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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기업은 국제 경쟁의 심화와 함께 세계 경

의에 부합하도록 법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첫째, 특별

제성장의 둔화, 내수의 침체로 인한 시장 축소

법의 대상이 승인 기준을 갖춘 모든 사업이어야 한다.

라는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 국가경제적 측면에서도

과거처럼 특정 불황산업을 선정하여 위기를 극복하는

기존 주력산업의 과잉설비로 인한 신 산업 투자 여

방식은 한계가 존재한다. 기업단위가 아닌 국가적 사

력의 감소나 부실기업의 급증은 비효율성을 의미한

업재편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속도를 높이고 규모를

다. 동일한 문제점을 1990년대에 이미 직면한 일본

키우기 위해 세제 및 금융 인센티브를 제공한 일본이

정부는 1999년 산활법(産活法)을 도입했고 2014년

좋은 예이다. 둘째, 개선안이 특별법답게 명확하게 제

부터 산업경쟁력강화법(産業競争力強化法)으로

시되어야 한다. 현 제도 아래에서는 사업재편이 지연

기업 경쟁력의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최근 일본 기

되고 시도하기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정부의 승인을

업의 부활은 아베노믹스를 통화 및 재정정책의 직접

전제로 하기 때문에 기존 제도의 틀 안에서 단순한

적 결과이지만 기반에는 장기간에 걸쳐 기업의 사업

수치적 증감을 통한 완화이기보다는 근본적 변화가

재편을 지원한 산활법의 역할이 크다.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 부실기업의 사후 정리가 아닌

우

우리나라에서도 산활법을 벤치마크한 기업활력제

선제적이고 자발적인 제도이므로 기업의 창조적 시도

고특별법(원샷법)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기업 경

와 기업가정신을 발현할 수 있도록 사업재편 내용의

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라는 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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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5월 27일 (사)한일산업금융법포럼 주최로

׆ડଭլ୕ߚঃਓ۩ߙԧಝճ଼ଣ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안) 제정방안｣ 공청
회가 개최됨

- 경제성장 둔화, 신흥국을 포함한 국제경쟁 심화, 제
품 수명주기 단축 등의 기업환경 악화로 기업의 경

- 관계부처 합동으로 6월 25일 발표한 ｢2015년 하반

쟁력과 지속 가능성 제고 방안인 사업재편에 대한

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산업경쟁력강화를 위해 특별

관심이 높아짐

법 제정과 관련 구조조정 세제지원 강화를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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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국내의 기업 구조조정(Restructuring) 논
의는 부실이 발생한 기업의 사후적 대응방안 위주로
진행되고 있음

׆ડ୍ඇ 3FTUSVDUVSJOH ଭଭࢠ

- 선제적이고 자율적인 기업의 사업재편 필요성에 대
한 인식 및 정책적 개선이 선행되어야 함

▫׆ડ୍ඇଭ୨ଭ
- 기업재편은 기업경쟁력 강화와 직결되며 기업 가치

▫ଵ࣭୨ऀऀڂۀഉॺฆ࣑ 産活法 ڂ

는 물론 이해관계자들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음

ऀഉॺડլ୕ߚԳฃ࣑ 産業競争力強化法 ଡധ

◦“BTFUPGEJTDSFUFEFDJTJWFNFBTVSFTUBLFOJO
PSEFS UP JODSFBTF UIF DPNQFUJUJWFOFTT PG UIF
FOUFSQSJTF BOE UIFSFCZ UP FOIBODF J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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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ડଭॷડ୍ඇবൖजࠜ୪վճ଼ଣ
- 기업 단위의 사업재편에 대한 한계를 인식하고 국가
적 차원의 생산성 및 경쟁력 향상을 촉진하는 역할
을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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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경환 부총리는 최근 아베노믹스의 전향적인 규제
완화와 구조개혁에 대해 ‘뛰어가는 일본에 기어가는
한국으로 전락할 가능성’이라고 평가2)

 ڸਆଁଵ “ౖլฅ “ۀޓଵ࣭ ׆ઘԧ”֝ۀଞ
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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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상기업의 선제적 기업재편의 효과는 부실기업보
다 더 크게 나타남
◦ॷડ୍ඇୢࢂԧߦ࣊݁णலۍਆਆ֗
4(JMTPOଠॷડୡࢂ୪ࠜਏଭন଼՚۩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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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재편의 방법은 인수합병, 기업분할과 관련된
▫ॷડ୍ඇଭଲକ

사업구조조정(Business Restructuring), 자산매각,
자본조달

방법을

전환하는

재무구조(Financial

- 시대의 변화와 기술 혁신은 새로운 산업을 지속적으

Restructuring) 재편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인력 및 조

로 생성하는 한편 일부 산업을 사양화함. 소비자 선

직구조(Organizational Restructuring), 소유구조에까지

호의 변화에 따라 기업은 지속적으로 수익성과 생산

다양한 전략이 존재

성을 재정비하기 위해 기존의 사업구조를 변화시킴
- 다각화를 통해 위험을 분산하기도 하지만 선택과 집

▫׆ଲบ׆ડଲෂୡଞߦෘ֗ۀ୨ୡ

중을 위한 주력산업의 이동 또는 혁신은 장기적 관

ր୨ଞߦଲැ׆৸ॷيୢୡଞߦଲ߿ઘ୷

점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장수기업의 특징

ଡݡԧ౿ఢౢଭตրۀ۳՚يْ

이 되고 있음

- 구조조정의 본래 뜻과 달리 기업 부실을 처리하는

◦சߚॺડٛছࢳୢॷߢࡉਆޭ ැ
ડ ֝୪Գฃಁฅլୡ෭ ࣗ౷ ୀܛఙ 
ୀଘசෘ *5׆২ଜ 

사후적 구조조정에 한정하여 논의가 주로 진행되었
으나 사전적이고 예방적인 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필

◦சߚॺડଲۗࠛॺડଞߦଲܼߢॷܛඓ ฃ
ઊฃতକஂր  (& ࡣĄࢽআԧୢĄ
ඹޭ

요성이 대두됨
- 채권금융기관 또는 법원 중심의 사후적 구조조정 제
도는 존재
◦૾ੰૼրւߛ׆ડ֜୨ో࣑ ฎୣఙ
ւߛܤധܑॺ࣑ଭ࣑ࠔߦઽணୀଘઊ
ଠֽՋ࣑ଲ୍ੴઽঃ࣑ో׆ଡ

◦ॷୢୡ֜୨ଭࢺ࣑ଞߦ׆ડுۚ۩୍
ࡿ֜Թটઊ୨ଲंࠑܣճ଼ଞ֜ࡿ୍يଭ౫
ઊొଡ࠸ճ଼ଞ࢛ߦॷୢୡଞߦ࣪׆ઘ
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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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의 정리는 시장에서의 실패라는 낙인 외에도 동일
산업 내 경쟁자의 반사이익이 되므로 지연되기 쉬움.

