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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국가가 재난에 직면한 긴급상황 하에서 정부가 일시적,
선제적 조치를 취하는 것은 국가와 정부의 당연한 국민

Ⅰ. 상생연대 3법

보호의무 이행의 하나로써 적극 행정의 모범사례라고
할 수 있음

□ 국회에서 논의중인 상생연대 3법안이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한 소상공

□ 다만, 코로나 재난 상황은 평상시의 경제활동이 일시적

인의 손실 보상을 제도화하고 양극화 심화를 해결하기

으로 막혀 깊은 침체에 빠지고 나중에 서서히 회복하는

위해 발의한 일련의 법안을 총칭하며, 구체적으로 손

패턴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임. 따라서 국가와 정부의

실보상법안, 협력이익공유법안, 사회연대기금법안 등

역할은 침체기에 빠진 구간에 bridge를 건설하여 침체

의 법률을 말함

기를 건너 일상생활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음.
이 법안의 목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전제 사실인 불평등

Ⅱ. 유동수 의원 대표발의 ‘사회연대기금법안’

과 양극화는 경제구조로 인한 문제이며 이의 해결은 국
가 장기과제인데, 이는 급격하고 일시적인 재난과는 차

□ 이 중 사회연대기금법안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부

원이 다른 문제임. 따라서 이 법안의 목적으로 제시하

의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었다는 전제하에, 사회연

고 있는 전제 사실인 불평등과 양극화는 이 법률로써도

대협력재단이 사회연대기금을 조성, 이를 통해 사회적

해결할 수 없는 것으로서 양극화의 극복을 이 법률의

약자를 지원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은 전혀 상관없는 주장임

○ 자기책임 하에 기업을 운영한다는 기본 원리
인 ‘자기책임원리’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자본
주의 경제구조와 맞지 않음. 사회부조 차원이
라면 법률로 규정해서는 안 되는 것임

《자기책임원리: 헌법재판소 2017. 5. 25. 선고
2014헌바360 결정》
자기책임원리는 자기결정권의 한계논리로서 책임부담
의 근거로 기능하는 동시에 자기가 결정하지 않은 것
이나 결정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
고 책임부담의 범위도 스스로 결정한 결과 내지 그와
상관관계가 있는 부분에 국한됨을 의미하는 책임의
한정원리로 기능한다. 이러한 자기책임원리는 인간의
자유와 유책성,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진지하게 반
영한 원리로서 그것이 비단 민사법이나 형사법에 국
한된 원리라기보다는 근대법의 기본이념으로서 법치
주의에 당연히 내재하는 원리로 볼 것이다(헌재
2013. 5. 30. 2011헌바360등; 헌재 2015. 3. 26.
2012헌바381등).

○ 재단법인을 설립한다는 의미는 영구성을 갖는
다는 것으로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재난적
상황이 종식된 후에도 계속 사업을 한다는 의
미이고, 이는 자칫 상설기구가 되어 각 기업의
이익을 평가하고 그 이익을 탈취하는 영속적인
기구로 전락할 수 있음. 재난지원금은 필요할
때만 재정이 소요되지만 이들 법률이 통과되면
매년 수십조 원, 또는 수 백조 원 이상의 재정
이 반복적으로 소요될 가능성이 다분함. 따라
서 이 법률이 재단의 영속성을 보장하는 법률
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므로 재단설립에 관한
규정은 삭제되어야 할 것이며, 만약 존치한다
고 하더라도 코로나 19 종식 기간을 예측해 3
년 내에 폐기되는 한시법이 되어야 함
○ 사회연대기금은 정부 외의 자가 출연 또는
기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강제적인 모금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큼. 과거 농어촌상생기금의
경우도 당초 목표액과는 달리 극히 일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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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금되어 실효성이 없었던 사례가 있음

Ⅲ. 국내외 사례
○ 국내 사례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공기업이
73.3%(852.9억 원)를 차지하고 민간 기업은
18.6%(217.2억 원)에 불과하며, 3년간 출연
액은 734.2억 원으로, 3년 목표치인 3,000억
원의 약 24.5% 수준으로 실패한 정책
○ 상생협력법에 따른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기
금은 현재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이것으로도 충분하며, 새로운 기금을 만들 필
요는 없음
○ 이 밖에 양대 노조에서 만든 ‘공공상생연대기
금’이 있고, 개별 기업의 상생연대기금으로
‘SK하이닉스 임금공유제’, SK하이닉스 ‘행
복나눔기금’, SK이노베이션 ‘행복나눔기금’
등이 있음
○ 외국의 사례로는 프랑스 보험회사 연대기금,
독일 기업별 연대기금 등이 있음. 독일은 사
용자가 사업장 노동자 1인당 350유로(약 46
만원)씩 기금을 적립하도록 하여 근로자 보호
프로그램임

Ⅳ. 입법에 대한 평가
○ (기업과 정신 위축과 국가 전체의 부의 하락)
기업인의 자율적 책임하에 기업을 운영하여
야 함에도 항구적인 기구를 설치하여 기금을
조성하는 것은 기업들의 이익을 조정하는 기
능을 하게 될 것이며, 이윤동기를 말살하여
기업가정신을 위축시키고 결국은 건전하고
활발한 성장을 방해하여 국가 전체의 부의
하락을 가져올 수밖에 없음

○ (암묵적인 기부 강요로 준조세에 해당하는 부담
금이 될 것) 자발적 사회연대기금 조성은 결국
이런 기금은 기업에게는 거의 강제적이기 때문
에 기업이 부담해야 할 부담금의 일종으로 볼
수 있고, 이는 준조세에 해당하면서 또 하나의
규제비용으로 인식하게 될 것임
○ (기업의 재산권 침해) 합리적 근거 없이 기금을
조성한다면 경우에 따라서 영업의 자유를 과도
하게 제한하는 문제가 발생하며, 강제적 징수이
면 위헌의 문제가 발생. 자발적으로 기업이 활
동을 통하여 획득한 이익이 기업과 관련 없는
곳으로 유출된다면 주주의 재산권이 침해되는
것이고, 기업 간의 형평성문제도 야기
- 기업 활동 결과 세금, 비용, 인건비 등을 충당

하고 남은 잔여 이익은 주주의 몫. 그 이익을

○ (국가의 책무 방기) 팬데믹 상황은 국가가 통
제해야 하고, 그로 인한 손실은 국가에게 보전
책임이 있는 것이지 기업에게 기금을 조성하여
이를 보전하겠다는 것은 국가의 책임을 방기하
는 것
○ (ESG와의 연계의 위험성) 더불어민주당과 정
부는 3일 ‘이익공유제’ 활성화를 위한 환경⋅
책임⋅투명경영(ESG) 활용 방안으로 국가 사
업과 관련한 계약을 할 때 ESG 우수 등급을
받은 기업에 가점을 주는 방식의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함
○ (노사정의 협의아래 근로자를 보호) 다만, 노사
정의 협의아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기업
단위, 또는 원청과 하청 단위의 자발적인 기금
조성은 권장할 만 함

