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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자동차산업의 구제조치 과정
(2008~2009년)과 시사점
- 제도와 의사결정 과정을 중심으로 -

요

약

미국의 자동차산업 구제조치(bailout) 사례는 우리나라의 부실기업 구조조정 문제와 관련하여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제도적 측면에서는 Pre-packged bankruptcy 방식과 Chapter
11의 Section 363을 활용하여 GM과 크라이슬러의 파산보호 절차를 각각 40여일 만에 종료
할 수 있었다. 제도적 측면에서 주목해야 할 또 다른 부분은 미 재무부에 대한 폭 넓은 재량권
부여와 구조조정 집행 공무원의 면책 관련 사항이다. 구조조정의 의사결정 관련 시사점으로는
먼저, 대통령이 책임을 지고 최종 의사결정을 내린 점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최악의
시장상황에서도 기업의 독자적인 생존이 가능하도록 철저하게 구조조정을 추진하였다. 셋째,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회생을 위해서는 유능한 CEO 선임과 독립적이고 강력한 이사회의 구성
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포드는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이전에 예방적 조치를 취하고 구조조
정 노력을 기울여 정부의 지원 없이도 글로벌 금융위기의 파고를 헤쳐 나갔다. 포드 사례는 사
후적 구조조정보다는 자발적이고 선제적인 구조조정이 사회적 비용의 지불 없이도 기업의 생
존가능성과 경쟁력을 높여주는 지름길임을 일깨워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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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2007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서 시작된 글
로벌 금융위기의 극복과정에서 미국정부는 실업

미자동차노조(UAW)측에 유리하게 조정이 이루
어졌다는 비판도 강하게 제기되었다.

문제 해결, 경기침체 악화 방지 등을 이유로 GM

미국 자동차산업 구제조치에 대한 비판적 주

과 크라이슬러에 대해서 총 800억 달러 규모의 구

장은 미국의 자동차산업이 본격적으로 회생조짐

제금융을 지원하였다. 당시 미국정부는 구제금융

을 보인 2011년 이후 세가 약화된 것으로 보인다.

의 제공 대가로 양사에 대한 강력한 구조조정을

1995년 이후 하락추세를 보이던 디트로이트 자동

주도하였다.

차 3사의 미국 시장점유율은 2009년 43.7%로 저

글로벌 금융위기 시 추진된 미국 자동차산업의

점을 찍은 후 2011년 전년대비 2%포인트 증가한

구제금융에 대해서는 당시 많은 비판이 제기되기

47%를 기록하였다. 2016년 1월 디트로이트 모터

도 했었다. 정부가 민간 영역에 개입해서는 안되

쇼를 방문한 오바마 당시 대통령은 자신의 2009

며 자동차산업에 대한 지원은 나쁜 선례가 될 수

년 자동차산업 구제조치가 성공적이었으며 구제

있다는 것이 주된 반대 논거였다. 특히 구제금융

조치 이후 자동차산업에서 64만개의 일자리가 창

에 활용된 미국 재무부의 부실자산구제프로그램

출되었다고 자평하였다.

(TARP : Trouble Asset Relief Program)이 본래 금

Goolsbee & Krueger(2015)1)는 미국 자동차산

융기관 구제를 위해 마련된 것이어서 이를 제조업

업에 대한 구제조치와 구조조정 과정을 회고하는

인 자동차산업의 구제에 활용하는 것은 위법하다
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그리고 미국정부의 주도
로 이해관계자들의 채무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전

1) A. Goolsbee & A. Krueger, “A Retrospective Look at Rescuing and
Restructuring General Motros and Chrysler”,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Spring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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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에서 GM과 크라이슬러가 단기간에 독자적

근해야 하는지에 대한 좋은 참고사례가 되기 때

인 생존이 가능하게 되고 미국 자동차산업이 미

문이다. 본고에서는 미국 자동차산업의 구제조치

국경제의 회복에 기대 이상으로 기여했다는 점에

전개과정을 살펴보고 활용된 제도 그리고 구제조

서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그러나

치 과정에서 주요 역할을 한 인사들의 시각과 접

이들은 미국 자동차산업 구제조치를 성공으로 이

근방식을 검토해보기로 한다. 주요 인사들의 시

끈 조건들이 미국 경제사적 시각에서 볼 때 매우

각과 접근방식은 이들의 저서2), 연설, 기고, 패널

독특하며 향후 이러한 조건들이 재현될 가능성은

토론 자료3) 등을 토대로 살펴본다.

희박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특이성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자동차산
업 구제조치 사례는 우리나라의 부실기업 구조조
정 문제와 관련하여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
다. 대마불사(‘too big to fail’)의 관점에서 정부가
구제금융을 제공하며 개입할 때 어떤 방식으로 접

2) Steven Rattner, Overhaul : An Insider's Account of the Obama
Administration’s Emergency Rescue of the Auto Industry, Marine
Books, 2011.
3) The Brookings Institution, “Recovery Road? An Assessment of the
Auto Bailout and the State of the U.S. Manufacturing,” “A Discussion
with Chrysler Chairman and CEO Sergio Marchionne and Larry Summers,” May 21, 2014.

2. 미국 자동차산업 구제조치의 전개 과정4)
(1) 글로벌 금융위기 발발 이전 자동차 3사의
상황

4)

다. 1990년대 중반 73%선이던 미국 자동차 3사의
미국 내 시장점유율(light vehicle 판매대수 기준)
은 2007년 50%선으로 크게 하락하였다.