- 우선적으로 특별법을 도입하여 사업재편 논의를 활

지연을 통한 기업의 부실화는 국가 전체 부담을 가중

성화시키고 기업의 참여를 유도. 현재의 산업경쟁력
강화법으로 이어짐

- 국가적으로도 산업구조의 효율화, 경제의 생산성 향
상을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자원이 생산성이 높은 곳

- 일본 경제산업성의 딜로이트컨설팅 용역 보고서(사

으로 이동되어야 함

업재편에 관한 국내외 기업 동향 조사, 2014)는 새로
제정된 산업경쟁력강화법과 관련하여 선순환을 가져

- 특별법 논의 이전에도 우리나라 기업재편 관련 제도

오는 사업재편을 제시

개선 요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짐

◦ଳনේঃଭ۩ୢ୪ੰ ୋ׆ୡւଭॷડඑൈ
ඔࠤૈ୍୨ࠩࢫୢ߃ଭࠩ׆ଭଠෘணਕୡଲ
ճٛऀୀசছ࣒ઘيլઽ୍ࠜଖন
ճࢼ֜ଭۗઑฃࠜ୪ੲ

◦Ԩଵࢱ࣑ٛ࣫ୈෘ୨ୣఙ֝୪ୡ୨ন 
࠸ੴۀրָܑ୪ॷۀડ୍ඇਏࠜ׆ਏ
೯ॣੰॷޭۍડ୍ඇୀ఼ԧऄԧۇ՚݃
ॷߢ୍ܑ
◦۩ඝୡଞߦঃ࣑ଭசਐ࠻֜֫ վ୨Ջ࣑ଭ 
׆ડէਕॷசฎॷෘָ୪଼ࠜ݅ଣ
ଲැւծঃ౦۩ޯڍଞߦԹ୨ڍଭۀ୨఼

▫ֽౖଵ࣭լ୪ଵ࣭׆ડଭऀฆଠୋ׆ԩু
ܣઘ׆ડଭ֜ୡԹটଲફୠ࠸ࢄߙي
ٍՓଞߦඌԧ
- 산활법이 토대가 되어 기업의 사업재편이 가속화된
것으로 평가6)

 *.% ਆਆ֝୪լઽ ছࢳඝ֝ۀԧլ୕ߚ০
ছڂ઼ଞڂي ڂߦޮ઼
ճ ֽౖגܑ֫ࡉࡿ࠙ճ଼ଣ
 ࠻ଵլ୪ “ޮୢୀ׆ડํ౿ ‘ඹޭԳୀ’ऀฆܶફ
‘ঔ࣑’଼તۗ” ଁڂଵୀ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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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하락중임. 일본은 장기불황으로 1990년대 마

ଵण֗

이너스까지 하락했으나 2000년대 0.08%로 회복
▫(%1নୋࠔଭଲ

◦ֻ߇ ۩ڂ ي૬ীॺনଭ ॺౢ׆ଘଠ 
ࠤۀޭيऄրيଵ࣭ଠࠜ࣪
ଲ࢛ߦ૬ীറଭตଘনஹ۩ԧෂ૬

- OECD의 GDP 장기전망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전년
대비 GDP 증가율은 2010년 6.5%, 2020년 3.13%, 2040

- 제조업에 있어서 총요소생산성의 산출기여율은 우

년 1.74%, 2060년에는 1.29%를 보일 것으로 예상

리나라가 1990년대 15.10%에서 2000년대 9.08%로
◦ଵ࣭ଠࠤٗۗ࣪ޭيଠ(%1ஹԧଘଡ࣪ଲ ي
ڂଡ׆ଞߦલୢܣઘߦڂୢ࠷

급감한데에 비해, 일본은 –2.85%에서 16.78%로 급증

- 2015년 6월 8일 일본 내각부가 발표한 일본의 1분기

▫ঃୋ׆ડଭଳনण֗

GDP 증가율은 1.0%로 잠정치(0.6%)와 시장전망치
 ঃୋॷ ׁଜડ୪

(0.7%)를 모두 넘어서 연율 환산으로는 3.9%를 보임.
특히 민간소비 0.4%, 설비투자 2.7% 증가는 고무적임



ण֗

- S&P Capital IQ를 이용하여 2014년 각국 주식시장



에 상장된 비금융기업의 수익성(매출증가율)과 생

◦ࢱ ࠤޭيଭं(׆%1ஹԧଘ ଠֻ
ಅࢢԩীणۀঃ઼ଞيডणറୀۀ
ߦૈํߙୢं۩  ׆णޮ

산성(고정자산회전율) 비교
◦࠻ౢஹԧଘଵ࣭ ֝

ֻࠨ0&$%নୋࠔୢ࠷ଵण֗

◦ճ୨ୀॺฎୢଘଵ࣭ ֝

- 특히 상장기업의 전체 영업이익 합계10)에 있어서 우

7.00%
6.00%

리나라는 –7.5% 감소하였으나 일본은 오히려 7.6%

5.00%
4.00%

증가하는 반대의 모습을 보임

3.00%
2.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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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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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8
2060

