.6조)과 수출입은행 (1.6조원)이 자본 잠식 상태
인 대우조선해양에 4.2조원 지원 결정.
▫ 2016년 하반기까지 추가 지원 없이 정상운영, 2017년부터 안정적인 영업이익을
낼 것으로 분석했으나, 2016년 6월 추가 자구계획 제출.

 민간은행들이 조선사들의 여신건전성 분류를 정상에서 ‘요주의’로 변경(국
민, 신한), 추가 지원 불가능. 향후 조선사 여신지원은 산은·수은이 전적으로 맡
아야 함. 지원을 전담하지 않을 경우, 수주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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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사례 (2)
 2016년 6월 발표된 국책은행 자
본확충계획은 조선 3사 향후 3년
8조4천억원 자구계획안을 전제
로 작성된 것
▫ 자산매각이 계획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도 불투명한 상태이고, 더
중요한 것은 향후 3년간 수주 전
망이 비현실적

 지난 3월 말 현재 산업은행의 국
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14.6%, 수출입은행은 9.9%다. 여
기에 앞으로 적용될 바젤Ⅲ 기준
등을 고려해 산업은행은 13%, 수
출입은행은 10.5%를 맞추는 것
으로 소요재원을 추정한 결과 5
조∼8조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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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사례 (3)
 2016년 10월, 대우조선해양의 올해 주주 예상을 약 7조원 (62억 달러)에서
3.1조원 (28억 달러)로 수정.
 10월 31일 발표된 조선업 구조조정 안
▫

2020년까지 250척 이상 7조원 규모 공공선박 발주

▫

3.7조원 규모의 선박펀드 조성해 2020년까지 75척 이상 선박 발주 지원

▫

여객선 신규 건조시 대출상환기간 연장, 담보인정비율 상향 지원, 대출이자의 2.5% 이자 보전
사업 등 금융지원

 대우조선해양은 상장폐지 위기.
▫

3조원 정도의 자본 확충이 필요한 상태로, 2015년 10월 발표된 수은 지원금 1.6조원의 일부
를 출자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 대두.

▫

11월 1일 1.6조원 규모의 영구채 매입 형식으로 출자한다는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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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추가 지원 배경
 대우조선해양은 4월 21일 4천400억원을 시작으로 내년까지 회사채 1조5천억
원을 갚아야 함.
 2015년 중순 5조원대 분식회계가 드러난 후 국책은행의 자금 지원·출자전환을
통해 7조원 이상이 수혈됐지만, 수주 절벽이 길어지면서 회사 자금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음.
 산업은행은 대우조선이 당장 도산하면 국가 경제적 비용이 59조원 발생한다면
서 회사를 살려두면 도산 시 파급 효과를 26조원(2020년 말 기준)으로 줄일 수
있다고 주장.
•

이미 수주해 짓고 있는 배 110여척의 계약 취소와 대우조선에 딸린 근로자 5만명의 실직,
협력업체 도산 등을 가정한 금액.

 정부와 산은은 대우조선의 부실을 초래한 저가 수주 선박이 70% 이상 인도되
는 2018년까지 회사를 살려둔 뒤 인수·합병(M&A)을 시도할 계획.
•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대우조선의 주인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회사 매출 규모를 지금
의 절반인 6조∼7조원 수준으로 줄여 단단하고 건실한 회사로 만든 후 매각도 가능할 것
으로 본다"고 밝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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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추가 지원 (1)
 대우조선의 최대주주이자 주채
권은행인 산업은행은 2017년 3
월 23일에 ‘대우조선 구조조
정 추진 방안’을 밝힘
• 채무조정 : 2조 9천억은 출자전
환, 나머지 9천억은 만기를 3-5
년 연장하고 이자는 연 1%로
대폭 낮춤.
• 신규자금 투입 : 국책은행이 신
규자금 2조 9천억원을 추가 투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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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추가 지원 (2)
 채무재조정 방안을 보면, 손실부담은 ‘국책은행>시중은행>
사채권자’ 순서로 큼
•
•

