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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지원인제도,“이게 최선입니까? 확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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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경영을 담보하기 위해 일정규모의 상장회사들이 일정한 자격의 준법지원인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는 준법지원인제도가 지난해 3월 상법에 도입되었다. 구체적
인 시행령안이 지난해 12월에 입법예고 되었고 곧 있을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준법지원인제도는 물론 좋은 의도에서 도입된 규제다. 그러나
의도가 좋다고 모든 규제가 정당화 되는 것은 아니다.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되더라
도 여러 규제대안들 중 최선의 대안이라야만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어느 인기
드라마의 유행어처럼 “이게 최선입니까? 확실해요?”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자신 있
게 답할 수 있어야만 한다.

규제의 내용과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기준
개정 상법 제542조의13에서는 상장회사가 법령을 준수하고 회사경영을 적정하게
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할 준법통제에 관한 기준과 절차
(준법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준법통제기준의 준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준
법지원인)을 두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준법지원인은 변호사, 5년 이상 근무한 법학
교수, 그리고 법률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 제한하고 있다. 다만 구체적으로 법률지
식이 풍부한 사람이 누구인지와 준법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준법지원인을 두어야 하
는 상장회사의 구체적 범위는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하였고 최근 시행령이 마련되어
입법예고 중이다.
시행령에서는 준법지원인의 자격을 변호사, 법학교수 외에 법학석사로서 관련분
야 5년 이상 경력자, 법학학사로서 관련분야 10년 이상 경력자로 규정하고 있다.
회사규모는 자산기준 3000억원으로 하고 있다.1) 그러나 이러한 시행령에 대해 재
계와 변호사 단체 모두 불만이다. 지금까지 재계는 기업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
해 자산 2조원 또는 5조원 이상의 상장회사들만 준법지원인을 의무적으로 두어야
1) 자산규모 3000억원 이상의 유가증권 및 코스닥 상장사는 모두 391개사로 전체 상장회사의 23.4%에 해
당한다.

한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변호사 단체는 1000억원 또는 상장회사 전체에 준법지원
인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학계는 중재안으로 5000억원을 제시해 왔다. 그
러나 법무부는 3000억 원으로 시행령을 마련하며 변호사 단체의 손을 들어주는 모
양새를 띠고 있다.
법무부가 시행령을 입법예고 했지만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고 규제개
혁위원회 심사라는 또 하나의 관문이 남아 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관료조직 속에
서 자칫 불필요하게 확대하려는 속성을 가질 수 있는 정부규제를 통제하기 위해 마
련된 대통령 소속의 위원회이다.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기준의 기본 틀은 정부가 꼭
개입해야만 하는지 여부와 개입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여러 가지 대안들 중 ‘최선
의 대안’인지 여부이다.
대안 검토시 고려해야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2) 첫째, 규제의 강도가 가급적 낮은
것을 선택하여 기업활동의 자율성을 최대한으로 보장하고 있는지 여부(기업의 자율
성 보장). 둘째, 기업의 규모에 따라 상대적으로 규제의 준수비용과 부담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기업규모에 따른 규제의 유연한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기업규모 고
려). 셋째, 규제와 관련된 해외의 유사사례 및 제도가 존재하는지 여부(글로벌 스탠
다드). 입법예고 된 시행령상 규제가 이러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기준에 부합하
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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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ganizational Sentencing Guidelines ; OSG)을 통해 살펴보기로 한다.

준법지원인제도의 글로벌 스탠다드 : 미연방양형지침(OSG)
준법지원제도는 1970, 80년대 미국에서 대기업의 스캔들에 대응하면서 발전해
왔다. 이후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다양한 형태의 준법지원제도가 법이나 지침 등을
통해 제시되어 왔다. 1991년에 제정된 미연방양형지침(OSG)은 이렇게 다양한 형태
들을 포섭하며 효율적인 준법지원제도의 모범적 유형을 제시해 왔다는 평가를 받는
다. OSG가 제시하고 있는 준법지원제도를 갖춘 회사들에게는 제재를 감경해 준다.
이러한 OSG는 개별 산업분야에서 행정당국이 제시하는 준법지원제도뿐 아니라
OECD가 제시하는 준법지원제도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3) OSG에서는 조직
구성원들의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기준과 절차(standards and procedures)’를 마련
하고 ‘고위직 임원(high level personnel)’이 이러한 기준과 절차를 관리하고 책임지
도록 하고 있다.
2)『규제영향분석서 작성 지침』, 규제개혁위원회, 2009.12 참조.
3) 준법지원제도 관련법의 발전과 변화에 대해서는 Rebecca Walker, “The Evolution of The Law of
Corporate Compliance In The United States: A Brief Overview”, Advanced Compliance And Ethics
Workshop (2011).

