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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의 기관 및 기구 

 

 

 

회생절차의 진행과정에서 관련되는 회생절차상의 기관 또는 기구는 관리위원회, 

조사위원, 관리인, 채권자협의회 등입니다. 이에 대하여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1) 관리위원회 

 

관리위원회는 법원의 지휘를 받아 관리인, 보전관리인, 조사위원, 간이조사위원, 

파산관재인, 회생위원, 국제도산관리인의 선임에 의견 제시, 선임된 관리인 등의 

업무수행의 적정성에 관한 감도 및 평가, 회생계획안 및 변제계획안에 대한 심사, 

채권자협의회의 구성과 채권자에 대한 정보 제공, 절차의 진행상황에 대한 평가, 관계인 

집회 및 채권자 집회와 관련되 업무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17조). 

관리위원의 임기는 3년이고 3인 이상 15인 이내로 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 등이 자격이 있는 자 등의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법 제16조). 

 

(2) 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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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인은 채무자의 업무수행권과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에 대하여 전속적인 권리를 

이전 받고(법 제89조), 회생계획안의 작성, 제출, 수행의 의무가 있고 이해관계인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갖는 독립된 제3자로 공적 수탁자이고 소송법상 

법정소송담당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회사 조직 등에 대한 활동은 제한되어, 자본 또는 

출자액의 감소 등의 행위와 정관 변경의 행위는 금지되거나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법 제55조). 또한 재산의 처분, 양수, 소의 제기, 권리의 포기, 공익채권 또는 

환취권의 승인 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법 

제61조). 

 

관리인은 법원이 관리위원회와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선임하는데, 개인인 

채무자나 개인이 아닌 채무자의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고(법 제74조 제2항), 

관리인이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채무자(개인이 아닌 경우는 그 대표자)는 

관리인으로 간주됩니다(법 제74조). 관리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고, 규정 등의 위반 등이 있는 때에는 그 관리인을 심문하여 

해임할 수 있습니다(법 제83조). 

 

(3) 채권자협의회 

 

관리위원회(또는 법원)은 회생절차개시신청이 있은 후에 채무자의 주요 채권자로 

구성되는 채권자협의회를 구성해야 합니다(법 제20조 제1항). 채권자협의회는 회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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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파산절차에 관한 의견의 제시 등의 행위를 할 수 있고(법 제21조), 법원은 이를 

위하여 회생절차의 신청에 관한 서류 등을 채권자협의회에 제공해야 합니다(법 제22조). 

 

(4) 조사위원 

 

법원은 필요한 경우에 채권자협의회 및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1인 또는 다수의 

조사위원을 선임하여(법 제87조 제1항), 재산가액의 평가, 재산목록 및 대차대의 작성 

등의 사항(법 제90조 내지 제92조)을 조사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법 제87조 

제3항). 소액영업소득자에 대한 간이회생절차에서는 간이조사위원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법 제239조의7). 

 

정회목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