임원이 다른 곳으로 돌리면 투자자들은 배임
ㆍ횡령의 죄책을 물어 그 임원을 고발할 수
있고, 대표소송과 다중대표소송의 대상이 됨
- 기업의 이윤을 강제로 배분할 경우 기업의 이

윤추구 뿐만 아니라 성장 유인도 약화될 것
임. 또한 자발적인 참여를 위해 정부와 여당
이 세제 혜택 등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를 부
여한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기업은 정부가 권
고하는 제도에 참여하지 않을 수 없으니 사실
상 타율적 참여 등 문제로 인해 자유시장경제
원리에 맞지 않는 제도

○ (ISDS 소송 가능성) 기업의 이익을 강제적으로
박탈하는 법률은 자칫 국가의 행위로 손해를
본 외국인 투자자가 그 국가를 상대로 제기하
는 분쟁해결절차인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
(ISDS)절차’가 개시될 우려가 큼

Ｖ. 결론
○ 결론으로, 코로나 19 재난 상황 하에서 국가와
정부의 역할은 침체기에 빠진 구간에 bridge를
건설하여 침체기를 건너 일상생활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음. 따라서 재난으로 인한
지원 법률을 제정할 때에는 어디까지나 한시법
이어야 하고, 기금을 조성한다고 해도 순수하
게 자발적으로 기업 단위 또는 노조 단위로 해
야 하며, 국가적 차원에서 재단설립과 항구적
인 기금 조성은 타당하지 않음. 특히 국민연금
과의 연계 및 ESG와의 연계는 기업의 기금 출
연을 강제화하게 될 것이므로 용납해서는 안
될 것이며, 이런 행위는 결국 기업 이익의 조
정으로 이익의 평준화 결과를 초래해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키고 결국은 건전하고 활발한 성
장을 방해하여 국부의 하락을 가져올 수밖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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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상생연대 3법

- 이 외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
70조(손실보상)의 대상에 집합금지 조치 등으로

□ 상생연대 3법안이란 여당 더불어민주당과 야당 국
민의힘당 의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한 소상공인의 손실 보
상을 제도화하고 양극화 심화를 해결하기 위해 발
의한 일련의 법안을 총칭하며, 구체적으로 다음 3
개 카테고리에 속하는 법률들을 말함

소상공인이 입은 손실 등을 추가하는 내용의 일
부개정법률안 등 15개 법안이2)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되어 있고,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공필
요에 의하여 재산권을 제한함으로써 발생한 손실
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하기 위한 「국가보상법안」(서병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07782)이 기획재정위원회

1) 손실보상법: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영업장소나

에 회부되어 있음

운영시간이 제한된 소상공인의 손실 보상 근
거를 마련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민병덕ㆍ송갑석 의원 등 대표발
의 손실보상법)을 필두로, 소상공인 등에 대한
손실보상 및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정
법안 총 3건,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안」 3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4건 등 20여 건이 제출되었
음1)

2) 협력이익공유법안: 조정식ㆍ정태호 의원이 2020

년에 각각 대표발의 한 협력이익공유법안
3) 사회연대기금법안: 양극화 문제를 사회적 연대

와 협력으로 해결하기 위한 ‘사회연대기금 설
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
의 사회연대기금법안)(의안번호 218405)을 비
롯, 이용우 의원 대표발의 ‘사회연대기금법안’
(의안번호 218362),4) 양경숙 의원 대표발의

1) 송수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문위원),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극복을 위한 손실보상 및 상생에 관한 특별법안 검토보고”(손실보상 및 상생),
2021.3. 16~17면. 제정법안으로 (1) 이동주 의원 등 22인, 코로나19 감염병 피해 소상공인등 구제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107308), (2) 민병덕 의원 등
63인,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극복을 위한 손실보상 및 상생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107601), (3) 코로나바이러스 등 감염병 재난에 따른 손실 보상 및 피
해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107819),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4) 최승재 의원 등 16인, 영업손실보상, 세제 감면, 공과금 감면, 사회보
험료 감면, 정책자금의 대출이자 감면 등 지원에 필요한 시책 실시(의안번호 2107383), (5) 소병철 의원 등 11인, 영업손실 보상과 임대료지원ㆍ대출이자 감면
ㆍ세제감면ㆍ사회보험료 감면ㆍ공과금 감면 등 대통령령에 따른 필요한 지원(의안번호 2107918), (6) 윤재갑 의원 등 12인, 국세ㆍ지방세 등의 납부기한, 금
융회사의 대출금과 이자 상환 유예, 국민연금 등을 담보로 한 무이자 추가 대출 등의 지원(의안번호 2108027),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으로, (7) 성일종 의원 등 12인, 조세 감면, 포장ㆍ용기 구입 비용과 배달료를 지원(의안번호 2106802), (8) 전용기 의원 등 13인, 상가 임대료 일부를
지원(의안번호 2106845), (9) 홍문표 의원 등 11인, 제한조치 기간에 해당하는 임대료의 일부 지원(의안번호 2106853), (10) 권명호 의원 등 10인, 재난지원
금 지급 등(의안번호 2107158), (11) 강훈식 의원 등 15인, 조치기간 동안의 최저임금액 상당의 금액, 사업장 차임, 조세 등의 지원 등(의안번호 2107403),
(12) 정청래 의원 등 10인, 4대 보험(국민연금 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건강보험료)의 사용자 부담분을 감면(의안번호 2107652), (13) 정일영 의원 등
18인,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용도에 감염병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 구제를 위한 금융지원 사업추가(의안번호 2107738), (14) 서영교 의원 등 10인, 조치
기간 동안 최저임금액 상당의 금액, 사업장 임대료, 조세 등의 금액을 지원(의안번호 2107807), (15) 이철규 의원 등 15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대출기간
연장ㆍ유예, 이자 감면(의안번호 2107845), (16) 소병철 의원 등 11인,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사용 용도에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 조치를 받아 영업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재정 지원을 추가(의안번호 2107915), (17) 권영세 의원 등 20인, 매출손실액의 100분의 50 이상 등의 기준에 따라 손실 보상(의안번
호 2108036), (18) 정청래 의원 등 10인, 폐업소상공인에 대한 폐업지원금 지급(의안번호 2108143), (19) 송갑석 의원 등 11인,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 보상
등(의안번호 2108428), (20) 윤영석 의원 등 10인, 전기요금 및 도시가스요금 감면(의안번호 2108463).
2) ⑴
⑶
⑸
⑺
⑼
⑾
⒀

윤두현
최승재
이 용
서영석
전용기
이장섭
정희용

의원
의원
의원
의원
의원
의원
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2101306), ⑵ 이동주
대표발의안(의안번호: 2103535), ⑷ 장혜영
대표발의안(의안번호: 2107255), ⑹ 홍석준
대표발의안(의안번호: 2107421), ⑻ 신현영
대표발의안(의안번호: 2107520), ⑽ 고영인
대표발의안(의안번호: 2107634), ⑿ 정희용
대표발의안(의안번호: 2107660), ⒁ 설 훈