글로벌 스탠다드인 OSG에서도 개별회사들이 ‘준법통제기준’과 ‘준법지원인’을 핵
심으로 하는 준법지원제도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어 우리나라 상법상 준법지원제도
와 별 차이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우선 준법지원인제도의 도입방식부
터가 다르다. 우리나라처럼 상법(회사법)에서 강제적으로 도입하도록 하고 있지 않
다. 주로 관련 행정당국의 지침(guidance)이나 개별 산업분야의 사업자단체 등에서
자율적 모범기준(soft law)형식을 통해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도입하도록 하고 있
다. 다만 도입을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주고 있다.
또한 준법지원인제도의 내용에서도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 상법과 시행령에서는
회사 구성원들의 법령준수여부 자체에 초점을 맞추며 준법지원인의 자격을 변호사
등의 법률전문가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OSG상의 준법지원인제도는 불법행위 자
체를 감시하고 방지하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보다 이러한 불법행위가 애초에 발생하
지 않도록 하기 위한 윤리적 기업문화 형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개별 기업의
특수한 준법문화가 아닌 외형적이고 획일적인 요건을 갖추도록 하는데 초점이 맞추
어진 준법지원제도는 효과도 없고 불필요한 비용만 초래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
실은 실증연구에 의해 뒷받침 되고 있다.4) 기업의 윤리문화 촉진을 위한 준법지원
인의 리더십과 이것을 뒷밤침 해주는 준법통제기준 마련이 준법지원제도의 핵심이
다. 그러므로 준법지원인이 반드시 변호사와 같은 법률전문가일 필요도 없다. 우리
나라에서만 이러한 자격을 요구한다.

기업의 규모를 고려한 규제의 유연한 적용
OSG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개별기업들의 특성에 맞게 다양한 형태로 준법
지원제도가 운용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준법지원제도의 핵심인 준법문화는
기업의 업종, 연혁, 기업규모에 따라 다양할 수밖에 없으므로 너무 당연하다. 준법
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준법지원인을 새로 채용하는 데는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기업
규모에 따라 이러한 비용에 대한 부담정도가 다를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처럼 일정
규모 이상의 모든 상장회사들에게 법률전문가인 준법지원인을 획일적으로 두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것이다.
OSG는 중견기업들이 되도록 적은 비용으로 준법지원제도를 운용할 수 있도록 하
고 있고 기업들 역시 자신들의 재정 또는 인력여건에 따라 가장 효율적인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다. 대규모 회사가 아니라면 준법지원 업무만을 전담하는 임원을 새로
채용하는데 상당한 비용적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기존 임원들에게 준법지원 업
4) 주목받고 있는 실증연구로는 Linda Klebe Treviño et al., “Managing Ethics and Legal Compliance:
What Works and What Hurts”, California Management Review 41 (1999)

무만을 전담시키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중견기업들은 다양한 부서의 임원진
들로 구성된 준법위원회(compliance committee)가 준법지원 업무를 관리하도록 하
고 있다. 준법위원회를 구성하는 임원들이 자신들의 주요업무에 계속 종사하면서
준법위원회를 통해 준법지원인 역할을 하는 것이다. 준법지원 업무와 관련해 부족
한 전문성은 외부 조언이나 아웃소싱 등을 통해 보완한다. 이러한 위원회 방식은
단순히 비용을 절감시켜 줄 뿐 아니라 다양한 부서의 전문지식을 기능적으로 통합
시켜주고 유대감을 극대화 시켜 기업의 준법문화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효율적 준
법지원제도의 정착을 가능케 한다.5)

준법지원인제도,“이게 최선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준법지원인을 새로 채용하는데 부수적인 비용까지 고려하면 1억 5
천만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되고 로펌 등을 통해 준법통제기준을 마련하는데 역시 1
억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된다고 한다.6) 매년 신입사원 5-6명을 더 채용할 수 있다
는 재계의 불만이 괜한 것은 아닌 듯하다. 물론 이러한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법률
전문가인 준법지원인을 통해 준법경영을 정착시킬 수만 있다면 기업들은 이를 감수
해야만 할 것이다. 그러나 개별 기업의 규모와 특성을 고려하며 구성원들의 준법을
유도하는 기업문화 촉진에 초점이 맞추어지지 않고 획일적으로 강요하는 준법지원
제도는 기업들에게 부담만 주고 제대로 기능도 하지 못하는 장식품으로 전락할 수
있다.
시행령안은 기업의 규모에 따른 규제준수비용을 제대로 고려하고 있지 않고 글로
벌 스탠다드에 부합하지도 않으며 기업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지도 않다.
개별 기업들이 자신들 사업의 특성과 재원상태, 인력상태 등을 고려해 가장 효율적
인 형태로 준법지원인제도를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적 규제방법들이 분명 존
재한다. 그런데도 시행령상의 규제가 최선 입니까? 확실해요? 규제개혁위원회의 현
명한 대답을 기대해 본다.

5) 기업규모를 고려한 효율적 준법지원제도 운용방안에 대해서는 Kristen K. McGuffey, Thomas C. Soldan,
“Right-Sizing: Customizing Compliance To The Small Corporation”, Corporate Compliance And Ethics
Institute (2008). Paul E. Mcgreal, “Legal Risk Assessment After The Amended Sentencing
Guidelines: The Challenge For Small Organizations”, Corporate Compliance Institute (2005).
6) 최근 법무부는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로펌에 맡기지 않아도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준법지
원인 운영 모범 모델’을 제정한다고 한다. 한국경제신문 1월1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