채무 재조정에 실패할 경우 채권단은 대우조선을 워크아웃과 법정관리
를 결합한 새로운 기업회생 방식인 ‘프리패키지드 플랜(Pre-packaged
plan, P플랜) 실행
P플랜에 들어가는 기업은 일단 워크아웃을 신청하고, 채권단 주도로 신
규자금 지원 방안, 채무 조정안 등을 포함한 기업의 회생 계획안을 만들
어 기업을 법정관리에 보낸 뒤, 법원이 채무조정을 마무리하고 법정관리
를 종결하면 채권단은 기업을 다시 워크아웃 절차로 되돌려 놓고 신규
자금 지원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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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추가 지원의 문제점
 더 큰 손해를 피하기 위한 결정이라는 주장에 대한 반론 제기
• 산업통상자원부 내부 문건은 대우조선이 법정관리에 들어갈 경우 전체
손실 규모를 11조2000억~17조6000억원으로 추정.
• 건조가 상당히 진행된 선박은 발주 취소와 상관없이 추가 비용을 투입
해 완성한 뒤 매각하면 기존에 투입된 비용(32조원) 이상을 회수할 수
있다는 것.
• 대우조선에 자금을 지원해 선박을 완성해 팔면 최소 6조4000억원을 추
가로 회수해 금융권 피해액을 8조4000억~14조8000억원으로 줄일 수
있다는 것.
• 금융위는 대우조선 도산 시 최소 5만명 이상의 대규모 실업으로 2조
8000억원(연간 인건비)의 손실이 발생한다고 주장했으나, 산자부는 '회
생형 법정관리'로 진행하면 대규모 실업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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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외사례의 분석-GM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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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파산법
 총 9개 장으로 구성된 미국연방파산법 중 기업의 구조조정과정에
이용되는 조항은
• 제7장 청산(Liquidation)
• 제11장 회생(Reorganization) 절차
세부 내용 및 특징
-채무자의 재산을 청산하여 채권자에게 배분하는 청산절차
제7장

(Liquidation)
-우리나라의 파산절차와 내용이 거의 유사
-일반적인 기업정상화절차(Reorganization) : 채무자(DIP, debtor

제11장

in possession)가 이해관계자의 동의와 법원의 인가를 받은 재건
계획에 따라 갱생을 도모하는 절차
-각국의 기업재건절차의 성립 또는 개정에 많은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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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장 중 Section 363에 의한 자산매각
 미국 연방 파산법 상 제11장의 자산매각 방법에는
•

(1) 제363조에 의한 매각, (2) 일반적인 회생절차상 회생계획안에 따른
매각, (3) 인가 후 청산과정상의 매각이 있음.

•

GM은 (1) Section 363에 근거하여 자산을 조기 매각하는 내용
으로 제11장 절차 신청

- 제363조에 의한 매각은 Chrysler와 GM의 파산절차상 자산매각에 활용됨
- 회생계획안에 대한 채권자의 동의 및 확정 이전에 법원 승인을 얻어 자산
을 매각할 수 있어 파산기업의 구조조정에 필요한 시간과 노력이 획기적으
로 단축될 수 있음.
- 특히 매각절차상에서 회사의 주요재산을 파산재단에서 분리하여 New Co.
의 형태로 설립할 수 있어 기업의 회생을 조속히 실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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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의 구조조정 과정(1)
1) GM Ch11 신청 전
• 2008년 11월 GM이 부시 행정부에 자금지원 요청하여 TARP기금*으로 134억
달러 받으면서 가시화

* Troubled Asset Relief Program : 2008 금 융 위 기 로 인 해 어 려 워 진 금 융 분 야 에
긴급자금을 지원할 수 있게 재무부에서 만든 한시적 프로그램

• 2009년 오바마 행정부의 구조조정 전문가로 이루어진 Auto Task Force가
전권을 부여받고 구조조정 추진
• GM은 09년 2월 자구책 제출했으나 경영진, 주주 및 채권단의 희생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한 오바마 대통령에 의해 반려
• 09년 6월 주요 이해관계자간 합의가 이루어져 Auto Task Force는 GM이 New
GM이라는 클린컴퍼니 회사로 재출발할 수 있도록 법적 구조조정방식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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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의 구조조정 과정(2)
2) GM Ch11 신청 이후
• Old GM의 자산을 매수하기 위해 New GM이란 신설 법인 설립.