의원
의원
의원
의원
의원
의원
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2103424),
대표발의안(의안번호: 2105056),
대표발의안(의안번호: 2107310),
대표발의안(의안번호: 2107454),
대표발의안(의안번호: 2107561),
대표발의안(의안번호: 2107634),
대표발의안(의안번호: 2107719), ⒂ 장제원 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2107765) 등

3) 송수환, 전게(손실보상 및 상생) 검토보고”, 각주 14)
4) 이용우 의원 대표 발의 법안은 코로나19사태 이후 영업제한 및 집합금지 등으로 인해 일자리가 감소하고 부의 불평등현상이 오히려 악화되고 있어 이러한 현상
이 지속된다면 계층 간 갈등 심화와 극심한 양극화로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이에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참여
하는 사회연대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약자인 저소득층의 생계지원, 저신용자의 신용회복지원 및 비정규직근로자의 처우개선 등을 지원함으로써 공동체
정신의 바탕 위에 지속가능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것임. 기금의 재원은 정부출연금, 다른 기금으로부터 출연금, 정부 외의 자가 출연 또는 기부하는 현금 또는
그 밖의 재산, 금융권 미청구자산의 관리에 따른 수익금, 차입금 등이고, 기금은 저소득층의 생계지원,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 실직자의 생계지원 및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개선 등을 위해 사용하며, 국무조정실에 사회연대기금위원회를 설치하며, 기금의 결산상 이익금이 생기면 전액 적립하도록 하고, 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기면 적립금으로 보전하도록 한다는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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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난극복을 위한 상생협력연대기금법안’(의안

번호 2108433)5) 등이 있음

Ⅱ. 유동수 의원 대표발의 ‘사회연대기금법
안’의 입법취지

- 이 중 손실보상법에 대해서는 국회 전문위원의

검토가 있고, 협력이익공유법안은 2020년에 제출
되어 그간 상당한 논의가 축적되었음. 따라서 본
고에서는 이 들 법안에 관한 논의를 생략하고,
‘사회연대기금법안’을 검토하되, 유동수 의원 대

표발의 사회연대기금법안을 집중 검토함. 3자는
공통적으로 사회연대기금 설치를 주장하고 있음

□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방역조치의 일환으로 영세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 대한 영업제한과 집합금
지 등이 시행됨에 따라 일자리가 감소하고 부의
불평등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이러한 극심한 양극
화로 인해 우리 공동체의 지속성이 담보될 수 없
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사회적 연대와 협력을 통해 국가적 재난으로
심화된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사회 건설을 위해 사회연대협력재단을 설치하고,
이 재단이 사회연대기금을 조성하며, 재단을 통해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여 우리 공동체의 지속가능
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함

□ 요컨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부의 불평등과 양
극화가 심화되었다는 전제하에, 사회연대협력재단
이 사회연대기금을 조성, 이를 통해 사회적 약자
를 지원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임

5) 양경숙 의원 대표 발의 법안은 국무조정실에 국난극복 상생협력연대기금을 설치해 공적자금 환수금, 한국은행 잉여금 등 정부 출연금과 민간 기부금으로 기금을
구성하도록 함. 이 법안은 출연ㆍ기부 시 세액 공제율은 법인은 15%, 개인은 20∼35%로 규정함. 아울러 한국은행 결산상 순이익금 적립 비율을 30%에서
10%로 변경하고 차액에 해당하는 20%를 기금에 출연하도록 함.

사회연대기금법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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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법안의 요지
1. 목적
□ 이 법은 사회적 연대와 협력을 통해 국가적 재난
으로 심화된 불평등과 양극화를 완화하고 지속가
능한 사회를 위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사회연대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영과 관리에 필요
한 사항을 규정(안 제1조)

□ (비판) 국가가 재난에 직면한 긴급 상황 하에서
정부가 일시적, 선제적 조치를 취하는 것은 국가
와 정부의 당연한 국민보호의무 이행의 하나로써
적극 행정의 모범사례라고 할 수 있음. 다만, 코
로나 재난 상황은 평상시의 경제활동이 일시적으
로 막혀 V字型 깊은 침체에 빠지고 그 후 급격
히 회복하는 패턴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임

<그림 1> V字型 침체 사례: Corona19 Virus로 인한 GDP 실적치와 기존 성장경로
(2019년 4/4분기=100)

주: 계절조정 기준임
자료: 한국은행; KDI 추정치

<그림 2> V字型 침체 사례: Corona19 Virus로 인한 세계 산업 생산과 교역량 추이(좌)
세계 제조업 심리와 OECD 경기 선행지수(우)

자료: CPB; EPU; OE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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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국가와 정부의 역할은 침체기에 빠진 구간
에 bridge를 건설하여 침체기를 건너 일상생활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음. 이 법안의 목적
으로 제시하고 있는 전제 사실인 불평등과 양극화
는 경제구조로 인한 문제이며 이의 해결은 국가
장기 과제의 하나인데, 이는 급격하고 일시적인
재난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임. 따라서 이 법안의
목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전제 사실인 불평등과 양
극화는 이 법률로써도 해결할 수 없는 것으로서
양극화의 극복을 이 법률의 목적으로 한다는 것은
재난 극복과는 상관없는 주장임
◦ 침체기에 빠진 구간에 bridge를 건설하여 침체
기를 건너 일상생활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예비비 또는 추가경정예산으로써 대응하

《자기책임원리: 헌법재판소 2017. 5. 25. 선고
2014헌바360 결정》
자기책임원리는 자기결정권의 한계논리로서 책임부
담의 근거로 기능하는 동시에 자기가 결정하지 않
은 것이나 결정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고 책임부담의 범위도 스스로 결정한 결과
내지 그와 상관관계가 있는 부분에 국한됨을 의미
하는 책임의 한정원리로 기능한다. 이러한 자기책
임원리는 인간의 자유와 유책성, 그리고 인간의 존
엄성을 진지하게 반영한 원리로서 그것이 비단 민
사법이나 형사법에 국한된 원리라기보다는 근대법
의 기본이념으로서 법치주의에 당연히 내재하는 원
리로 볼 것이다(헌재 2013. 5. 30. 2011헌바360
등; 헌재 2015. 3. 26. 2012헌바381등).