1990년 중반 이후 외국계 자동차회사들이 연비

미국 자동차 3사는 퇴직자에게 주는 의료비, 연

우수 차종으로 미국 승용차 시장을 잠식함에 따라

금 등을 의미하는 소위 유산비용(legacy cost) 문

디트로이트 3사는 이윤이 높은 light truck 분야에

제가 큰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2000년대 초반부터

집중하는 전략을 취하였다. 그러나 2000년대 초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 왔다. 2006년

반 light truck 분야의 시장성장이 정체되면서 미

포드와 GM의 채권등급이 투자등급 이하로 하락

국 자동차 3사의 시장점유율은 급속히 하락하였

하면서 자동차산업의 문제가 언론에 크게 부각되
기 시작하였다. 2006년 포드와 GM은 UAW와 의

4) 여기서는 주로 다음 자료를 참고하였다. T. Klier & J. Rubenstein,
“Detroit back from the brink? Auto industry crisis and restructuring,
2008~2011”, Economic Perspectives, 2Q/2012, Federal Reserve
Bank of Chic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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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가운데 사정이 가장 좋지 않았던 포드는 2006

다. 2008년 12월 초 GM과 크라이슬러의 CEO들

년 9월 창사 이래 최초로 타사 출신 CEO를 영입

이 상하원 청문회에 다시 참석하여 긴급구제금융

하였고, 12월에는 거의 전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

을 요청했으나 상원의 벽을 통과하지 못하였다.

고 235억 달러의 유동성을 확보하였다.

하원은 자동차회사에 대출을 승인하는 법안을 마

2007년 미국 자동차 3사는 UAW와 새로운 노동

련하여 통과시켰으나6) 상원에서 하원법안이 투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퇴직직원에 대한

표에 상정되지 못함에 따라 동 법안은 자동 폐기

건강보험 제공 채무가 새로 설립된 신탁(trust)기

되었다.

금인 퇴직자의료보험기금(VEBA : Voluntary Em-

2008년 12월 들어서 GM과 크라이슬러가 극심

ployee Benefit Association)에 이관되었고, 신규

한 자금난으로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지는 상황

직원의 임금을 기존 직원에 비해 삭감하는 이중임

에 몰리자 퇴임을 1개월 남긴 부시 대통령이 12월

금제도(second-tier wage)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19일 행정명령(executive order)을 내려 자금지원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한 자동차 3사의 이러한 노

을 결정하였다. 미국 재무부가 2008년 긴급경제

력들은 너무 늦었거나 그 효과가 제한적이었다.

안정화법(EESA : Emergency Economic Stabilization Act)의 부실자산구제프로그램(TARP)을 이용

(2) 부시행정부의 자동차산업 구제 노력

하여 GM과 크라이슬러를 지원하는 것을 허용하
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미 재무부는 TARP에 자동

글로벌 금융위기의 발생으로 경영상황이 악화

차산업금융프로그램(AIFP : Automotive Industry

되면서 디트로이트 3사와 UAW 회장은 2008년

Financing Program)을 설치하고 이를 통하여 자

11월 18~19일 상·하원의 관련 위원회 청문회에

동차산업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였다. 당시 부시

서 긴급구제금융 제공을 요청하였다. 최종적으로

대통령은 성명에서 “정부는 민간기업제도를 약화

구제금융을 신청하지 않았던 포드의 CEO도 상·

시켜서는 안되는 책임을 지니고 있으나 현재 자

하원 청문회에 참석하였다. 그러나 자동차 3사의

유시장에 맡길 경우 자동차산업은 무질서한 파산

CEO들은 의회의 호의적 반응을 이끌어내는 데 실

과 청산(disorderly bankruptcy and liquidation)으

패하였다. 이는 미국경제에서 차지하는 디트로이

로 이어질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언급하였다. 당

트의 영향력이 1950년대 이후 크게 약화된 데도

시 백악관의 발표자료는 미국 자동차산업이 실패

5)

기인한다. 특히 정부에 구제금융을 요청하러 오

할 경우 미국의 실질GDP가 1% 하락하고 약 110

면서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온 CEO들의 행태에

만명의 실업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을 포함하

청문회 참석자들이 매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

고 있다.
부시행정부는 GM과 크라이슬러에 각각 134억

5) 1950년대 GM회장이던 Wilson이 국방장관에 지명되면서 인사청문회
에서 한 발언은 당시 GM의 위상을 잘 보여준다. “What is good for the
country is good for GM and vice versa”.

6) 2008년 Energy Independence and Security Act에 의해서 허용된 직접
대출 프로그램의 활용을 승인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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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 40억 달러의 자금을 지원하는 외에도 양사

을 마련하기 위한 테스크포스를 설치하였다. 가

의 금융제공회사인 GMAC과 Chrysler Financial에

이트너 재무장관과 서머스 국가경제위원회(Na-

도 각각 60억 달러, 15억 달러의 자금을 공급하였

tional Economic Council) 의장이 테스크포스의

다. 부시행정부의 TARP 자금대출은 오바마 새정

공동의장을 맡고 일부 각료들과 고위 공무원들

부가 출범할 때까지 GM과 크라이슬러의 생명줄

이 멤버로 참여하였다. 테스크포스는 헤지펀드

역할을 하였다.