- New GM은 미재무부 60.8%, 캐나다 정부 11.7%, 새로운 VEBA가 보유한
보통주 및 우선주 17.5%, Old GM 10%로 구성
- 미국 재무부는 TARP기금을 통하여 GM에 총 507억달러 지원. 캐나다 정부 및
GM캐나다가 위치한 온타리오주정부도 127억달러 지원

•

Old GM에 남은 자산은 비핵심자산, New GM의 지분 10%, 추가적인
지분 15%에 대한 주식매수권 등

- New GM으로 인계되지 않은 담보채권자 및 무담보 채권자에게 배당됨.
- 또한 Old GM에 대하여 미국 재무부는 ‘경영손실에 대한 책임분담’ 원칙에 따라
CEO 및 이사회 절반 이상을 교체하였고, 기존 주주의 주식을 감자

•

한편, 구조조정 과정에서 GM은 자구책을 발표하고 추진

- 핵심브랜드에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수익성 강화를 위해 공장 축소 및 인원 감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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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전후한 GM의 변화
 GM은 구조조정 이후 2010년부터 흑자 전환.
- 브랜드 개수 축소에 따라 매출액 자체는 감소했으나, 영업이익률
과 당기순이익률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개선. 재무건전
성에서도 자본잠식에서 벗어나며 부채비율이 273.8%까지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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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 구조조정의 성공 요인
 첫째, 정상화방안에 대한 빠른 결정과 이를 수행하는 주체에게 면책권 부여.
- 특정 산업 혹은 회사 살리는 것에 대한 반대여론, TARP 사용에 대한 정당성
우려 많았음
- 외부 구조조정 전문가로 구성된 Auto Task Force에 전적인 권한 부여하고 단
시간 안에 강도 높은 자구책 이끌어내어 반대여론 일축. 구조조정 담당 재무부
관료들에게 면책권 부여하여 신속한 결정 보장.
 둘째, 사전조정제도(Prepackaged Ch 11) 통해 신속한 구조조정 이끌어 냄.
- 법정관리절차가 수개월 이상 소요됨에 반해 GM은 39일만에 구조조정 완료
 셋째, 공적영역에서 법적 절차 개시 이후에도 지속적인 뒷받침으로 정상궤
도로 올려놓은 시간 축소
- 법적 절차 개시 이후 시장에서의 불안심리가 확대되지 않도록 신뢰 유지 및
GM자동차 품질보증에 대한 보증방안 발표 등의 다양한 지원책 펼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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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 구조조정의 일반적 평가
 GM 파산 시 개인들이 감당해야 할 피해를 각국 정부에서 사회적
비용으로 흡수
• 미국정부는 GM 구조조정 과정에서 682억 달러 지원, 593억 달러 회수.
• 캐나다정부는 127억 달러 지원, 47억 달러 회수. GM으로부터 7년간 22
억 달러의 신규투자 받기로 함.
 정부의 자금 회수율은 높지 않았으나 GM의 파산에 따라 발생할 실업,
경기침체, 부품회사·딜러와 금융회사 등에 미칠 2차 충격 등의 사회적·경
제적 파급효과 방지
•

GM은 정상화에 성공. 2009년 이후 37만 개의 새 일자리가 창출된 것으
로 추정 : 미국정부의 구조조정이 성공적이었다는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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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 구조조정의 쟁점-일자리 측면
1) 긍정적 평가

• 회사들 붕괴 시 대략 110만개의 일자리가 없어졌을 것(The Congressional
Oversight Panel (2009))