여야 할 문제이며, 이를 영구적인 조직인 ‘재
단’을 만들고 그 재단이 매년 기업의 이익을

2. 사회연대협력재단법인 설립

평가하여 모금을 강요할 것은 아님
◦ 전통 제조업에 종사하는 인력은 봉쇄조치로 전
혀 영업이 불가능해 수입이 전혀 없을 수 있는

□ 법안은 국무조정실장의 허가를 얻어 사회연대협력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안 제3
조)

반면, 온라인 판매 등 high tech 업종은 재택
근무로 영업상 차질이 없거나 오히려 더 많은
수익을 거둘 수 있는 환경이 될 수도 있음. 이
것은 업종에 따른 현상으로 전체적으로는 코로
나19 사태로 모든 경제주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다만 극히 일부 업종은 예년에 비해 다
소 실적이 개선된 것으로 보아야 함. 그러나
그러한 실적 악화와 실적 개선은 업종에 따른
것으로 한시적일 수 있음. 따라서 어떤 업종이
지나치게 부를 가져가고 어떤 업종은 지나치게
부진한 것으로 진단하고, 실적이 개선된 업종이
실적이 부진한 업종을 위해 사회연대기금에의
출연 또는 기부금을 납부해 기업활동의 이익을
나눈다는 개념은 자기책임 하에 기업을 운영한

□ (비판) 재단법인을 설립한다는 의미는 영구성을
갖는다는 것으로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재난적
상황이 종식된 후에도 계속 사업을 한다는 의미이
고, 이는 자칫 상설기구가 되어 각 기업의 이익을
평가하고 그 이익을 탈취하는 영속적인 기구로 전
환될 수 있음. 재난지원금은 필요할 때만 재정이
소요되지만 이들 법률이 통과되면 새로운 재정 수
요처를 발굴하여 매년 수십조 원, 또는 수 백조
원 이상의 재정이 반복적으로 소요될 가능성이 다
분함. 이 법률이 재단의 영속성을 보장하는 법률
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므로 재단설립에 관한 규
정은 삭제되어야 함. 이미 백신접종이 국민의
60%를 넘은 이스라엘과 미국은 코로나 사태가
조기에 종식될 전망을 보이고 있음

다는 기본 원리인 자기책임원리에 어긋나는 것
으로서 자본주의 경제구조와 맞지 않음. 특히
기본 개념이 사회부조 차원이라면 법률로 규정
해서는 안 되는 것임

□ 이 재단은 예컨대 ‘고도역사문화환경연구재단’과
같이 공공기관과 같이 운영될 가능성이 큼. 재단
의 형식을 띠므로 공공기관 운영법에 따른 기획재
정부의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타당성 심사를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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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음. 2018년 이후 늘어난 공공기관 30곳
중 15곳은 의원입법으로 만들어짐. 제21대 국회
는 2020년 5월부터 1년간 새 공공기관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의원 법안이 60건 이상 발의됨.
지난 10년간 공공기관은 해마다 6.5개씩 늘어났
음. 2011년 285개이던 공공기관은 2021년 350
개로 늘어났음. 공공기관 임직원은 2015년 33만
7,849명에서 2020년 43만 610명으로 늘었음.

2021년에도 한국고용노동교육원⋅건축공간연구원
⋅국립항공박물관⋅국립해양과학관⋅한국재료연구
원⋅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등 공공기관 10개가
새로 생김
□ 공공기관 종사자(임직원) 역시 2018년 38만
4,951명에서 2020년 43만 610명으로 4만 명
이상 증가함

<그림 3> 공공기관 증가
(단위: 개)

자료: 기획재정부

<그림 4> 공공기관 임직원 증가
(단위: 명)

※임원, 정규직,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모두 포함
자료: 국회 예산정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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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연대기금의 설치

□ 사회연대협력재단은 이 법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공급하기 위하여 사회연대기금을 설
치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4조), 사회연대기금은
정부 외의 자가 출연 또는 기부하는 현금이나 물
품, 그 밖의 재산으로 조성함(안 제5조).6)

□ (비판) 취약계층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외에, 별도
로 연구, 제도개선사업을 비롯한 관리비용이 과도
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재단기금은 주로 인
건비 재단법인 운영경비로 소모될 가능성이 매우
크고, 재단 자체의 영속성을 위한 목적에 투입되
어 소모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임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 (비판) 사회연대기금은 정부 외의 자가 출연 또는
기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결국 기업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에 의존할 것으로 보임. 그러나 기업
의 생존문제에 있어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격변의 시대에, 과연 어떤 기업이 미래의 투자를
포기하고 의미 있는 대규모의 자금을 기부할 것인
지 의문임. 오히려 재단을 설립하고 법률을 만들
어 강제적인 모금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임. 과거 농어촌상생기금의 경우도 당초 목표액
과는 달리 극히 일부만 모금되어 실효성이 없었던
사례가 있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을 확산하고 장려
하기 위하여 기금에 출연 또는 기부한 정부 외의
자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
고 있음(안 제10조)8)

□ (비판) 국가 재난 발생으로 인해 피해는 국가가
처리해야 하는 것이 국가의의무임에도 국가와 지
방자치단체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고 규정한 것은 국가와 정부의 의무와 책임을 포
기하는 것임. 지원이 아니라 주도적으로 관리해야
할 사안임

4. 사회적연대기금의 사용
□ 사회연대기금은 국가 재난 발생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ㆍ자영업자ㆍ취약계층 등의 생활과
생계의 긴급지원 사업에 사용하는 데 전액 투입될
것으로 예정하고 있으나,7) 법안은 이 외에도, 사
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기부 문화 발전 목적의
정책적 연구 및 제도개선사업,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기타 재단 목적사업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용
도로 사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안
제7조)

6) 이용우 의원안은 기금의 재원은 정부출연금, 다른 기금으로부터 출연금, 정부 외의 자가 출연 또는 기부하는 현금 또는 그 밖의 재산, 금융권 미청구자산의 관리
에 따른 수익금, 차입금 등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고, 양경숙 의원안은 한국은행 잉여금 등 정부 출연금과 민간 기부금으로 기금을 구성하도록 함
7) 이용우 의원안은 저소득층의 생계지원,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 실직자의 생계지원 및 비정규직근로자의 처우개선 등을 위해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양경숙
의원안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집합제한 및 집합금지 등의 명령으로 인한 사업장의 손실 지원, 임대료, 생계비, 공공요금, 세금, 금융 비용 등 재난으로
인한 실업 및 소득감소에 따른 생활 지원, 고용유지, 직접 일자리, 피해업체지원, 직업교육프로그램 등 재난피해 업종 및 지역에 대한 고용 및 실업자 지원, 재
난 대응인력과 시설에 대한 손실보상 및 물자 등의 지원, 선의의 행위자에 대한 지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 극복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
고 있음
8) 양경숙 의원안은 출연ㆍ기부 시 세액 공제를 하도록 하고, 공제율은 법인은 15%, 개인은 20∼35%로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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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국내외 사례

□ 협력기금은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이 관
리ㆍ운용을 담당(법 제20조)

1. 국내 사례
(1) 농어촌상생협력기금
□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2015년 말 한중 FTA 비준
을 앞두고 FTA로 인해 농수축산 분야에는 많은
피해를 입게 되지만 제조업 등 오히려 혜택을 보
는 기업도 있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당시에 기업들
과 공공 부문이 기금을 조성해, 피해를 입는 농어
촌 지역을 돕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농어촌상생협
력기금안’이 마련되었음

□ 2017년부터 매년 1,000억 원씩 모아 10년간 1
조 원을 조성해 피해 농가를 지원하겠다는 목표.
그러나 2017~2019년 첫 3년간 출연액은 734.2
억 원으로, 3년 목표치인 3,000억 원의 약
24.5% 수준. 5년차에 접어든 2021년 1월 현재
조성된 기금도 총 1,164.3억 원 뿐