Quadrangle Group의 공동설립자인 스티븐 래트

부시행정부는 자금지원 조건으로 궁극적으로

너(Steven Rattner)를 책임자로 하는 14명의 실무

양사가 재정적으로 독자생존가능할(financially

팀, Team Auto를 운영하여 양사에 대한 구제금

viable) 것을 요구하며 양사 이해관계자들에게도

융과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여기

상응한 부담을 요구하였다. 먼저, 경영진에 대해

서 주목할 점은 Team Auto의 구성원 면면이다.

서는 보상과 특권에 제한을 부과하고, 불필요하

Team Auto에 자동차산업과 관련된 인사는 배제

고 과도한 위험을 취하거나 수익을 조작하도록

되었으며 부실기업 구조조정 경험이 있는 금융 및

유도하는 보상계약(compensation agreement)을

법률 분야 전문가 위주로 팀이 구성되었다. 이렇

제한하였다. 둘째, 노조에 대해서는 2009년 12월

게 팀을 구성한 이유는 팀의 임무가 통상적인 관

말까지 보상을 축소하고, 작업규칙(work rules)을

리업무가 아닌 구조조정이며 이는 결국 사모투자

미국 내 외국계 자동차공장과 동일한 수준으로 조

전문회사(Private Equity Fund)의 일과 다름 아니

정하며, 향후 계획된 VEBA 출연의 절반은 주식으

라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Team Auto는 디트로이

로 할 것 등을 요구하였다. 셋째, 투자자 가운데

트 3사의 회계부서가 사용해온 것과는 다른 평가

무담보 채권자에 대해서는 채권액의 최소 2/3를

기준과 의사결정 과정을 사용하였다.

축소하고, 정부 대출금 상환 시까지 주식배당을

테스크포스는 ① 기존 TARP 대출 외 더 이상의

금지하였다. 마지막으로, 딜러 및 납품업자에 대

정부지원 금지, ② 조건 없는 추가 대출, ③ 구조

해서는 경비절감 및 가동률 축소를 위한 신규계약

조정과 연계하여 추가적인 자금지원 등 세 가지

체결을 요구하였다.

정책대안을 검토한 후 세 번째 안을 선택하였다.

부시행정부는 GM과 크라이슬러 양사에 대해

불확실성과 신용경색 시기에 GM과 크라이슬

2009년 2월 17일까지 재정적 생존을 위한 구조조

러가 부품공급회사에 대금지급을 계속할 수 있도

정 계획 제출을 요구하였다.

록 하기 위하여 테스크포스는 3월 19일 Auto Supplier Support Program을 설치하였다. 자동차업계

(3) 오바마행정부의 자동차산업 구제조치

의 경우 부품공급회사들이 완성차회사에 부품을
공급하고 45~60일 이후 대금을 회수하는 경우가

취임한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2009년 2월 16

일반적인데, 글로벌 금융위기 시 부품공급업체들

일 오바마 대통령은 GM과 크라이슬러 처리전략

이 매출채권을 담보로 운영자금을 확보하기가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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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미 재무부의 지원기금

1) 크라이슬러 구조조정

은 GM과 크라이슬러를 통하여 양사의 주요 납품

테스크포스의 상당수가 크라이슬러의 독자적

업체에 대출되어 이들의 자금난 해소에 큰 도움

생존 가능성에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지만 오바마

을 주었다.

대통령은 실업문제, 납품업체 연쇄파산 등을 고

3월 30일 오바마 대통령은 양사가 제출한 구조

려하여 크라이슬러를 구제하기로 결정하였다. 부

조정 계획이 독자적인 생존가능성을 보여주지 못

품업체들이 복수의 완성차 업체들과 거래하는 현

했다는 테스크포스의 검토결과를 발표하였다. 크

실을 고려한 것이다. 당시 크라이슬러 납품업체

라이슬러에 대해서는 동사가 제출한 공장 및 대리

의 66%가 GM에도 납품하고, 54%는 포드에도 납

점 폐쇄, 노동비용 감소, 경영효율화 등에 대한 구

품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래트너는 “순전히 이론

조조정 방안이 불충분하고, GM이 제출한 계획은

적 측면에서는 크라이슬러를 파산시키는 것이 올

거시경제 및 자사의 자동차 판매능력에 대하여 지

바른 결정이었을 것이다”라고 회고하면서 크라이

나치게 낙관적인 가정에 기초하고 있다고 평가하

슬러의 구제조치는 정치적, 사회적 현실을 보다

였다. 오바마 대통령은 크라이슬러와 GM에 대해

고려한 것이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테스크

서 각각 30일과 60일분의 추가적인 운영자금 지

포스는 타 자동차회사의 협력 없이는 크라이슬러

원을 제시하면서 보다 공격적인 경영계획 제출을

의 생존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이탈리아 업체 피아

요구하였다. 이러한 요구조건에 미달할 경우 파

트의 지분참여를 추진하였다.

산만이 남은 유일한 대안이라고 양사를 압박하였

크라이슬러는 대형 채권은행들과 채무축소에

다. 당시 테스크포스는 양사의 문제가 다르지만

합의하였으나 뮤추얼펀드 및 헤지펀드들과의 합

양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외과적인 방

의에 실패하면서 2009년 4월 30일 파산보호 신

법(quick and surgical way)으로 연방파산법을 활

청을 하였다. 크라이슬러의 파산보호 신청은 이

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고 강조하였다. 이는

해관계자, 특히 채권보유자들의 태도를 극적으

청산 또는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전통적인 방식

로 변화시키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파산절차 진

의 파산이 아닌 구조화된 파산(structured bank-

행기간 중에 미 재무부는 19억 달러의 DIP 금융

ruptcy) 방식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다.