• 청산과정을 거치게 되었다면 단기 일자리까지 고려한 실직자의 수는 250만에
서 330만개에 이를 수 있었음(Zandi 2008; Cole et al. 2008; Scott 2008).
• 대량 실업의 발생은 정부에게 또 다른 큰 비용을 가져다 주었을 수 있음 ; 실업
자에 대하여 정부가 지불하여야 했던 안전망, 의료서비스나 보건, 실업보험과
그 외 프로그램들에 소요되는 비용 등

2) 부정적 평가 : GM과 크라이슬러를 살린 것이 타당한지 의문

• 일본이 ‘잃어버린 10년’을 경험한 것을 알고 있듯이 회생할 가능성이 없는 소위
좀비기업들(zombie firms)을 지원하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님.
• 자동차 산업의 경우 다른 산업과 비교하여 높은 자본집약적 산업이기에, 오히
려 그 돈을 다른 산업에 투자하여 더 높은 고용창출 효과를 거둘 수도 있음.
• 당시 공공여론조사의 결과에서 대다수는 자동차 회사들을 포함하여 어떤 기업
들에 대하여도 긴급구제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크게 나타났다는 점도 주목할 만
함. (Austan D. Goolsbee and Alan B. Krue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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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1)-시장경제, 대마불사, 도덕적 해이의 관점
 GM사태의 최대 문제점은 미국이 Bail out이 만연한 나라로 나아
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
• 국민의 세금을 투입하는 것이 나은지, 파산을 시키는 것이 나은지는 기업
의 상태가 어떤지에 달려 있음.
-

기업의 문제가 구조적인 문제이며 장기적으로 회복 힘들다면 국민의 혈세를 낭비할
수 있음

• 규모가 큰 기업들은 망하지 않는다는 대마불사에 의한 도적적 해이 역시
문제 될 수 있음
-

GM 사태와 관련하여 정부는 어떤 기업들을 살리고 살리지 않을 것인지를 결정하여
대마불사(Too big to fail)의 관점에서 접근. 올바른 답은 모두를 살리는 것이 아니며
인적자본과 물적 자본은 사양 산업에서 더욱 생산적인 영역으로 이동하여야 함.

• GM의 경영진을 제외한 어느 누구도 회사의 재건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
서의 현금의 투입과 회사부채의 탕감은 올바른 해결책 아님. 국민의 세금
을 가지고 정치인들이 금융지원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
기 때문(Excerpt from The Problem with Bailout by Ed Glasser at the boston
Globe(june 5,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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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2)-미국 정부의 소유권 획득과 변화
 TARP 자금 투입하여 정부가 지분을 가지게 됨으로써 경영에 간섭할 수 있다
는 비판.
•
•
•

오바마 대통령이 강조한대로 정부가 60%의 지분을 갖고도 경영에 간섭하지 않을 수 있
을지에 대해 논란 발생.
구조조정이 끝난 이후 정부는 다양한 방법(대규모 주식공모, 주식시장에서의 판매) 등을
동원하여 소유권을 버리고자 노력.
2013년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오바마 행정부의 GM에 대한 소유권의 변화는 실제 다음과
같이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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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3)- TARP 통한 자금지원
(1)Ch 11 신청 전 자금지원과 파산을 통한 재건절차 사이의 논란
(bailout VS bankruptcy)

• 결국 GM에 대한 해법은 Ch 11에서 파산을 통한 재건으로 가게 되었으
나 이전에 TARP 통한 자금지원 정당성에 대해 많은 비판 존재.
• Ch11하에서는 채권자, 주주, 경영진이 경영악화의 일차 책임을 지는 반
면, 정부의 자금지원은 세금을 내는 국민들과 국가가 위험을 감당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음.

(2) TARP자금을 이후에 회수하였는지에 대한 문제도 중요.