□ 중요한 점은 출연기관의 구성상 공기업이
73.3%(852.9억 원)를 차지하고 민간 기업은
18.6%(217.2억 원)에 불과. 민간기업의 참여보
다는 한중 FTA의 혜택과 먼 공기업들이 대부분
의 자금을 출연하는 부적절한 상황으로, 정책 목
적상 실패한 정책으로 평가됨 9)

(2) 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
□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
력법)에 따르면,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은 대
ㆍ중소기업 간의 지속가능한 발전, 상생협력 촉진
및 동반성장을 통한 국민경제의 지속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협력기
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법 제20조의5)

□ 협력기금은 내국법인 출연금 등으로 조성하며, 주
로 대기업과 공공기관 및 중견기업 등의 출연금으
로 조성되고 있음. 또한 기금에 출연하는 자는 그
용도와 사업을 지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재단은
그 지정된 용도와 사업에 출연금 등을 사용하여야
함(제20조의5 제4항)

□ 출연기업의 출연목적에 따라 기금을 운용하는 방
식을 택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 기금운영의 주체
는 출연한 기업이 되는 경우가 많음 10)

□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은 현재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으므로, 이 기금을 유지 발전시
키면 충분하며, 새로운 기금이나 재단을 중복해서
만들 필요는 없음

□ 이 외에 근로복지기본법은 이미 기업 또는 초기업
수준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의 두 가지 기금제도를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으
며, 근로복지기본법은 공공근로복지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근로복지진흥기금’을 규
정하고 있음(동법 제87조)
(3) 노조 발 상생연대기금
□ 2017년 12월 양대노총(민주노총ㆍ한국노총) 공공
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는 ‘공공상생연대기
금’을 설립.11)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성과
연봉제를 12) 폐지하면서, 119개 공공기관 노동자
들에게 지급한 1천 600억 원의 인센티브를 환수
하여 공익재단 설립

9) 임동원, “[싱크탱크로부터 듣는다] 코로나 이익공유제, 국민 갈등만 심화시킬 수도”, 「미래한국」, 2021.02.19.
10) 노광표 외 2인, “상생연대기금 사례연구”,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고용노동부 용역, 2019. 11., 12면
11) 배성인, “문재인정부의 노동 배제와 포섭 - 사회적 대화와 공공상생연대기금”, 「진보평론」, 제77권, 2018. 1. 37-58면; 노광표 외 2인, 전게논문, 30면
12) 박근혜정부는 2016년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여 119개 공공기관 노동자들에게 1천 600억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함. ; 배성인, 상게논문, 48면

10

KERI Insight 21-9

□ 이것은 노조가 자발으로 모금한 기금이 아니라,
노조가 성과연봉제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그 폐지
를 목표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수단으
로 성과급 반환을 추진하고 그 반환금으로써 만든
기금임

□ 2018년 9월 현재 30개 기관이 출연해 약 362억
원 가량의 공공상생연대기금 조성하여 ‘공공상생
연대기금재단’을 설립

□ 위 재단은 사회적 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부문 비
정규직 처우 개선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
공공성 확대를 위해 공공부문의 새로운 역할에 대
한 인식을 확산하고 공공 노동자들의 자발적 참여
를 유도하는 것을 기본 목표와 방향으로 설정 13)

□ 한편, 기업 간 임금격차가 확대되었고, 같은 기업
내부에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가 확대
되어 노동시장 양극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
는 가운데,14) 한국노총 지도부는 2020년 상생연
대기금을 결의, 한국노총의 임금인상분 일부를 내
놓겠다는 상생연대기금을 제안함.15) 노동상층부에
서 선제적 임금동결을 제안, 임금동결분으로 기금
을 만들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유증 극복에
지원하기로 하였음. 민주노총의 공동근로복지기금
제안도 유사한 취지임. 노동조합의 이와 같은 시
도는 근로자 간의 상생도모를 위한 것으로 기업
간의 상생연대기금과는 구별됨

(4) 개별기업 간의 상생연대기금
□ 개별 기업의 상생연대기금으로 ‘SK하이닉스 임금
공유제’가 있음. SK하이닉스 노사는 상생협력 ‘임
금공유제’를 2015년 6월 도입함. 임금공유제란
SK하이닉스 직원들이 임금인상분의 10%를 출연

하면, 회사가 같은 10%를 추가로 출연하는 방식
으로, 결국 인상분의 20%를 하청업체 직원들의
임금을 지원하는 방식임 16)

□ SK하이닉스 ‘행복나눔기금’은 SK하이닉스 구성원
의 자발적인 기부금과 회사의 매칭그랜트
(Matching Grant) 후원으로 ‘행복나눔기금’(이하
‘기금’)을 조성하여 어려운 환경의 지역 주민들에
게 전달. 기금은 ‘사회적 가치 창출’, ‘지역사회
상생’, ‘기부-수혜자 행복’이라는 가치를 기반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기초 복지와 인재육성 부
분에 중점을 두고 지원 활동을 펼침. 2016년에는
국내 구성원 기준 약 82%가 참여하여 30억 원
의 기금을 조성하였으며, 2011년부터 2016년까
지 총 140억 원의 기금을 19,000여 명에 이르
는 이천ㆍ청주 지역 취약계층에게 지원함 17)

□ SK이노베이션 ‘행복나눔기금’은 2007년부터 SK
이노베이션 구성원의 기부를 통해 의료, 교육, 장
애, 취약계층 생계 등 다양한 사회복지사업을 후
원. 기존에는 백혈병 소아암 어린이 및 학대 피해
노인 의료비 지원, 학대 피해 아동 응급 지원, 네
팔 오지 교실 건축 지원, 산간 오지 장애인 의수
족 지원 등 각 구성원이 원하는 사업을 후원하는
방식(1인 1후원계좌)으로 운영됨. 2017년 10월
이후 협력회사 상생과 지역사회 복지후원을 위해
구성원의 기본급 1%를 기부하기로 합의가 이루
어짐. 기금은 2017년 10월부터 2019년 말까지
27개월간 총 106억 원 조성 18)

□ 부산교통공사의 일자리연대는 부산지하철노동조합
이 소송을 통해 받은 임금을 신규일자리 창출 재
원으로 내놓아 540명의 청년고용을 확대함. 노사
가 공동으로 기금을 모아 운영한 사례는 아니지만
노동조합이 주도하여 개인들에게 돌아갈 임금을

13) 한국노동연구원, 「상생연대기금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고용노동부, 2017), 62면; 배성인, 상게논문, 50면
14) 노광표 외 2인, 상게논문, 1면
15) 한석호, “노동조합의 코로나 19 극복방안, 노동조합 사회연대전략”, 한국노총중앙연구원, 「노동N이슈」, 2020년 5월호, 2020.6, 1-8.
16) 노광표 외 2인, 전게논문, 63면
17) 노광표 외 2인, 전게논문, 67면
18) 노광표 외 2인, 전게논문, 69면