0.00%
-1.00%

 ֝ଠෘ “׆ंڂਓா֝ٛॺ” ଁڂ
ଵୀܑ࣪ୀ߹

ୀ߹(%1MPOHUFSNGPSFDBTU 0&$%

 ඝÂୢ෮ࢼÂଲֽ็  “૬ীॺন֝୪
ण֗” ֝ॺন࣭ऀ

▫ॺনण֗૬ীॺনଲ ඝ 

 ଵ࣭ଠ54& ܑೊՋী /4& يճઉՋী +"4%"2ঃ
ୋॷ ֝ଠ,4& ֝Ջী ,04%"2ঃୋॷছՋ
ॷ࣭ۀܣԧԨԨଵ࣭ր֝౿׆ડ۩ঃ

  
- 총요소투입 단위당 산출량을 뜻하는 총요소생산성의

 ଵ࣭ঃୋॷઽડଲଳଠઙફছ ઙ
ફଞߦஹԧ઼ଞ ۀޭيࠤيઙছ
 ઙଞߦԮী

증가율은 2000년대 우리나라는 0.22%를 보이나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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ଵ࣭ॷડ୍ඇ࣑ॷડ୍ඇ୪ܑ 
Թটଭુ 

 /*,,&*,041*ण֗
- (수익성) 각국 대표상장사를 의미하는 NIKKEI 225
와 KOSPI 200의 ROA를 비교했을 때, 2014년까지
일본의 수익성 개선이 두드러지나 우리나라는 지속

▫ଵ࣭ॷડ୍ඇ࣑ଭલॷ

적으로 하락

- 도입: 1999년 4년 한시법인 산업활력재생 특별조치

ֻࠨଵ۩ඝঃୋॷ30"ଲण֗

법(産業活力再生特別措置法) 도입
- 개정 및 폐지: 2003년, 2007년, 2009년, 2011년 총
네 번의 개정을 거쳐 2013년까지 운영함. 2009년 법
률명을 산업활력재생 및 산업활동의 혁신에 관한 특
별조치법(産業活力の再生及び産業活動の革
新に関する特別措置法)으로 변경. 개정은 각
시기의 일본 경제가 당면한 위기 또는 기회에 따라

ୀ߹#MPPNCFSH

목표 및 내용을 수정
- (성장성) 매출액 증가율의 추이에서도 일본기업의

- 대체법 도입: 아베노믹스 ‘세번째 화살’인 일본 재흥

성장세가 2012년 이후 두드러지는데에 비해 우리나

전략의 일환으로 2014년 산업경쟁력강화법이 도입

라는 급격한 감소 추세를 보임

되었으며 2018년 실효 예정11)

ֻࠨଵ۩ඝঃୋॷ࠻ౢઁஹԧଘଲण֗

ୀ߹#MPPNCFSH
▫Զଠଵ࣭լ୪ଵ࣭׆ડଭऀฆଠୋ׆ԩ
ুܣઘ׆ડଭ֜ୡԹটଲફୠ࠸ࢄ
ߙيٍՓଞߦඌԧ

 ॺડլ୕ߚԳฃ࣑ஹ୨ॷડ୍ඇଭծฏ׆ԩଠڂଞ
ߦڂଲบגܑඑॺฆ࣑րࠬఛԧߦୋܥ
ԧۇ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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ඝଵ࣭ॺฆ࣑ଭ࣡వ
࣑ࠔࡣ

ॺડฆߚ୍౿࣑

࣑ࠔࡣ

産業活力再生特別措置法

ॺડฆߚ୍ࢫॺડฆܛଭ
෭ւ౿࣑
産業活力к再生及п産業活動к革新з
関Хї特別措置法

ॺડլ୕ߚ
Գฃ࣑
産業競争力強化法

ܑ

ڂ

ڂ

ڂ

ڂ

ڂ

ڂ

׆ஜ

Ὑᚿڂ

Ὑᚿڂ

Ὑᚿڂ

Ὑᚿڂ

Ὑᚿڂ

Ὑᚿڂ

ச૬ࡧඝ

࣊टऊ֏ฎ࣫

۩րଽැէ

෭ ছणਆ

լઽୀตଘฃ

֝୪լ୕ߚԳฃ

ଵ୍࣭ๅୢ߃

ணী׆ડ୍
ଭฎ

ॷડ୍"%3

ॺડ෭֜׆

ָ֜׆

▫ॺฆ࣑ஹր୨

◦ணী׆ડࢱ׆୨ण ֜׆中小企業基盤整備機構
ଭැతࡿ࣪ஹ୪ܑ  ࠜॺฆ࣑ஹணী
׆ડଲࢢԩׁଜ׆ւছෂ૬ୀׁۜଲଲ
ܑߧॷతࢫఙׁ۩ැ࣪ஹଡਓਏ

- (대상) 인증조건을 만족하는 사업계획을 가진 모든
기업은 지원 가능



◦ࢢւറୀ൷݁ॺડ෭* ֜׆OOPWBUJPO/FUXPSL
$PSQPSBUJPOPG+BQBO */$+ ࠜധැࣗళ׆ડଲ
ฆনฃܣઘࣗళଭલ්ܑۡۥ

- (승인과정) 주무부처 대신의 승인으로 one-stop 지원
- (기간) 승인까지 2개월(사전상담 1개월, 심사 1개월
이후 인증, 1주일 내 인증서 발급)
- (특징) 기업규모에 따라 지원계획에 차이가 존재하
지 않으며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자금조달에 특
화된 제도를 마련

 ॺฆ࣑ஹܑணী׆ડࢱ׆୨ण֜׆ଭਕॷଲ
ෂ૬۩ౢׁઁ ઙફଲ ࣪ஹणଘ _ ࣪
ஹࠔ _ ۩ౢ׆ԩ ୢୀׁ ڂডणܑୀׁ
ڂଲٛ րԶଠ࣪ஹՍଲ୍
 ॺડ෭֜׆ଭ۩ঃଲࣗళ׆ડ୨ܤՓଠੰۍ
يէրୡଞߦॷડ ׆২րւߛࣗܤళ׆ડଲ۩
ঃଭசࠜଲ߿ճ଼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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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ॺฆ࣑ծฏଭକ෴
ඝॺฆ࣑۩ঃॷડծฏଭକ෴
ծฏକ෴