(Debtor-In-Possession financing)을 제공하였다.

한편, 미 재무부는 소비자들이 GM과 크라이슬

파산보호 신청기간 중 DIP 대출은 회사의 다른 채

러 양사 제품 보증(product warranty)에 대한 우

권에 우선(senior)한다. 신용경색이 극심한 당시

려로 신차구매를 주저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

크라이슬러가 다른 민간 DIP 금융을 조달하기란

여 양사의 신차 보증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신

불가능한 상태였다.

설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3월 30일 발표되어 양

크라이슬러의 파산보호 절차를 조속히 종료하

사에 대한 구조조정 기간에 구입된 양사의 신차

기 위하여 테스크포스는 자주 활용되지 않는 미

에 적용되었다.

국 연방파산법 Chapter 11의 Section 363(b)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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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2009년 크라이슬러의 파산보호절차 종료 후 지분구조 변동(%)
주주

2009년 6월

2011년 12월

VEBA Trust

67.69

41.5

피아트

20.00

58.5

미국 정부

9.85

0.0

캐나다/온타리오 정부

2.46

0.0

자료 : T . Klier & J. Rubenstein, “Detroit back from the brink? Auto industry crisis and restructuring,
2008~2011”, Economic Perspectives, 2Q/2012, Federal Reserve Bank of Chicago.

을 활용하였다. 새로운 회사(New Co.)를 설립하

매각이 최종 승인되었다.

고 이 회사가 파산기업(Old Co.)으로부터 가치있

파산보호 신청 당시 대주주였던 사모펀드 Cer-

는 자산을 매입하고 즉시 지불능력이 있는 법인

berus는 2순위 담보권 채권과 지분(80%)을 포기

(solvent corporation)으로 운영을 개시하도록 하

하였고 Daimler 역시 지분(20%)과 채권을 포기하

는 것이 구조조정의 핵심이었다. Section 363은

였다. 파산보호절차 종료 시점에서 크라이슬러는

파산기업이 가치있는 사업단위를 새로운 소유자

미 재무부로부터 46억 달러의 추가적인 TARP 자

에게 신속하게 이전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데,

금을 지원받았는데, 운전자금과 효율적 업체로의

동 조항은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신청 시 활용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어 동사의 일부 사업단위 구제에 활용된 바 있었

파산보호 절차 종료 후 New Chrysler의 최대

다. Section 363(b) 조항을 활용하여 크라이슬러

주주는 67.69%의 지분을 가진 VEBA Trust가 되

의 존속가능 자산(viable assets)은 New Chrysler

었다. 피아트는 경쟁력 있는 제품(소형, 연비우수

로 이전되고 Old Chrysler에는 청산 또는 대손상

차)을 개발하고 크라이슬러를 경영한다는 조건으

각(write-off)되는 부실자산(toxic assets)들만이 남

로 금전적 기여 없이 20%의 지분을 취득하였는

게 되었다. 여기서 존속가능(우량) 자산이란 크라

데, 파산법원은 피아트가 향후 지분율을 제고할

이슬러가 독자생존이 가능한 운영(viable opera-

수 있는 조건도 제시하였다. 미국정부와 캐나다/

tion)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계약, 인력, 기타 자

온타리오정부는 각각 9.85%, 2.46%의 지분을 소

산 등을 말한다.

유하게 되었다. 2011년 5월 크라이슬러는 미국과

뉴욕주 남부 연방파산법원의 Gonzalez 판사는

캐나다 정부의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고 7월에 피

5월 31일 모든 존속가능 자산을 New Chrysler에

아트가 미국정부와 캐나다정부 소유 지분을 인수

매각하는 안을 승인하였다. 인디애나주 연기금

하면서 미국정부의 크라이슬러 구제조치 개입은

등 채권자들이 동 결정에 항소를 제기하고 동 항

종료되었다. 미 재무부에 따르면 크라이슬러에

소가 기각되자 다시 연방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총 125억 달러의 구제금융이 지원되었고 총 112

6월 9일 연방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자산

억 달러가 상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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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GM 구조조정

10%의 지분을 소유하였다. 한편, 환경 관련 채무

테스크포스는 GM의 경우 크라이슬러와 달리

(오염 재산의 처리 등), 제품결함과 석면 관련 배

처음부터 구제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였다. GM

상채무, New GM의 설립으로 이행이 어려워진 납

의 파산은 미국경제에 너무 큰 충격을 주기 때문

품계약 등은 Old GM에 잔류하게 되었다.

에 파산되도록 방치할 수 없다는 논리였다. 래트

2010년 11월 New GM의 주식공모(Initial Pub-

너는 “Auto Team의 임무는 GM의 구제여부를 검

lic Offering)에서 미국정부, 캐나다/온타리오 정

토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방식으로 구제할지 방

부, VEBA Trust 등이 보유주식을 일부 매각하였

안을 마련하는 것이었다”고 회고하고 있다. 2009

다. IPO 이후 미국정부의 지분은 32% 수준으로

년 3월 테스크포스의 요구로 GM CEO인 Rick

감소했는데, 2013년 12월 미국정부가 GM의 잔

Wagoner가 사임하였다. 이는 기존 경영진으로

여지분을 매각함으로써 GM에 대한 개입이 종료

는 GM의 회생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

되었다. GM에 대한 총 510억 달러의 TARP 지원

이다.