사회연대기금법안 분석

11

모아 일자리 창출을 사측에 요구하였고, 사측의
동의를 통해 신규 일자리를 창출 19)
(5) 국내 사례 총평
□ 국내 사례는 주로 농어촌상생협력기금과 대ㆍ중소
기업상생협력기금이 대표적인 사례이고, 그 외 노
조차원 및 개별 기업 차원의 사례가 있음.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은 실패한 정책이고, 대ㆍ중소기업상
생협력기금은 명맥을 유지하고 있음. 이에 더하여
사회연대기금이 도입되는 것은 실효성이 없고 차
라리 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을 더욱 충실하게
운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노조 및 개
별 기업의 상생연대기금은 권장할만함

2. 해외 사례 :

(1) 해외사례 일반
□ 해외 기금 운용 사례는 일반적으로 근로자 복지
차원에서 이루어지며, 이에 관한 정책은 스칸디나
비아, 미국, 일본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음
□ 스칸디나비아 복지제도는 국가중심모델(statebased model)이기 때문에 포괄적이고 관대한 사
회보장제도를 근간으로 하면서 주변적으로 제한적
인 기업복지제도를 설정하는 것이 특징20)

□ 미국의 사회복지체제는 GNP대비 사회복지비 지출
이 낮으며 개인의 복지욕구 충족이 기본적으로 시
장의존적 성격이 강하다는 특징. 즉, 취약한 공공복
지제도를 기업복지제도가 보완하는 수준이 아니라,
기업복지중심형 복지체제를 갖춘 것으로 이해21)

□ 일본의 복지제도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기업복지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음. 기업별 노사관계 영향이
컸고, 정부도 국가복지에 대해 매우 소극적이었기
때문에 기업이 자사 소속 근로자들에게 복리후생
제도를 설정하는 정책을 갖게 됨. 일본은 지역(시
⋅도)별로 ‘중소기업 근로자복지서비스센터’를
1988년부터 설립하고 이를 통해 중소기업이 단독
으로 제공하기 어려운 복지서비스를 제공 하는 방
식을 취하고 있음 22)
(2) 퀘백 노동연대기금
□ 노동조합이 주도하여 모집한 기금으로 퀘백의 대표
적인 노동연대기금인 캐나다 제1노총 퀘백노동총연
맹(FTQ)의 노동연대기금(Fonds de Solidarité)과
제2노총 전국신디케이트연맹(CSN)의 행동기금이
있음23)
□ 퀘백 지역 노동연대기금은 보통 투자하는 기업과
5∼7년 정도의 장기적 파트너십 체결

□ 2018년 5월 말 기준 노동연대기금의 순자산은
143억 캐나다 달러(한화 약 12조 1,600억 원).
2001년~2017년까지의 수익률 변화는 2000년대
초반과 2008∼9년 금융위기를 제외한 수익률은
평균 5∼10%로 매우 양호한 수준. 특히 2010년
대에 들어 투자에 대한 수익률이 더욱 증가하고
있는 추세 24)
□ 노동연대기금 2018년 5월말 기준 총 194,746개
의 일자리를 창출한 것으로 평가됨 25)
□ 퀘백 노동연대기금이 사측의 참여를 막았던 것은
아니었지만, 노동연대기금의 민주적 투자 원칙을

19) 노광표 외 2인, 전게논문, 71면
20) 노광표 외 2인, 전게논문, 24면
21) 노광표 외 2인, 전게논문, 25면
22) 노광표 외 2인, 전게논문, 28면
23) 이주희, “퀘백 노동연대기금의 한국적 적용”, 국제개발연구소, 「사회적경제와 정책연구」, 제9권 제3호, 2019. 8., pp. 89-121.
24) Fonds de Solidarité, FTQ, 2010; 2017, 이주희, 상게논문, 104면
25) Fonds deSolidarité FTQ, 2018; 이주희, 상게논문. 10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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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하기 위해서 1인당 투자 한도를 정하였기 때
문에 사측 역시 기업 차원이 아니라 사용자 개인
의 차원에서만 투자할 수 있음 26)

□ 사측은 기금운영 및 홍보와 관련된 노동조합조합
원 혹은 자원봉사자의 노동시간 일부 면제 등의
혜택을 제공해 줄 수 있음 27)

□ 투자수익에 대한 배당금은 노동자나 일반인 투자
자에 한정하여 지급됨. 이처럼 퀘백 노동연대기금
은 투자금에 대해 배당을 받는 일종의 ‘공제제도’
성격이 강함

□ 정부(중앙정부, 지자체, 프랑스령 해외영토 자치정
부 등) 재정, 민간 기부 등을 중심으로 재원 마련

□ 코로나19로 인한 영업 중단, 매출액의 감소 등
피해를 입은 소규모 사업자들이 부도 위험에 직면
하지 않고 경영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정부, 지
방자치단체 등이 펀드를 조성해 지원

□ (지원대상) 소규모 기업(근로자 10인 이하), 개인
사업자, 프리랜서, 전문직종사업자
※ 2020.2.1. 이전 영업을 개시하고 2020.3.1.이전
파산 선고를 받지 않은 사업자

(3) 프랑스 보험회사 연대기금(LE FONDS
SOLIDARITE) 재원 기부(2020년)

DE

※ 근로계약을 맺고 있는 자, 은퇴연금수령자 및
2020년 3월에 2주 이상 병가(arret maladie)

혜택을 받은 사업자는 제외

□ 연대기금은 이해관계자(노ㆍ사ㆍ정 등)들이 함께
사회적 기금을 조성하고 공동체에 대한 경제적 투
자와 지원을 확대하는 모델을 말함. 이와 같은 사
례로는 프랑스 정부-민간 보험회사 연대기금이
있음

□ (지원요건) 연매출 1백만 유로 이하이면서 과세대
상 이익이 6만 유로 이하인 사업자로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
◦ 정부의 영업 중단 조치 대상

□ 한국 정부 조사문건에 따르면 프랑스 보험회사
연대기금은 프랑스 정부가 조성하는 연대기금 재
원 마련을 위해 보험회사들이 2억 유로(약 2,666
억 원) 규모의 자금 기부 결정했다고 함(2020.4.
기준)

□ 연대기금은 코로나19로 인한 영업 중단, 매출액
감소 등의 피해를 입은 소규모 사업자들이 부도
위험에 직면하지 않도록 지원하기 위한 목적

◦ 이전과 비교해 2020.3.에 매출이 70% 이상 감소
※ 매출 감소 수준 계산을 위한 비교 시점
◦ 2019.3.1. 이전 설립 사업자: 2019.3월 매출 기준
◦ 2019.3.1. 이후 설립 사업자: 설립 후 2020.3.1.
까지 평균 매출 기준
◦ 2019.3월에 휴업, 병가, 사업상 사고, 출산휴가
등으로 영업활동이 없었던 사업자: 2019.4.1.