• 미국정부가 502억 달러의 지원금을 모두 회수하기 위해서는 2013년
기준 GM의 주가가 80달러에 이르러야 함
• 하지만 이 주가는 기존의 미국정부가 GM주식을 처분하였을 때의 2배
혹은 3배에 가까운 주식가치에 해당하는 금액. 따라서 GM의 재건계획이
성공하며 세계 자동차 시장의 상황이 나아져야 투입되었던 공적 자금을
모두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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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4)-지원기업 선택의 문제
 문제가 되었던 또 하나의 사안은 GM과 크라이슬러 모두에 대한 지원을 하였어
야 하는지 여부.
• 크라이슬러에 대한 정부 자금지원의 경우 많은 걱정과 문제가 있었기 때문
-

-

첫째, 미국 자동차 시장의 판매량은 2006년 1650만대→ 2009년 950만대로 급감. 크라이슬
러와 GM의 시장점유율 계속 하락. 장기적으로 두 기업 모두가 생존하기 위해 충분한 수요
가 확보될 것인지 불투명했고, 디트로이트의 3회사를 모두 살리게 된다면 낮은 수요는 그
들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는 상황.
둘째, 자동차 산업에서 수요의 탄력성에 관한 연구는 크라이슬러를 구매하였던 소비자들
이 점차 포드와 GM으로 옮겨가고 있다고 했음.
셋째, 크라이슬러의 경우 과거 두 번의 자금지원과 재건과정을 거쳤으나 그리 성공적이지
못하였다는 평가 받고 있음
특히 이 자금을 보다 덜 자본집약적인 산업에 투입하여 많은 일자리를 살릴 수도 있었으며
크라이슬러의 청산이 시스템 위험을 가져오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 많았음

• 하지만 결국 정부의 자금지원은 크라이슬러와 GM 모두에게 투입되게 되었으며,
이러한 판단을 두고 논란이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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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책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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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구조조정 방식 유지론에 대한 비판
 현행 방식 유지 및 보완에 대한 주장
▫ 자본시장이 발달하지 않았고, 법원 주도의 회생 및 청산 절차도 신뢰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국책은행 중심의 구조조정은 과도기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불가피.
▫ 국책은행의 지배구조나 평가 방식 변경으로 도덕적 해이 최소화.

 주장의 문제점
▫ 현행 방식의 유지가 자본시장과 법원주도 회생절차의 미발달이라는 악순환을 초
래함.
▫ 국책은행의 지배구조나 평가 방식 변경이 도덕적 해이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움은 지난 20년간 공기업 경영평가 결과가 보여주며, 오히려 정부의 국책은행
에 대한 통제와 관치금융만 심화시킬 수 있음.
▫ 관치금융과 국책은행 감독에 책임이 있는 정부 관료에게 책임을 묻지 않음.
▫ 총수일가와 공기업 경영자들에게 적합한 책임을 물을 수도 없음.
▫ 기업 구조조정은 이제 본격적을 시작되는 시점이므로, 첫 단추를 바로 끼우는 게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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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역할 (1)
우선적으로,
▫ 국책은행과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하는 기업구조조정을 전면 중단.
▫ 국책은행과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회 조사를 통해 책임 규명.
▫ 국책은행의 도움 없이 더 이상 회생할 수 없는 기업에 대해서는 법원을
통한 회생 또는 청산 절차를 개시.
▫ 법원을 통한 회생 및 청산절차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청산 및
회생 전문법원 설립할 필요.

관치금융의 근절
▫ 국책은행들을 통한 관치금융, 정경유착의 고리를 끈기 위해서는 대기업
에 정책금융을 지원하는 국책은행이 없어져야 함. 산업은행과 수출입은
행은 정책금융공사로 축소∙통폐합해야 함.
▫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국의 폐지와 공적 자금 투입이 필요한 기업 구조
조정은 범정부 위원회에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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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역할 (2)
 정부는 실업대책 및 지역경제 안정화에 필요한 기금과 프로그램을 확
충에 재정 지출 확대 등 정책적 초점을 이동해야 함.
▫ 산업은행이 대주주인 대우해양조선의 경우, 노키아에서 시행했던 ‘브리짓 프로그램’
과 유사한 적극적이고 맞춤형 일자리 대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특별고용지원업종에서 발생하는 실직자들에게 실업급여 수급 기간 연장도 고려
▫ 정부는 지방정부와 협조관계를 구축해 지역경제 안정화 대책을 신속히 수립해야
함.