ܑ

ॷડ୍֜ౠ

׆ડࠄֻۀށٛॷડ୍ඇଡധැটրுண



վॷܛડ୍ඇ

ଲঃଭॷડୀ݅ଲրଽডण୪Ջ



լઽୀ୍ฆ

׆ડଲॷડଡծॺୀตଘฃ



ॷડ෭ডणܑ

ౖ֝ٛొܑডणۀށ׆২ডणܑ



լઽୀଜ

ॷડंઉԩլઽୀଜଡധැ෭ॷડ



ඍ


ঃ׆ԹծฏছऀతԮଡඑծฏ

׆২ฆॷડ෭ծฏ

ॷડ୪ิ ֜Թࢳଡധැॺনේঃ



ୀॺন෭

׆ડডणࢫ٪ॷଭॺনේঃ



ୀ୪ઊ۩ଦ୪ඨॺডणܑ

٪ୣઊÂฅլনۇ୪ඨଭॺডण



ॷડ෭ঃඨॺডणܑ

নୋ׆ડଲୀ఼Թࢳঃඨଭॺডण







சඍܑࢠඝ׆ාࡧଠॺડլ୕ߚԳฃܑ࣑ଞߦॺฆ࣑ଲඍג࠱ڂۀܣু

- 사업재구축계획(事業再構築計画)

- 경영자원융합계획(経営資源融合計画)

◦׆ડࠄֻۀށٛॷડ୍ඇଡധැ‘টրுண’
ଭॺনଡේঃ

◦ۗࠛॷડंઉଭլઽୀଭଜଞߦ෭ୡ 
ॷડଡਓਏ෮ୠॺনේঃଡࡧඝߦծฏ

◦ ࢺ࣑ ॷડऀࢂं්ଡധசฎॷ ׆ડࣦ 
ॷડౠী݊ଭॷડ֜࣡լ݊

◦ ࢺ࣑ Թଲঃଭୀ ंઉଭ׆ડ ԧ+7ࠜ 
ডࠩճԨԨଭլઽୀ ׆২ ߚ ݊ڋ
ଡଵ఼ୡଞߦฆ୪ඨଡԹࢳ ॺনଡ 
ේঃ

◦ ச૬׆ડ ൞يী ێบഓۍಉ

◦ ச૬׆ડ ࢠੜणਏணվડրࢠੜणਏঃॷ ੵ
ඹਆୢ׆சਐฎॷॺડ෭֜׆

- 경영자원재활용계획(経営資源再活用計画)
◦׆ડଭॷડଡծଞߦਭॺୀଡตଘ
ୡଞߦଲॺনଭේঃॷડઑܑ׆ડଲ 
ॺ࣑ۀށ୨ւࠤணଲઘܑ ઑฎॷԧָ
ౢ׆ડଲઘܑԧۇ

- 자원생산성혁신계획(資源生産性革新計画)

◦ ࢺ࣑ ࡧୡฎॷ լ୕ॷଭॷડଭ

◦׆ડଭॺୀ ডणറୀ ٪ॷ ଭॺন 
ේঃր״ಁฅլୡէրࠜ۩׆

◦ ச૬׆ડ บೋਆಧ ୍൬٪ +& 日商Ʀƪ
ԧਆ /*1(

◦ ࢺ࣑ ָౖషۚডणܑ ࣦଡധැୀฎॷ
ंॺܤॺਏডଡധ
◦ ச૬׆ડ ํ౿୪ୁী ദൡசਐฎ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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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ॺฆ࣑ଭٛ

◦ॷડ୍ඇଲܒׁ࣑րւߛܣઘ଼ଡݡվ୨
Ջฎଭ࣑ୡଡ୨଼්ܑ
ߧଵ࣭୪శրਆࢠഠࡦׁুଲॺฆ࣑ଭ
ஹଡࢲճଵశசׁଞߦ්ࣦۥਏܒׁ
࣑ଡକฃୡ  ଵశசׁଠࣦଲบ
পծశԳॺડছ׆ડଞߦऀঃ

- 인증기업에게 회사법, 민법, 독점금지법 등의 절차
적 특례와 세제 및 금융지원을 제시(<표 3> 참조)

 ก০Գ  “ଵ࣭ܒׁ࣑ঃଭ׆ડէܛේ” լ
୕ୠٮ୪

ඝॺฆ࣑ॷડծฏࠛݗ౿
ॷડ
୍֜ౠ

լઽୀ
୍ฆ

լઽୀ
ଜ

ୀॺন
෭

݊ߧෛপଭլԮ 

ù

ù

ù

ù

త֫එ׆ਏୀॺඌԧৃਓଭৃׁॺ

ù

ù

ù

ù

ծฏෂ૬ୀׁ۩ౢ

ù

ù

ù

ù

ணী׆ડࢱ׆୨ण֜׆తࡿ࣪ஹ

ù

ù

ù

ù

ணী׆ડറୀଖনசਐฎॷଭசਐ

ù

ù

ù

ù

୨ׁଜ׆ւଭౢୀ۩ৃਓ࣪ୢ

ù

ù

ù

ù

౿
প୪

ׁଜ

ฎॷ࣑

ࢢ࣑
࣑֜
ෛԧ࣑

ୀॷசਐ۩ԧߦۀվԹ࠻ߢ

ù

ù

ù

ù

ୢୀฎॷฃୣఙ۩ߢ

ù

ù

ù

ù

ઊਐԹඇ

ù

ù

ù

ù

෮ࢄౢୀଭՑॷલॷ

ù

ù

ù

ù

త֫ୀܛଭઢॷۀડઑܑ

ù

ù

ù

ù

֜ଭ࣡լଭฆฃ

ù

ù

ù

ù

ࢄࠑւծॷડ࣑౫݂࣡լଭߢ

ù

-14࣑

֝சਐ݊౫ָ݂୪ଭୡ୪

ù

ׁ࣑ܒ

׆ડէਏசࡿୋւছվ୨Ջฎଭ

ù

ୀ߹ଵ࣭լ୪ॺડন୨ࠤ
சডणܑւߛॷડծฏ݅ଠணী׆ડ୨ण֜׆తࡿ࣪ஹրணী׆ડசਐ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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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ॺฆ࣑րࠬఛԧߦ݊ߧෛপլԮ ֜୨
ోপ୪  ணী׆ડࢱ׆୨ण֜׆ଭ తࡿ࣪ஹ  ଡ 
ਓਏֽౖࢠੜणਏணվડր*)*ԧվܛౢୀࠜധ
ැࢢԩාվ׆ફॺߚ఼୪ࠜ֜ౠ ܁ۀ
ଵ࣭୨థറୀଠෘଭౢୀߨࢄۀ୨ׁଜ׆ւଭ 
ୋࢫ׆ୠࠤ۩ָࡦ۩ౢଡ୪վ

