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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porate Insolvency and Governance Act 2020 - Reforming the UK’s Insolvency 
Landscape in response to COVID-19 (PART 1) 
 

2020년 6월 26일 기업 파산 및 행정법(The Corporate Insolvency and Governance Act)이 제정되었습니다. 영국 의회는 코로나 바이

러스 대유행의 영향을 받고 있는 대다수의 기업들을 돕기 위해 기업 파산 절차에 대한 개혁을 서둘러 진행하였습니다. 

 

이 법안을 통하여 일시적 또는 영구적인 조치들이 도입 되었습니다. 총 2부에 걸쳐 새롭게 도입된 영구적인 조치들에 대해 알아볼 

예정이며 오늘 뉴스레터는 연재물의 1부입니다. 

 

영구적 조치 

• 집행 조치에 대한 새로운 집행유예 정책 

• 새로운 구조조정 계획 절차 

• 파산관련 용역업체 계약 조항의 무력화 

 

New Moratorium 

이 법안에는 고군분투하는 기업들이 기업 회생 및 구조조정을 시도할 시간을 벌 수 있도록 집행 유예(moratorium -국가 공권력으

로 일정기간 채무의 이행을 연기 또는 유예하는 일) 조치가 도입되었습니다. 집행 유예 정책이 시행되는 동안 기업들은 기존과 동

일하게 사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음 항목들을 법원에 제출하여 집행 유예 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회사 이사진이 집행 유예를 요청한다는 문서 

•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 및 감시하는 파산 실무자의 성명서 

• 회사가 채무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그러할 가능성이 높다는 회사 이사진의 성명서 

• 회사가 집행 유예 정책을 적용할 만한 조건을 충족하며 이 정책을 통해 회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문가의 견해가 담긴 성명서 

 

집행 유예 정책은 해당 회사가 채권자에 의해 파산 요청 신청을 받았거나 (winding-up 

petition) 외국 법인(overseas company)를 제외하고는 법원 판결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법을 통해 기본적으로 20일(영업일 기준)을 유예할 수 있으며 채권자의 동의 없이 추가로 

20일을 연장 혹은 채권자 동의 또는 법원의 판결 아래 최대 1년까지 유예기간이 제공됩니다. 

 

중요한 조건으로 채권자 및 기타 대출 기관이 파산 또는 기타 법적 절차를 시작할 수 없으며

임대주는 임대물을 몰수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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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구조조정 절차 

이번 개정은 2006년에 발표된 Part 26A of the Companies Act가 명시하고 있는 영국의 기업 파산 및 구조조정 프레임워크에 새로운 

방법이 도입하였습니다. 영국에서 사용되는 기존 채권자 협력 절차에 추가적으로 이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구조조정 절차에 대한 핵심사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파산관련 용역업체 계약 조항의 무력화 

이 법 개정으로 “상품 또는 서비스 공급을 위한” 계약 관련 공급 업체의 권리를 무력화할 수 있는 범위가 확장됩니다(즉, 공급 업체

의 권리가 제한됩니다). 이러한 법 개정은 공급 업체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또는 회사가 

관련된 파산 절차 대상이 되었을 때 “효력을 감소시킬” 수 있는 조항에 대해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법 개정의 목적은 기업에게 공급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보호하여 거래의 지속성을 도모하고 회생 가능성을 높이는 것입니

다. 

 

Contact Us 

오늘 주제와 관련하여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저희 소송 및 분쟁 해결팀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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