금 중 총 397억 달러가 회수되었다. 새롭게 출발

크라이슬러와 유사하게 GM은 6월 1일 파산보

한 New GM은 Old GM과 비교하여 여러 측면에

호 신청을 하고 불과 40일 만인 7월 10일 파산보호

서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었다. 우선, 노동비용이

절차에서 벗어났다. 파산보호 신청 당시 GM은 부

2005년 160억 달러에서 2010년 50억 달러 수준으

채 1,730억 달러, 자산 820억 달러 규모였다. 파산

로 대폭 감소하였다. 인력도 2008년 9만 1,000명

보호절차 기간 중 미 재무부는 추가적인 TARP 자

에서 2010년 5만명 수준으로 축소되었고, GM의

금 301억 달러를 DIP 금융으로 지원하였다.

47개 공장 중 13개가 폐쇄되었다. GM의 브랜드

GM 파산보호 종료 후 미국정부가 60.8%의 지

가운데 Pontiac, Saturn, Hummer 등은 단종되고,

분을 가지고 New GM의 최대주주가 되었으며

Saab는 매각되었으며, Chevrolet, Cadillac, Buick,

VEBA Trust가 17.5%, 캐나다/온타리오 정부가

GMC 등 4개 브랜드만이 존속하게 되었다. 아울

11.7%, Old GM의 무담보 사채보유자와 채권자가

러 딜러망도 약 25%가 축소되었다.

<표 2> 2009년 GM의 파산보호절차 종료 후 지분구조 변동(%)
주주

2009년 6월

2011년 12월

미국 정부

60.8

32.0

캐나다/온타리오 정부

11.7

9.0

VEBA Trust

17.5

10.3

무담보 사채권자

10.0

9.6

보통주 주주

-

35.2

연금 계획

-

3.9

자료 : T . Klier & J. Rubenstein, “Detroit back from the brink? Auto industry crisis and restructuring,
2008~2011”, Economic Perspectives, 2Q/2012, Federal Reserve Bank of Chic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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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GM은 Old GM에 비해 부채가 대폭 축소

체 자동차시장 규모가 2007년 1,550만대 수준에

되었을 뿐만 아니라 판매대수 기준 손익분기점도

서 2011년 1,100만대 수준으로 축소된 점을 고려

감소하였다. 2007년 손익분기점 판매대수는 388

하면 GM은 2007년의 25% 수준보다도 낮은 19%

만대 수준이었으나 경영효율성이 제고된 2011년

대의 시장점유율로도 손익분기점 달성이 가능하

에는 209만대 수준으로 대폭 감소하였다. 미국 전

게 되었다.

3. 자동차산업 구제조치에 대한 미국 의회감독위원회의 평가
TARP의 설치에 따라 미 의회는 2008년 금융시

업에 지원하면서 tough negotiator의 자세를 견

장 상황과 규제시스템 점검을 목적으로 초당적인

지한 점, GM과 크라이슬러 양사가 파산보호 신

의회감독위원회(Congressional Oversight Panel)

청을 한 이후에 상당 부분의 TARP 자금이 투입

를 설치하였다. 동 위원회는 상·하원 다수당 및

된 점 그리고 기존 주주의 지분소멸, 노동비용 축

소수당 원내대표가 각각 지명하는 4인과 하원의

소, 부채경감, 일부 최고경영진 교체 등을 추진

장과 상원 다수당 대표가 공동지명하는 1인 등 5

한 점 등이다.

인으로 구성되었다. 동 위원회의 보고서 채택 방

그러나 동 보고서는 민간부문에 대한 정부개입

식은 만장일치 방식이며 동 위원회는 TARP 전반

과 관련 다음 네 가지 우려사항을 제기하였다. 첫

에 관한 보고서와 자동차산업 보고서를 주기적으

째, 크라이슬러 또는 GM이 청산된 경우에도 미국

로 제출하였다.

자동차산업은 어느 정도 회복되었을 가능성이 있

미 의회는 또 7,000억 달러 규모의 TARP를 설

었다. 아울러 TARP 자금지원이 디트로이트 자동

치하면서 동 자금의 사기, 낭비, 오용 등을 방지하

차 3사의 장기적 하락추세를 반전시킬 수 있을지

기 위하여 2008년 긴급경제안정화법에 TARP 특

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였다. 둘째, 크라이슬러,

별감독관실(Office of the Special Inspector Gen-

GM 그리고 양사의 금융제공회사에 대한 구제조

eral of the TARP)의 설치를 명문화하였다. 특별

치가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조장하고 있

감독관실은 법집행기관이며 분기별로 의회에 보

다. 셋째, TARP의 적용대상에 제조업이 명시되지

고서를 제출하였다.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산업에 TARP 자금이

미 의회감독위원회는 2011년 1월 제출한 보고

지원되었다. 마지막으로, TARP 지원금이 100%

서에서 자동차산업의 구조조정이 성공한 것으로

회수되지 못하여 납세자에게 양의 투자 수익률을

평가하면서 다음 사항을 성공적인 요인으로 지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적하였다. 미국 재무부가 국민세금을 자동차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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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감독위원회는 2011년 3월 제출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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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에서 구제조치의 절차와 관련 제도의 개선 필요

위한 벤치마크 확립이 필요하고, 대상기업의 주

성을 제기하였다.

주이면서 동시에 정책결정권자라는 미 재무부의

재무부 및 대상 기업의 관리 투명성을 제고해
야 하며, 명확한 목표 설정과 진전상황의 평가를

이중적 역할과 관련하여 보다 균형적인 입장의 유
지가 필요하다는 점 등이다.