- 아베노믹스의 세 번째 화살인 일본 재흥 전략에 의
한 경쟁력 강화 대책으로 이용. 도입을 위해 2014년
산활법을 폐지

◦୨ॷડ୍ඇছஹॺડଠ֝׆ડրଭ֝
୪լ୕ߚଡค଼්࣪ॷۀડச 

- 1) 사업재편의 촉진을 위해 사업재편계획, 특정사업
재편계획을 운영 중
◦ଁڂਏෘܣતଣܑଁڂଵ׆
ஜՍଡஹ ॷડ୍ඇծฏՍ ୨ॷડ୍ඇ
ծฏՍ
◦ॷડ୍ඇծฏଠ׆ડࠄֻۀށٛ֜࣡ฃࠜ
ॷۀડ୍֜ౠծฏրକॷ୪ܑ୨ॷડ
୍ඇծฏଠܛଵॺડٛॷડୀԩߚଡധ
֝୪լ୕ߚԳฃొଡ࠸ౣ

 ෮୍גతࡿ࣪ஹணী׆ડଠ7+ݕਆ+"1"/%
%FWJDFܪս

ඝॺડլ୕ߚԳฃܑ࣑ଲบ୨ॷડ୍ඇॷߢ
ஹଵ

ॷડୀ

ॷડ

౿



ࢠੜणਏணվડ ํ౿୪ୁী

ฃߚࢳୢ

୨֜୨റୀৃਓஜणׁ
݊ߧෛপլԮ



ଵ࣭୪శசׁ ഠൖڻ

ාվ׆ൖڻׁ

୨֜୨റୀৃਓஜणׁ
݊ߧෛপլԮ



ࢠੜणਏ࠻ഉࠤઝ ํ౿ׁু

ාվ׆ફ

୨֜୨റୀৃਓஜणׁ
݊ߧෛপլԮ



ޭࣕॺડ ಧড়

ॺ ٣֠ܛ

୨֜୨റୀৃਓஜणׁ
݊ߧෛপլԮ



ࢠੜणਏணվડ *)*

ාվ׆ફ

୨֜୨റୀৃਓஜणׁ
݊ߧෛপլԮ
۩ָࡦ۩ౢ ୋ ׆ୠࠤ

ୀ߹ଵ࣭լ୪ॺડন୨ࠤ
சޭࣕॺડրಧড়ଭசࡿऀళࠨړۀॺনଲճֻܪࡦۀլ୪ॺડ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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ඝॺડլ୕ߚԳฃ࣑ॷડծฏࠛݗ౿
౿

ॷડ୍ඇծฏ

୨ॷડ୍ඇծฏ

ॷડ୍ඇోপ୪ ୨ॷડ୍ඇറୀৃਓஜणׁ  ࣑୪ଭ 
୪ଭଭ
প୪

ׁଜ

ฎॷ࣑

݊ߧෛপլԮ ࣑୪୪ා

ù
ù

ù

త֫එ׆ਏୀॺඌԧৃਓଭৃׁॺ ࣑প࣑୪୪ා

ù

ù

୨ׁଜ׆ւଭୋ׆Âୠࠤଭ۩ָࡦ۩ౢ ࣑୪

ù

ù

ணী׆ડࢱ׆୨ण֜׆ଭతࡿ࣪ஹ࣑ ࣑୪

ù

ù

෮ࢄౢୀଭฆฃ ࣑୪ ୪

ù

ù

୍ඇଭฆฃ ࣑୪

ù

சਐࣦଭฆฃ ࣑୪

ù

ୀॷசਐଡ۩ԧߦۀվԹ࠻ଭฆฃ ࣑୪ 

ù

ୢୀฎॷฃୣఙଭฆฃ ࣑୪

ù

ù

త֫ୀܛଭઢॷۀડઑܑ ࣑୪

ù

ù

֜ଭ࣡լଭฆฃ ࣑୪

ù

ù

-14࣑

-14ଭ֝சਐ݊౫ָ݂୪ଭୡ୪ ࣑୪

ù

ù

ׁ࣑ܒ

׆ડէਏசࡿୋւছվ୨Ջฎଭ ࣑୪

ù

ù

ࢢ࣑
࣑֜

ୀ߹ଵ࣭լ୪ॺડন୨ࠤ

▫ॺฆ࣑ଭଭଭࢫตր

- 2) 기업의 개별 사업에 특화한 기업 제안방식의 규
제개혁으로서 그레이존 해소제도 및 기업실증특례

- (의의) 정부주도 산업정책이 아닌 기업의 자율성을

제도를 운영

강조하는 인센티브 방식으로 전환
◦ֻߑଲැী୪ܑॷડਏୁୢ׆ડଲ෮ෘָ୪ 
ୡऀࠜॷୢคऄคਓনրं୕ԧ
ۇনଡٗౣ 

◦۩ڂଲบऀഉॺڂฆ࣑ଲୢגଭଵ
࣭୨ऀॺۀડୢ߃ଡധැࢂ୪ࠜැէ
◦ॺડ୨థ࣑ࠔڂ୨ऄจॺડੲ୨ହਏ
౿࣑ 特定不況産業安定臨時措置法 ڂ
୨ॺડ֜Թট ହਏ౿࣑ 特定産業構造改善
臨時措置法  ॺ ڂડ֜ୢฅో ହਏ
౿࣑ 産業構造転 換円滑化臨時措置法  ڂ
୨ॷડୀଭॷડ෭ోւହਏ౿࣑
特定事業者の事業革新の円滑化に関する臨時
措置法

◦׆ડਓஹߢ୪ܑ׆ડଲָ୪ԧ૬֜ۀੲୢ
নଡਆਆߦค࣪ۀୢ୪ߦ୨ऀଭଡࢲଞ
ߢ౿ࠜୡֻߑଲැী୪ܑࠜധැָ
୪ࠜคบ׆ડਓஹߢ୪ܑࠜଲ්ܑ 
଼ଣ
◦ଁڂଵ׆ஜֻߑଲැী୪ܑۀՍ 
׆ડਓஹߢ୪ܑۀՍଲ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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ඝॺฆܑ࣑ଲୢଵ࣭୨ऀּ࣫׆୨థ
ॺડ୨థ
ܑ