□ 초기에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연매출 1백만
유로 이하 소기업,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1,500유로(200만 원)를 지원하였으나, 최근 지원
대상 및 규모를 확대

이후 2020.3.1.까지 평균 매출 기준

□ (지원 내용) 위 지원대상과 요건에 해당하면 자동
으로 1,500 유로 지원(1단계 지원)

26) 이주희, 상게논문. 116면
27) 이주희, 상게논문. 1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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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을 받은 기업 중 자금 부족으로 부도위험
에 직면한 기업에 대해서는 2020.4.15. 이후부

□ 사용자는 사업장 노동자 1인당 350유로(약 46만
원)씩 기금을 적립

터 신청을 받아 평가를 거쳐 2,000유로 추가
지원(2단계 지원)
※ 추가지원 대상 선별 기준(각 지자체에서 해당

□ 해당 기금은 사업장별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조업
단축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에게 우
선 지원

여부 검토)
◦ 근로자를 한 명 이상 고용하고 있으면서,
◦ 30일 이내 만기가 도래하는 부채를 해결하지

□ 특별상여금 분할지급과 연대기금을 통해 조업단축
과 임금동결로 손해 보는 임금의 약 80%까지 보
전

못하고,
◦ 은행에 합리적인 수준으로 대출을 신청했음에
도 거절당한 경우

□ (재원 조성) 정부, 지자체, 프랑스령 해외영토 자
치정부, 기부 등에 의해 조성(최근 보험사들이 2
억 유로 기부 발표)
□ (지원 요령) 각 지원 단계별 플랫폼에 지원
◦ 1단계 지원(1,500 유로 지급)
- 2020.4.1. 이후 impot.gouv.fr 에 상세 정보 등록

해 신청

◦ 2단계 지원(필요시 2,000유로 지급)
- 2020.4.15. 이후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플랫폼에

신청

(4) 독일 기업별 연대기금 조성(2020년)
□ 독일 금속기계 노조(IG-Metall)를 중심으로 기업
별 연대기금 조성, 독일 자동차ㆍ금속ㆍ전기 분야
기업-노조 연대기금

□ BMW, 포르쉐, 지멘스, 에어버스, 보쉬 등을 포
함한 자동차⋅금속⋅전기 분야 기업이 주요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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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까지 기금이 소진되지 않을 경우 12월에 사
업장 전체 노동자들에게 일시금으로 지급

(5) 해외 사례 총평
□ 해외 사례로는 프랑스 보험회사 연대기금을 주목
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이 연대기금은 정부의 출
연에 따라 기업이 자발적으로 추가 출연하는 성격
이며, 어떤 법률에 근거한 모금이 아니라는 점에
서 한국과는 다름. 프랑스의 경우 지원은 1단계
지원 1,500유로, 2단계 지원 2,000유로 지원에
그치고 있음. 한국은 이미 정부가 4차 재난지원금
까지 지급하였으므로 프랑스 이상의 지원을 했음

Ⅴ. 입법에 대한 평가

라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로 명시
돼 있음

□ (기업과 정신 위축과 국가 전체의 부의 하락) 기
업인의 자율적 책임 하에 기업을 운영하여야 함에
도 항구적인 기구를 설치하여 매년 이익이 난 기
업을 색출해 손해를 본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
금을 조성하는 것은 기업들의 이익을 조정하는 기
능을 하게 될 것임. 이와 같은 반관반민 조직에
의한 이익의 조정은 지속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법
률로써 강제할 수밖에 없음. 국가적 재난은 항상
발생할 수 있는 것이어서 그때마다 이 기구가 나
서서 기업들의 이익을 조정한다는 것은 기업의 이
윤동기를 말살하여 기업가정신을 위축시키고 결국
은 건전하고 활발한 성장을 방해하여 국가 전체의
부의 하락을 가져올 수밖에 없음
◦ 특히 기금은 공공기관이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
성하기 위하여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법률에 따라 설치⋅운용되는 자금임.
이와 같은 기금은 기본적으로 국가재정법 제5
조에 근거하여 법률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음.
현재 국가재정법 제5조에28) 따른 기금이 70
개29) 난립하고 있음. 재단 설립은 국가재정법
의 적용을 회피하는 효과가 있음

◦ 부담금은 기업에게 불필요한 자금부담을 주어
원가상승 요인으로 작용하는 부작용이 있기 때
문에 부담금관리기본법의 규율을 받아야 함
◦ 최근 5년간 부담금별 징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부담금 징수는 2015년 19조 1천억 원, 2016년
19조 6천억 원, 2017년 20조 2천억 원, 2018

년 21조 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다, 2019년
20조4천 억으로 소폭 감소함. 최근 5년간 100

조 3천억원 징수30)
◦ 실제 연도별 부담금 항목은 2015년 95개, 2016년
94개, 2017년 89개, 2018년 90개, 2019년 90개,
2020년 90개로 90~95개 사이를 유지하고 있음

◦ 이와 같은 방식은 결국 기업들을 동원하여 출
연을 강제하고, 그와 같이 조성된 기금은 비과
학적이고 불합리하게 분배되어 선거를 위한 매
표행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큼
◦ 법안에서 규정한 기금은 재단설립을 통한 모금
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부담금으로 작용하면서
도 부담금관리기본법을 회피하기 위한 편법을

□ (암묵적인 기부 강요로 준조세에 해당하는 부담금
이 될 것) 자발적 사회연대기금 조성은 결국 이런
기금은 기업에게는 거의 강제적이기 때문에 기업
이 부담해야 할 부담금의 일종으로 볼 수 있고,
이는 준조세에 해당하면서 기업에게는 또 하나의
규제비용으로 인식하게 될 것임

활용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음
※ (참고 - 한국 기업의 준조세 부담) 전경련 보
도자료(2020-07-05)에 따르면 기업들 법인세
70.9조 원 내고도 준조세 62.9조 원 추가부담

◦ 코로나19 장기화와 경기침체로 어려운 가운데

◦ 현행 부담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르면, 부담

과감하게 부담금을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전향

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적인 검토가 필요한데, 실은 사회연대기금과 같

공익사업과 관련해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

은 새로운 부담금이 발생하게 됨

28) 제5조(기금의 설치) ① 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정하여 법률로써 설치하되, 정부의 출연금
또는 법률에 따른 민간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은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20. 6. 9.> ② 제1항의 규
정에 따른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운용할 수 있다.
29) 70개 기금 list (pdf): 별표·서식 (law.go.kr)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00174&lsNm=%EA%B5%AD%EA%B0%80%EC%9E%AC%EC%A0%95%EB%B2%95&byl
No=0002&bylBrNo=00&bylCls=BE&bylEfYd=20180101&bylEfYdYn=Y
30) [출처] 한국세정신문 (http://www.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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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이 부담하는 협의의 준조세, 법인세 대비
88.7%(2018년 기준)

◦ 기업 전체 당기순이익 대비 협의의 준조세
39.0%, 기업부담 과중

◦ 협의의 준조세 증가율 2018년 8.0%, 2016

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문제가 발생하
며, 강제적 징수이면 위헌의 문제가 발생. 자발적
으로 기업이 활동을 통하여 획득한 이익이 기업과
관련 없는 곳으로 유출된다면 주주의 재산권이 침
해되는 것이고, 기업 간의 형평성 문제도 야기
◦ 기업 활동 결과 세금, 비용, 인건비 등을 충당
하고 남은 잔여 이익은 주주의 몫임. 그 이익