4. 자동차산업 구제조치 관련 제도 검토
(1) Pre-packaged bankruptcy

Pre-packaged bankruptcy 방식을 추진하기 위
해서 회사정리계획안의 제안자는 사전에 동 계

GM과 크라이슬러의 파산보호 신청은 통상적

획안에 대해서 채권자들의 충분한 지지를 확보

인 Chapter 11 절차를 거치지 않고 파산보호 신

해야 한다. Pre-packaged 회사정리계획안이 법

청 전에 채무자와 채권자가 회사정리계획안(plan

원에서 확정되기 위해서는 각 채권 그룹(조)별 채

of reorganization)에 대해 합의한 후 파산보호 신

무액의 2/3 이상, 채무자수의 1/2 이상 동의가 필

청을 하는 Pre-packaged bankruptcy 방식을 택하

요하다.

였다. 통상적인 Chapter 11 파산절차는 다음과 같

GM과 크라이슬러 파산보호신청 사건의 경우

이 진행된다. 채무자가 파산보호 신청일로부터

사전에 채무자와 채권자가 합의한 Pre-packaged

120일 이내에 회사정리계획안을 제출하고, 판사

방식으로 신청에서 종결까지의 기간이 각각 40여

가 회사정리계획안을 승인하고 채권자가 동의

일에 불과하였다. 이들 사건의 경우 글로벌 금융

할 경우 회사정리계획이 확정되어 이행된다. 그

위기에 따른 신용경색으로 다른 자금조달 가능성

러나 상이한 이해관계를 가진 채권자들의 동의를

이 봉쇄된 상황에서 구제금융 지원을 제시하면서

받는 데 많은 시일이 소요되는 것이 단점으로 지

그 대가로 채무조정을 강하게 압박하는 미 재무부

적되고 있다. 한 연구에 따르면 통상적인 파산보

의 전략이 주효할 수밖에 없었다.

호 절차 활용 시 1~2년의 기간이 소요되는 반면

Pre-packed bankruptcy 방식은 파산보호 신청

Pre-packaged 또는 Pre-negotiated bankruptcy 사

에서 종료까지 소요되는 시일을 단축할 수 있다는

건의 경우에는 평균 137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분

장점이 있는 반면 단점도 존재한다.8) 첫째, 이 방

석되었다.7)

식을 활용하려는 기업은 파산보호 신청 전까지 자
체적으로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7) F. Teloni, “Chapter 11 Duration, Preplanned Cases, and Refiling Rates :
An Empirical Analysis in the Post-BAPCPA Era”, Fordham Law
School, May 2015.

8) M. Massel, “The Pros and Cons of Prepackaged Bankruptcy”, (www.
law360.com/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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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점이다. 파산보호 신청 전의 채권(prepetition

방 파산법원의 매각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권리

claim)은 파산보호 신청 후 우선순위에서 밀리기

를 지닌다. 크라이슬러 사건의 경우 연방 파산법

때문에 기업입장에서는 파산보호 신청 전에 외부

원의 자산매각 결정에 불복한 일부 채권자들이 항

로부터 유동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둘째, 파산보

소와 상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호 신청 후에는 자동중지(Automatic Stay) 제도에

Section 363을 활용한 자산매각 절차의 장점은

따라서 모든 채권자의 채권회수 움직임을 중단시

회생계획안에 대한 채권자들의 동의 및 확정 이전

킬 수 있으나 파산보호 신청 전에 채무자는 이러

에 법원의 승인을 얻어 자산을 매각할 수 있어 파

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마지막으로, 사전 협의단

산기업의 구조조정에 필요한 시간과 노력을 절약

계에서는 잘 노출되지 않는 채권자 집단이 배제될

할 수 있다는 점이다. GM 사건의 경우 연방 파산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예컨대, 피고용자나 노

법원은 2009년 7월 5일 자산매각 승인 결정을 내

동조합의 채권은 파산보호 신청 전의 협의단계에

리면서 미국 정부의 자금지원을 조건으로 하는 압

서 잘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박을 그 이유로 명시하였다.10)
Section 363(f)는 담보권 등 제3자가 매각자산

(2) 연방파산법 Chapter 11 Section 363

에 대해서 가지는 이해관계를 완전히 제거하는
방식(free and clear of any interest in such prop-

연방파산법 Chapter 11에 의한 자산매각은 두

erty of an entity)으로 자산을 처분하는 것을 허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진다.9) 통상적으로는 파산

용하고 있다. 이를 활용함으로써 New Chrysler

보호 신청 후 채권자 및 이해관계자들의 동의를

와 New GM은 완전히 새로운 회사로 출발할 수

얻은 회생계획에 의거하여 자산의 처분이 이루어

있게 되었다.