࣑ࠔࡣ

ඝॺฆ࣑ߢଭଵࢱ࣑ୢฅॷߢ
ॺฆ࣑
ܑ

ச૬ٛ

୨ऄจॺડੲ୨
ହਏ౿࣑
୨ॺડ֜Թট
ହਏ౿࣑
ॺડ֜ୢฅฆฃ
ହਏ౿࣑

୨ऄจડஂ୨ր
վܛෘਏ
୨ॺડ୨ր
վܛෘਏ
୨ॷડ୨ր
୨લ۩థ

୨ॷડୀଭ
ॷડ෭ฆฃւ
ହਏ౿࣑

୨ડஂٛ
ஹ୨ॷડୀ
 প୪ ଜୀ݊ 

15-17



ਆഡଭ ߢ  ࡿଭէ֫ சਐ ࢳෘ ค۩  ෮ࢄ
ౢୀ݊ଭՑॷલॷଭߢ ԩଲઽડઑ



෮ࢄౢୀ݊ଭՑॷલॷ୪ ࣦ۩ԧଭକ
ฃ ணԩࢼۥՏࠧ෮ࢄࢼॷۥత֫ୀ۩
త֫ୀ ଲଭ ߢ  ஹԮ ܛਏ ਓෘਏ ฎ էଭଭ
ߢ  ୀ ׆சਐళंਏ ஜणׁଭ ୡࠩ୪ܑ  ஜण
ׁଭԮীׁઁଭ୪ߢ ԩଲԹඇଭ૬
Ս ฃ  ઊਐ  Թඇ ଼ઘছ ۩ঃ ฎॷছ
ฎէଭ߃ சਐࣦฎէଭଭߢ



ୀॷச ۩ԧ 50# ోଡ  ࢳෘÂՑॷલ ॷ
ߢ  ୢ ୀฎॷฃ ోଡ  ୢऀ ౫݂ ා
Սசਐଭߢ

ୀ߹ଵ࣭լ୪ॺડন୨ࠤ ଲඌ 

◦ଵ୍࣭ծছۀ୨ऀசܑଭ୨థଲੰۀޭۍஹ
Ջߦ۩ඝୡրଽվׂॺડজକฃॺડଭॷ
ડ୍ඇଲୢୡଞߦଲ߿ઘੴଣଡ୪ਏ

ߢଭଵࢱ࣑ฃٛ

ୀ߹ቔᝬᬙ郎 

- (효과 2) 경제적 효과17)

- (효과 1) 산활법에서 이용된 특례들을 일반 회사법

◦լ୪ॺડনՍ ଁڂଵ׆ஜ ண 
ஂ߹ܤծฏଲՍ ଲணଲঃଲծฏ׆ԩ
ண࣑ࠔଲ୨ॺনේঃଡ࣪ହ 

에 반영하여 개정
◦࣑ଡധැଵࢱ࣑ଡԹট଼්ۀਏୡ
 5FTUJOHCFE ଭตր୍ܑ

◦׆ડඌֹࡣճ _ڂ 
ԹணԹ׆ડଲ ࡣָճ

◦登 淳一郎  ॺڂ࠙ݗฆ࣑ߢ 
ணාࡧ ڂߢணԹාࡧ ڂාࡧ
ணԹාࡧଲଵࢱ࣑ฃ


◦ॷડ୍ඇ׆ડ30"ڂۀছڂ
ঃ઼ճକ෴ճ୨ୀॺฎୢଘଠڂ
۩ڂणঃ

 登 淳一郎  “産業競争力強化政策дУвк会社法改
正фк一考察” 企業法学研究୪֫୪
 ָൡ  ଵ࣭ணଭլ୪ॺડฎଭॷ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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ࠤ׆ޭيડฆߚ୪ճ࣑

- (계획유형과 승인조건)
◦րଽվ଼ׂ֜ॷۀડଡౠী ୨ࠤճΗ׆
ॷડլ୕ߚଡԳฃۀށΘॷડंઉߦౢ

▫ଁڂଵվฎੲ ଭॷડ୍ඇ

◦ॷડஂ߹ਏॺনේঃࡧඝऀۥԧԧ౿ 
30& କ෴ճ୨ୀॺฎୢଘේঃணي୍ࡿՍ
ୢন ࡧඝ ଲୀ࣪ঃणଘ   କऀܛతणଘ 
ଲࠜࡦܪ౦

- (지원대상)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과잉공급구조에
있는 사업으로 한정. 그러나 부실기업은 제외
◦ րଽվׂଭ୨ଭ “૬ଭׂգԮী֝يٛ
լ୕׆ડଭॺ߆ค౦݊ଞߦֻ૬णැ 
ॺડଭվׂߚۇଲ෮ୠ՚ಝছୡ୨ԧգ෴
নଲઘߞճֻঃԧୋ׆ՏౄুܥՓଞߦ
ુঃॺۀܣડÏ

- (지원내용) 상법, 공정거래법의 절차적 특례를 제시
하였으나 세제 및 금융지원에 대해서는 미비

 ঃ࣑



- (공청회안의 예시기준)