 주식 발행을 통한 자본 조달과 주식시장을 통한 경영 감시 및 기업 청
산이 제대로 작동하는 자본시장의 정상화가 필요
▫ 반복되는 기업 부실과 정부주도의 구조조정은 은행 대출과 회사채 발행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한국 재벌의 특성과 관련됨.
▫ 주식 발행을 통한 자본 조달을 유인하기 위해서는 적은 자본으로 비정상적 출자관계
를 이용해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의 해소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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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시장적 구조조정 (1)
 채권은행(채권단)과 기업의 자율협약
▫ 채권단은 기업청산 시 회수할 수 있는 채권 금액과 채권의 일부를 탕감
(채무재조정)해 줌으로써 기업이 정상화되어 미래에 회수할 수 있는 채
권금액을 비교해 자율협약에 임할 지 또는 기업청산을 요구할 지 결정.
▫ 경영자, 주주 등은 기업청산 시 잔여 가치와 채권단이 자율협약을 받아
들일 수 있는 수준의 감자나 사재출연 등의 비용을 차감한 기업 정상화
에 따른 순편익을 비교해, 자율협약에 임할 지 또는 기업청산을 요구할
지 결정.
▫ 노동자들도 기업청산 시 보장받을 수 있는 편익 (임금, 퇴직금, 실업급여
등)과 채권단이 자율협약을 받아드릴 수 있는 수준의 임금 삭감 등을 통
해 기업 정상화에 따른 순편익을 비교함.

 즉, 기업청산이라는 신뢰할 수 있는 위협(credible threat) 하에서,
이해당사자들의 의사결정은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결
정이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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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시장적 구조조정 (2)


기업청산 및 회생절차
▫ 기업이 청산 및 회생절차에 돌입할 때, 주주와 채권자 모두 기업 청산
가치를 극대화시킬 유인이 있음.
▫ 따라서 기업 청산 또는 회생 가치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경영자를 법원
이 선정하도록 함.
▫ 결국, 기업청산 또는 회생절차를 통한 사업재편은 효율적이게 됨.

 그러므로, 친시장적 구조조정 절차는
▫ 적대적 M&A 위협처럼 효율적 경영을 유인하는 시장기제이며,
▫ 경영실패에 대한 책임을 대주주, 주주, 채권자 순으로 지게 하며,
▫ 따라서 주주와 채권자의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는 방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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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기업 도산과 공적자금 지원
 “공적자금을 투입해서라도 기업의 도산은 막아야 한다”는 것은 잘못된
전제.
▫ 사양 산업 (falling industry)에 속한 기업들에게 구조조정의 명목으로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것은 재정자금의 낭비로 귀결.
▫ 사양 산업이 아닌 산업에서, 특정 기업의 실패는 더 효율적 기업이나 새로
운 진입기업이 대체됨.

 선진국의 경우 제조업에서 기업도산을 막기 위해 공적자금을 투입하
는 사례는 매우 예외적임.
▫ 노키아가 몰락할 때도 핀란드 정부는 공적자금을 투입하지 않았음.
▫ 2009년 미국의 GM 및 크라이슬러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은 매우 예외적.
▫ 일시적 유동성 위기가 경제위기로 전이 (systemic risk) 될 수 있는 은행
산업이나 보험산업이 아닌 이상 공적자금 투입을 정당화하기는 쉽지 않음.

41

공적자금 지원 방식


공적자금을 투입해야 할 경우에도, 공적자금 투자의 비
용과 사회적 편익(실업 및 조세 등에 대한 영향을 고려)
에 대한 계산이 필요
▫ 정부는 기존 기업 청산 후 새로운 기업에 출자
▫ 새로운 기업은 청산기업의 자산 및 고용 승계
▫ 새로운 기업에 전문경영인을 선임해 빠른 시기 안에 공적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사업재편을 실시하도록 성과연봉 계약
▫ 공적자금 투입에 대한 평가와 책임소재가 분명해짐

 2009년 미국의 GM 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 사례 참고


정부는 국책은행 재무구조조정과 사업구조조정 계획을 국회에 제
출하고 공적자금 출자 승인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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