진다. 다른 방법은 Section 363을 활용하는 것인
데, 이 방법은 파산보호 절차 진행 중 언제라도 가

(3) 미국 재무부의 집행활동에 대한 면책조항

능하다. 크라이슬러의 경우에는 파산보호 신청 4
일 후 New Chrysler에의 자산매각 신청이 이루어

2008년 제정된 긴급경제안정화법은 Section

졌으며, GM의 경우에는 파산보호 신청과 동시에

119(사법적 심사와 관련 사항)에서 동 법의 집행

New GM에의 자산매각 신청이 이루어졌다. 채권

과 관련하여 재무부장관에 대한 면책을 규정하고

자 및 이해관계자들의 동의가 필요한 전통적 방식

있다. 먼저, 법의 집행이 자의적 결정, 일관성 부

의 자산매각과 달리 Section 363 자산매각은 이들
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지만, 연방 파산법원의 승
인이 필요하다. 단, 채권자 및 이해관계자들은 연

9) “Asset Sales in Bankruptcy”, (www.nortonrosefulbrigh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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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유일한 자금지원자인 미국정부가 자금지원을 조건으로 Section 363
에 의한 자산처분의 승인을 2009.7.10일까지 요구하고 있고, GM이 이
에 따르지 않을 경우 유일한 대안은 청산밖에 없기 때문에 GM이 자
산의 대부분을 처분하는 것에도 정당한 사업적인 이유가 있다”(지평
과 지성, “GM이 신청한 미국 연방파산법상 제11장 절차 및 국내 파
급효과 분석”,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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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 재량권 남용 등으로(arbitrary, capricious, an

로그램으로만 활용했을 것이라는 것이 찬성하는

abuse of discretion) 판명될 경우에 재무부장관은

측의 논리이다.11) 보다 광범위한 재량권을 재무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부실자산

장관에게 부여했기 때문에 글로벌 금융위기 시 자

의 매입, 매각 등과 관련하여 재무장관을 상대로

본유입(capita injection)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것

한 형평법상의 구제(equitable relief)는 불허하고

이 가능했다는 것이다.

있다. 여기서 형평법상의 구제는 각종 금지/유지

반대하는 측에서는 미 의회가 긴급경제안정화

명령, 가처분 명령 등을 포함한다. 또한 Section

법을 통하여 행정부에 권한을 과도하게 위임하여

119는 부실자산의 소유자가 동 법에 의한 부실자

TARP에 관한 책임성(accountability)을 약화시켰

산 처리와 관련 재무부장관을 상대로 소를 제기

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 논자들은 긴급경제안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면책조항

정화법이 미 의회의 권한을 축소하고 권력분립과

에 대해서는 찬반양론이 존재한다. 미국 의회가

법의 지배를 훼손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12)

긴급경제안정화법을 제정하면서 관련 조항을 보
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재무부의 정책집행에 대
해서도 보다 철저하게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도록
했다면 미국 재무부가 TARP를 부실자산매입 프

11) |W. Perdue, “Administering Crisis : The Success of Alternative Accountability Mechanisms in the Capital Purchase Program”, Yale
Law & Policy Review, Vol. 29 Issue I, 2010.
12) J . Samples, “Lawless Policy : TARP as Congressional Failure”, Policy
Analysis, Cato Institute, Feb. 4, 2010.

5. 주요 의사결정 과정 검토
래트너에 따르면 오마바 대통령은 GM과 크라

은 이해관계자들이 희생을 분담하고 양사가 생존

이슬러의 구제조치와 관련하여 이 문제에 대한 결

가능한 수준으로 구조조정된다는 전제하에 추가

정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지 않고 본인의 책임하

적인 자금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특히 필

에 추진했다고 한다.13) 이에 따라 래트너의 Auto

요할 경우 양사의 파산도 불사하겠다는 오바마 대

Team은 가이트너 재무장관과 서머스 의장에게

통령의 발표(3월 30일) 이후 양사 이해관계자들

보고하고 이들을 통하여 오바마 대통령에게 보고

의 태도가 급변했다고 평가되고 있다. 당시 미국

하는 의사결정 구조하에서 GM과 크라이슬러에

행정부는 연비효율 향상, 신기술 적용 문제 등 다

대한 구조조정 작업을 추진하였다.

른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자동사산업 구조

오바마 대통령과 고위 정책결정권자들의 입장

조정 과정을 활용하지 않고 오로지 생존가능한 기
업으로의 전환에만 정책의 초점을 맞추었다.

13) “ President Obama’s view was to accept responsibility for this problem rather than try to outsource it”(Rattner, 2010년 강연 원고).

GM의 최대주주로서 미국정부의 역할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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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행정부는 다음과 같은 원칙을 설정하였다.

강력한 이사회 의장을 임명하였다. 그리고 최소한

먼저, 명확한 경영목표를 설정하고, 기존 경영진

1인의 이사를 private equity 출신으로 임명함으로

을 능력이 검증된 유능한 경영진으로 교체하는 한

써 구조조정 동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하였다.

편, 강력한 이사회를 설치하는 것이었다.

래트너는 GM과 크라이슬러의 구조조정이 성

둘째, 주요 기업지배구조 문제나 주요 거래 관

공할 수 있었던 주요 요인의 하나로 Auto Team

련 사항에만 주주로서 투표에 참여하고 일상적인

이 향후 자동차시장에 대한 보수적 전망을 기초

경영활동은 경영진과 이사회에 위임하였다. 마

로 양사의 손익분기점 판매대수를 대폭 축소시킨

지막으로, 지원금 회수가 가능한 시점에서 조속

점을 지적하고 있다. 최악의 경우를 대비한 구조

히 정부소유 지분을 매각하고 GM을 순수한 민간

조정 덕분에 양사의 회생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

기업으로 전환시키는 것이었다. 실제 미국정부는

되었기 때문이다.

일반의 예상보다 이른 시점인 2013년 12월 9일 보

자동차산업에 대한 구제조치가 성공할 수 있었

유하고 있던 GM주식을 전량 매각함으로써 GM

던 또 다른 이유로 TARP 운영 근거법(긴급경제

이 더 이상 Government Motors가 아님을 행동으

안정화법)의 유연성이 지적되고 있다. 미 의회의

로 보여주었다.