◦சசฎԩীฃॷડ୍ඇւߛசசฎীுվ
ճ׆ԩրசசധࢫ୍ࡿ୪ඝվਏ׆ԩଡச
ছசߦۚౠ

① 최근 3년간의 매출액영업이익률의 평균값이 직
전 10년간의 평균값보다 현저히 감소하고 최근

◦ԩଲࣦ૬Սฃࣦฎॷଭசਐଲঃ
ଡীକැઉசசฎէଭࠜ୪ي
ߦฃ

3년간의 제품가격 상승률이 원료가격 상승률보
다 낮은 업종

◦ীָࡦࣦ૬Սฃࣦ۩ԧԧুฎॷࢳෘ
சਐଭଲଵݡଲॷฎէଭߦԫଣ
ճசਐ࠻֜֫ଡ୪ي࣑ছۀ
ଲߦค۩

② 당분간 수요회복이 어렵거나 원가구조가 맞지
않아 수요와 공급 간 괴리상황이 조기에 해소될
전망이 없는 업종

◦త֫ୀ࣪ୣఙԩীฃత֫ୀଲଭ୪ౢվճ׆
ԩச Ą சߦ త֫ୀଲଭ୪ౢ׆ԩଡԹଁଲ
ঃ Ą ଵଲঃଞߦۚౠ

◦ ऀਓ׆ડ ׁԮপऀඌԧ۩ঃ׆ડ ౖ
ֽڂԩଲୀ࣪ঃࢼଘࢠ ୀॺՍୢন૬சଭ 
ଲׂ݊ ணࢫ࣑ో׆ധܑॺ࣑ଭ۩ঃଲ ۀܣ
$ %ׂ݊׆ડ

◦சਐ࠻֜֫ୣఙԩীฃࢱ۩சசଭசਐ࠻
֜ԧ׆ۇԩଡசบଵছଵߦۚౠ 
ฎॷଭசਐ࠻ଭࡿ׆ԩୋ ঃୋ࣑ Ą Թ
ଁ णঃୋ࣑ Ą Թଁ 

- (심의주체와 승인주체) 기업활력제고특별법 주관부
처 산하 민간합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무부처의

◦."ۗઑฃલॿԨࣦଭෛ

승인
◦ࢫசࡿऀళॷୢঃۡ Ą சࡿऀళՑഠ Թ
ଁ Ą ฎਕଭ Թଁ Ą சࡿऀళէ୨

  ॷ ଵׁଜ࣑එߋছԹౖ“׆ડฆߚ୪ճࠜ
࣑୪୨ࢺੲվฎ”ছࢳඝஂ֫ܤ  ౖ෮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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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վ୨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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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୪ߦැী

◦׆ડէਕॷॷડ୍ඇਏվ୨׆ડ
էਕॷ֜ߦԩச சࡿऀళଭଭեଡਕॷ 
ճߙۀාࡣࢂฃ

◦ଵ࣭ଭॺડլ୕ߚԳฃ࣑ছઽணֻߑଲ
ැী୪ָܑۀ୪ऄคਓনැী୪ܑߦ ׆ડਓஹ
ߢ୪ܑ׆ۀડ୪ੲࢺਐָ୪Թট୪ܑߦ୪ੲ

◦சฎॷॷડ୍ඇ׆ԩܛੲசฎॷւߛָ୪ 
କુ׆ԩଡॷડ୍ඇ׆ԩ ܛڂੲୋ

◦ଵ࣭րۜࠤॷડ୍ඇ׆ડଭָറୀيॷ
ડฆܛ୪ճۗࠛ׆ડଠ׆ଭ୪ܑฆ

 ծવॷंָ୪ ୀฎॷվܛౢୀָ୪ฃ ৃୀ
ฎॷଭஹৃฎॷীକ୪ߦฃ ऀతणଘ 
୪  ฃ णծવॷंָ୪ฃ

ඝָ୪ැী୪ܑ֝Âଵ࣭ण֗
ᬝ
ॺડլ୕ߚԳฃ࣑

ῑ
վฎੲ

୪ܑ
ࠩܒন

ࠩܒ

ॷડ୍ඇ୪ܑଡ
ୢ୪

۩ঃ

ࡦ݃׆ડԧۇ

ॷડ୍ඇ׆ડ୨

ୡ࣐

ॷડ

ॷડ୍ඇւߛָറୀي
ॷડฆܛ

◦প୪ଭෂ૬নଠ୪ਏ઼ଞ఼֜يੲଠ୪ਏ
ੴଣ

ச఼

சࡿऀళ

ࢢւܛฎਕଭบ
சࡿऀళ

◦׆୪ܑ ॺડଠෘਏডઽୀׁ ׆ડറୀో
ඹߦֻ ணী׆ડୀׁ୪ܑ ଭฆଡ୪ਏ

୪ܑକ෴

ֻߑଲැী୪ܑ
׆ડਓஹߢ୪ܑ

ָ୪ऄคਓন୪ܑ
׆ડ୪ੲࢺਐ
ָ୪Թট୪ܑ

◦ঃౢୀ୪׆ડுۚ ָ୪ฃ ॷડ୍ඇ ׆ԩ
ܛੲతࡿ࣪ஹෛ ০ฅౢୀঃౢୀැীକુ
׆ԩଡԹଁছڂଞߦୋ 

 পࢫׁଜ

ඝॷડ୍ඇ୪ܑ֝Âଵ࣭ण֗
ᬝ
ॺฆ࣑
ਏෘ
ܑ

_

_

ڍଭண


ச఼

சࡿऀళ

சࡿऀళ

ࢢւܛฎ
ਕଭบ
சࡿऀళ


׆ԩ

۩ঃ


׆ԩ

ٛ

Ս

ॷୢঃۡඑԹଁ

ॷୢঃۡ୪
Թଁ

૬Սॷۀડࡦܪ
ऀਓ׆ડඑ

րଽվׂ֜
ॺડٛॷડ
ऀਓ׆ડ
ࢠඑ

ڂଲٛ
ծฏ࣡լ
ଡՋౄ
ୋԧۇ

- 국제환경 변화에 대한 인식과 기업경쟁력 강화의
국가적 필요성 제고에 의의가 있으나 특별법의 입법
취지를 살리기 위한 개선이 필요함
◦ࢢւܛฎசࡿऀళԧॷડ୍ඇଲޭճ
ॷડଲ࢛ߦ࣪ۗԳฃܥෂ૬

- [대상 확대] 공청회안의 가장 핵심은 특별법의 대상

ॷડ୍ඇ୪ܑڂ
ڂଲٛ
୨ॷડ୍ඇ୪ܑ ฎਕଭڂ
ڂ
ଲٛୋԧۇ

ୣఙୡߢ
প୪ࢫׁଜ
Ս

▫վฎੲԹটଭෂ૬ন

ᬝ
ῑ
ॺડլ୕ߚԳฃ࣑ վฎੲ

이 과잉공급구조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에 한정되어
있으나 제한 완화 필요

ୣఙୡߢ

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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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기존 제도의 틀 안에서 수치

