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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rcial Update – Directors’ Duties and Insolvency 

지난 번 이사의 직무에 대한 뉴스레터에서는 개인 유한회사에서의 이사의 일반적인 업무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

는 회사가 파산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회사에서의 이사의 의무에 중점을 두고 논의하겠습니다. 

지불 능력이 있는 회사일 경우 이사는 회사의 주주에게 의무를 지게 됩니다. 그러나 회사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파산할 가능

성이 높은 경우, 이사의 의무는 주주에게서 채권자에게로 옮겨지게 됩니다.  이사의 의무 대상이 바뀌는 시점은 의무와 부채의 변화

를 나타내며, 어떤 것이라도 위반할 경우 개인의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전환이 일어날 때 누

가, 어디까지의 책임을 지어야 하는지 명확히 선을 긋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는 이사들이 파산을 이해하고 위험요소가 무엇

인지 알고 있어야 가능한 빨리 개인 책임의 위험을 면할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파산에 대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두 가지 테스트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사 자산의 가치가 현재, 미래 및 잠정적인 부채보다 적거나 (대차대조표 테스트); 

2. 회사가 공급업체의 송장, 다른 회사와의 부채 또는 세금과 같은 채무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지를 판단합니다. 이 테스트는 회사가 £ 750를 초과하는 부채에 대한 법정 요구를 

준수하지 않거나 법정 판결에 의한 채무가 충족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됩니다. (현금 흐

름 테스트). 

회사가 위의 테스트 중 하나를 충족하거나 그럴 것이라고 예측되는 경우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

여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법정에서 부정거래, 사기거래 또는 이사의 부당행위를 발견되지 않았

거나 이사가 사기행위에 연루된 것으로 판명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이사는 회사의 부채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지만, 이 경우에는 

더 큰 비용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이사가 개인 책임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잠재적인 문제를 조기에 파악할 수 있도록 회사의 재무를 면밀히 모니터링하십시오. 

  정기적으로 이사회를 열고, 의사결정 사항 및 추론을 철저히 기록화하고, 효과적인 신용관리 시스템을 정립하십시오.  

  위험요소가 발견되면 이사회와 함께 회사가 모든 채무를 납부할 수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이사가 가지는 책임과 잠정적인 거래 상황에 대해 적절한 조언자로부터 자문을 받으십시오. 

  보험이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이사와 임원들과 함께 부채보험에 가입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이사들이 회사의 재무상태를 항상 인식하여 상태가 악화될 경우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

야 한다는 것입니다. 

If you would like further advice in relation to this issue or further information about our 
compliance services please contact the Commercial team at 3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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