추가적인 입법절차 없이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Auto Team은 미국 정부의 GM 지분참여에 수반

TARP 자금을 자동차산업 구제조치에 활용할 수

되는 위험을 감소하기 위한 조치에 특별히 신경을

있었기 때문이다. 행정부에 재량권을 폭 넓게 부

썼다. 공무원 또는 정부를 대표하는 인사의 이사

여함으로써 의회의 간섭이 비교적 적었던 점도 성

임명을 배제하는 한편, 유능하고 독립적인 이사와

공의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6. 시사점
여기에서는 먼저 제도적 측면에서의 시사점을

부재하여 채권자들이 미 재무부의 회생계획안을

살펴본 다음 의사결정 과정상의 시사점을 찾아보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도 간과할 수는 없다.

기로 한다. 제도적 측면에서는 GM과 크라이슬러

우리나라도 금년에 워크아웃과 회생절차의 장

파산보호 절차가 40여일 만에 종료되어 신속한

점을 연계한 Pre-packaged Plan(P-Plan)을 활성

구조조정을 가능하게 하였다. 이는 Pre-packged

화시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인 운영

bankruptcy와 Chapter 11의 Section 363의 활용

방안은 금년 하반기에 마련될 예정인데, 동 제도

덕분에 가능한 것이었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

가 활성화될 경우 법원의 회생절차에 소요되는

기 시 미 재무부의 구제금융 외에는 다른 대안이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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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도입논의 과정에서 앞서 살펴본 미국 Pre-

슬러의 구제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이 양분되었다.

packaged bankruptcy 방식의 단점도 고려할 필

래트너에 따르면 크라이슬러 구제여부의 최종 결

요가 있다.

정은 오바마 대통령이 내렸다. 작년까지 국내에

제도적 측면에서 주목해야 할 또 다른 부분은

서 진행된 해운업, 조선업 등의 구조조정 과정에

구조조정 집행 공무원의 면책관련 사항이다. 국

서 컨트롤타워가 부재하다는 비판이 많이 제기되

내에서도 GM의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이 부분을

었다. 대통령이 책임을 지고 구조조정에 관한 최

14)

지적한 언론 보도도 있었다. TARP 자금을 활용

종 결정을 내렸던 미국의 사례는 우리에게 많은

한 구제금융 추진 시 재무부에 폭 넓은 재량권을

것을 시사해주고 있다.

부여함으로써 긴급한 상황에서 유연하고 신속한

둘째, 미국의 자동차산업 구조조정 의사결정

대처가 가능하여 결과적으로 두 자동차 회사의 회

과정을 살펴보면 목표가 독자적 생존이 가능하도

생을 성공적으로 이끈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록 기업을 회생시키는 것이었다. 최악의 시장상

긴급경제안정화법 Section 119(사법적 심사와 관

황을 가정한 철저한 구조조정이 대상 기업을 조

련 사항)에 규정된 형평법상 구제의 제한조항이

속히 회생시키는 원동력이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없었더라도 재무부의 TARP 관련 활동이 크게 지

지난 3월 대우해양조선의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장을 받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15) 재

“정부·채권단이 장기 조선불황을 예측하지 못했

무부 집행활동에 대한 면책 조항보다는 긴급한 경

고, 회사의 위험요인에 보다 보수적으로 대응하

제상황에서 최고 통치권자가 본인이 최종 책임을

지 못했던 측면이 있다”는 발표가 있었다. PEF 전

지고 구조조정을 주도한다는 자세가 오히려 중요

문가의 주도하에 철저하게 추진된 GM과 크라이

한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앞서 살펴

슬러의 구조조정 사례는 부실기업 구조조정의 최

보았듯이 의회가 입법과정에서 행정부에 폭 넓은

종 목표를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좋은

재량권을 부여한 것에 대한 비판도 만만치 않게

사례가 될 만하다.

제기되었다.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비상한 상황에

셋째,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회생을 위해서는

서 입법된 특별한 케이스로 보는 것이 보다 타당

유능한 CEO 선임과 독립적이고 강력한 이사회

할 듯하다.

의 구성이 중요하다. GM의 경우 외부에서 영입

구조조정의 의사결정 관련 시사점으로는 먼저,

된 CEO가 타성에 젖은 기업 경영행태를 혁신하였

대통령이 책임을 지고 최종 의사결정을 내린 점이

고, 크라이슬러의 경우 파산보호 절차를 거치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GM의 구제에 대해서는 테

서 기업문화, 종업원 태도 등이 극적으로 변화한

스크포스 구성원 사이에 이견이 없었지만 크라이

것이 회생의 성공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미국정부에 구제금융을 요청하지

14) 조선일보, “미, GM 구조조정 때 칼든 재무부에 ‘면책권’ 줬다”,
2016.6.17.
15) W. Perdue(2010).

않았던 포드의 사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기업
생존을 위해서는 경영진의 합리적 의사결정이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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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히 중요함을 포드 사례가 웅변하고 있다. 포드

드 사례는 사후적 구조조정보다는 자발적이고 선

는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이전에 예방적 조치를

제적인 구조조정이 사회적 비용의 지불 없이도 기

취하고 구조조정 노력을 기울여 정부의 지원 없

업의 생존가능성과 경쟁력을 높여주는 지름길임

이도 글로벌 금융위기의 파고를 헤쳐 나갔다. 포

을 일깨워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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