◦࣑۩ঃ׆ડট୨ऀഉ୨ऀசܑୡॺડ୨థ
ଞߦෘ  ߙܥॺୀଲվׂրଽॷડছ
ୀෂ૬ॷડଞߦଲܛැઉ࢛ߦࡦ݃ॺડଲ
۩ঃଲܣઘઉ 

적 완화이기 보다는 근본적 개선안이 되어야 할 것
◦վฎੲଭෘ୨ୣఙࢫ୪ܑԩীฃԧ۩ऀं
౿ୡஹԮଞߦଲ߿ઘ୲ॷડ୍ඇోตրԧ
ੴଡՓଞߦુঃ

- [세제 및 금융지원] 기업의 인센티브구조를 변화시

◦சਐ࠻֜֫ଭ׆ԩଡԩীฃ઼ଞيणଘ୪
ଲيঃୋॷુԶଠٛଲඑܣઘ଼ 
ੴଞ࢛ߦԹটੲଡୡܑୢํ׆ડࣦଲ 
ࡿॺܥԧۇনଲڔଣ 

킬 수 있는 제도의 운영이 필요
◦ॺฆ࣑ଭٛছ݊ߧෛপԮଡധ
প୪বൖजԧ׆ડଭఞࠜڔହ登 淳一郎
  ऀଁڂ࠙ݗഉגଁڂ
ॺฆ࣑ஹՍண݊ߧෛপԮଡࢲଠ 
ծฏଠՍଞߦୢ఼ଭࠜఙ

◦վ୨Ջ࣑ঃ׆ડէਕॷ சฎॷෘָ୪ 
Զଲऀళଘଲෂ૬ٛ۩ැଵࢱ࣑
ۚছාଞߦࡣࢂฃܣՋऀۀށيళԩଭ
ԧॷୢୢ୪ܣઘઉ

◦পऀ۩ޯڍଲ୍׆يડଭୀࢳୡଲ
ճளԨୡॷડ୍ඇଡবൖजԧܥ଼ଣ

◦ॷડ୍ඇ׆ԩܛੲୡ۩ୡࣦ۩ࢺ 
ୋ౿۩࣪ଲෂ૬

ඝ_ॺฆ࣑ஹਓୡࢺ࣑

প୪

ׁଜ

ঃ࣑
ฎॷ࣑

ࢢ࣑

Ս

൵বൈ









݊ߧෛপԮ
էৃׁଭଲଁ݊







վܛ෮ࢄౢୀ
ऀॺܛ౫݂প
ଵ࣭୨థറୀଠෘ









ணীׁଜ׆ւ
ணী׆ડࢱ׆
୨ण֜׆









࣪ஹฎ
ୋ׆ୀׁۜ
Ցॷલଭॷ









ԩଲ֜୨
ୀฎॷசਐଭ
ࢼׁۥ









ࣦ݊۩ԧଭ
କฃ





ं්ਏଭౖճ





ୀ࣭݊ଭԮী
சਐࣦ













ୀॺඌԧৃਓଭ
ৃׁॺ
ॷડ෭ডणଭ
ঃԨ

ॷડઑܑଭౖճ

ࢄࠑւծ࣑ଭߢ

- 특별법 도입 이후 필요가 인정된다면 일반법에 적용
◦ଵ࣭ॺฆ࣑ߢԧଵࢱ࣑ฃߢॷܤছ࣪݉ଲ
࣑ଭܑଲෂ૬ࠛۗށଲକ ளָ୪
ܑଭਏઽଲޭۀଭଭԧ୍
◦֝୪ୡ୨ন࠸ੴ՚րָܑ୪ଭ࣑ 
ঃԹটੲଭේบࢺේசࡧ ુ சฎॷָ୪

 ॺડլ୕ߚԳฃܑ࣑୨ऀଭրଽԹଲޭۀඌԧ
ߙԧ୍ ଵ୍ۚ  “ଵ࣭ଭॺડլ୕ߚԳฃ࣑ੲ
րਏॷ”,ଵ࣭ਐࠤඑൈ

ୀ߹ቔᝬᬙ郎 

 登 淳一郎  ୢ՚ࢂ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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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րଽվׂ֜ଭॺડ୪ܑԹটଡਏܑۀ
Փଠऀंୡැէథଵࢯઢଞ࢛ߦஹ૬Ս
ଡԴౡୢॺડค۩්ෂ૬

▫֝୪լ୕ߚଭԳฃլ୪ࢳୢॷࠛݗડ֜
- 다수의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및 인센티브

ୢฅࢫॺୀଭตଘୡଲܛଡැ׆ડॷ

정비가 필요

ડ୍ඇ୪ܑଭԹটଲෂ૬
- 부실기업의 신속한 정리 외에도 정상기업의 지속적

▫෮୍ׂ࣡ۀլ୪ฅլٛ׆ડଭॷડ୍ඇଠ

인 생산성 향상과 신사업 개발과 같은 경쟁력 강화

টଲੰۏෂଲ࢛ߦ୨థୡবൖजࠜധැ

노력이 시급

ॷડ୍ඇฆনฃं׆নଲෂ૬
- 사업재편이 기업 단위를 넘어 산업 및 국가 차원에
- 기업의 사업재편은 특별법이 존재하지 않는 지금도

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정책적 개선이 뒷받침되

나타남. 사업재편 제도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자체

어야 할 것

자금조달, 기업 경영진의 역량, 주주 간 합의 등 다

- 일본의 재흥 전략 외에도 미국의 Remaking America,

수의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일부 기업에만 한정

독일의 Industry 4.0과 같이 국제적으로 제조업 활성

될 수밖에 없음

화에 대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음

- 정부주도의 특정산업정책이기 보다는 기업의 개별
성과 사업의 혁신성 및 창의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෮୪ܑଭࢂ୪ଡਐճ࣑ଡܑۀ

운영되어야 할 것

୨థࢺේଠଭࢠԧ଼୪ܑଭծࢫਓต
ন۩ߙԧ୍
- 특혜논란의 틀에 갇혀 특별법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
고 소극적인 개선에 그친다면 실제적 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임
- 부처 간 사전 협의와 조율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명
목상의 법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음
- 일본과 마찬가지로 효과를 증명한 개선안은 일반법
에 반영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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