년~2018년 3년간 증가율 중 최고치
◦ 국민 전체가 부담하는 광의의 준조세 147.6조
원, 조세총액의 39.1% 수준

을 임원이 다른 곳으로 돌리면 투자자들은 배
임ㆍ횡령의 죄책을 물어 그 임원을 고발할 수
있음. 아울러 주주가치를 훼손하게 됨으로써 주
주에 대해 선관주의의무 위반과 불법행위로 인

□ (이득과 손해 특정 불가능) 기업이 영업활동을 통
하여 얼마나 많은 이익을 어떻게 창출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누가 코로나로 득을 봤는지 측정할 수
없고 코로나로 인해 발생한 기업의 성과를 구분해
내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 기업의 이익을 기
반으로 기금을 조성하겠다면 이익을 본 사람과 손
해를 본 사람을 특정하기 어려워 사회연대기금은
실현 불가
◦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익을 본 기업이 있다고

한 손해배상책임 져야 하고, 주주는 임원 해임
을 청구할 수 있음. 2020년 말 개정된 상법에
따라 대표소송과 다중대표소송의 대상이 됨. 이
소송은 6개월의 주식보유 기간도 필요 없고,
주식 취득 후 3일 후 바로 제기할 수 있음. 강
원랜드가 태백시에 150억 원을 기부한 사건에
서 대법원은 그 기부안건에 찬성한 이사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바 있음32)

그 이익을 박탈하면 그 산업의 경쟁력이 약화,

◦ 기업의 이윤을 강제로 배분할 경우 기업의 이

global 시장에서 낙오될 수밖에 없음. 반면에

윤추구 뿐만 아니라 성장 유인도 약화될 것임.

이익을 본 산업쪽에서는 그 이익으로써 한 해

또한 자발적인 참여를 위해 정부와 여당이 세

당 산업을 한 단계 up-grade함으로써 세계적

제 혜택 등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기업으로 재편될 가능성. 한국은 산업간 이익의

고 하지만 대부분의 기업은 정부가 권고하는

편차를 없애는 방법으로 모든 신업군에 경쟁력

제도에 참여하지 않을 수 없으니 사실상 타율

을

적 참여 등 문제로 인해 자유시장경제 원리에

상실하고

2류

기업으로

전락.

Davis

Ricardo의 비교우위를31) 상실할 우려

□ (기업의 재산권 침해) - 헌법 제119조 제1항에
서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고 있음. 기업
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생산하고 판매
하는 조직체로, 직업의 자유로부터 도출되는 영업
의 자유나 기업의 자유의 주체. 그런 기업에게 합
리적 근거 없이 기금을 조성한다면 경우에 따라서

맞지 않는 제도

□ (ISDS 소송 가능성) 기업의 이익을 강제적으로
박탈하는 법률은 자칫 국가의 행위로 손해를 본
외국인 투자자가 그 국가를 상대로 제기하는 분쟁
해결절차인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ISDS)절차’
가 개시될 우려가 큼.33) 이미 2020년 6월 참여
연대 등 13개 시민단체가 대통령을 수신으로, 각

31) David Ricardo의 비교우위(比較優位)론은 비교우위론은 아담 스미스의 절대생산비 이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리카도가 그의 저서 「정치경제와 조세의
원리」에서 주장한 이론. 절대우위론의 한계는 양국 중 한 나라가 모든 재화에 절대우위가 있는 경우에는 무역의 발생을 설명할 수 없다는 점. 이런 문제는 비
교우위론으로 해결할 수 있음. 비교우위론이란 한 나라가 두 상품 모두 절대우위에 있고 상대국은 두 상품 모두 절대열위에 있더라도 생산비가 상대적으로 더
적게 드는(기회비용이 더 적은) 상품에 특화하여 교역하면 상호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이론임. 학습자료 | KDI 경제정보센터
32)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다26045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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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장관들을 참조로 하는 서한을 발송.34) 이 서
신에서 정부의 covid-19 대응 조치가 ISDS절차
와 같은 국제투자분쟁을 불러일으키고 정부가 거
액의 배상 책임에 내몰릴 수 있음을 지적함.35)
ISDS 제도는 적용 범위가 워낙 넓기 때문에, 투
자자들이 그 국가를 상대로 이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 과거 사례를 보면 국가재난에 준하는 위기
상황이라는 이유로 이 절차가 불허된 예가 거의
없음

◦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코로나 이
익공유제에 대해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사례를
들며 그 필요성을 강조함.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정책 목적상 실패
한 정책36)

를 개시해 배상을 받는 돈벌이가 된다고 투자

□ (ESG와의 연계의 위험성)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특히 오늘날 ESG가 강조되는 가운데, 국민연금이
ESG를 평가하여 비공개대화대상기업으로 선정하
고 있으므로, 기업들은 S, 즉 social 부분에 관심
을 두어야 하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금에 기
부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압박을 받을 것임

자들에게 자문해 주고 있음. 로펌들, 통상전문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3일 ‘이익공유제’ 활성

가들, 유엔 기구, 인권 전문가들은 이미 ‘ISDS

화를 위한 환경⋅책임⋅투명경영(ESG) 활용 방

사건’ 호황이 시작될 수 있다고 예견하고 있음.

안으로 국가 사업과 관련한 계약을 할 때 ESG

덫을 놓고 기다리는 것과 같음. 사회연대기금

우수 등급을 받은 기업에 가점을 주는 방식의

출연 강요는 스스로 덫에 빠지는 결과가 될 것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함

◦ 해외 여러 로펌들은 covid-19를 극복하기 위한
각국 정부의 조치가 ISDS 대상이 된다며, 절차

임. 어느 나라도 한국식으로 법제화하지는 않기
때문에 한국이 더욱 선명한 타깃이 될 수 있음

◦ 조달청의 작년 한해 사업 실적은 총 69조
1,461억 원이고, 이 가운데 조달 계약 사업만

□ (국가의 책무 방기) 팬데믹 상황은 국가가 통제해
야 하고, 그로 인한 손실은 국가에게 보전책임이
있는 것이지 기업에게 기금을 조성하여 이를 보전
하겠다는 것은 국가의 책임을 방기(放棄)하는 것

48조 6,239억 원에 달함. 연 48조 원에 해당하

는 사업에 기업 ESG 평가를 활용하게 됨
◦ 현행 조달법(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는 ‘조달
절차에 환경, 인권, 노동, 고용, 공정거래, 소비

◦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중소기업이 고비를 넘기

자 보호 등을 반영한다(제3조 제2항)’는 선언적

도록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은 정부 재정의 역할

조항이 있음. 민주당은 이 법 조항을 개정해

임에도 결과적으로 평등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ESG 평가지수를 정부조달 계약시 주요 평가 요

정부 역할을 민간에 떠넘기는 식으로 시장에 개

소로 반영할 방침. 외부 인증기관에서 평가받은

입. 기업의 사회 공헌이나 자발적 기부라는 이

ESG지수가 높을수록 정부 조달 납품이 유리해

름으로 포장하여 반강제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

시장 자본주의의 성과를 부정하고 반(反)시장적
정부 개입으로 사회주의를 확산하는 정책

◦ 당정은 또 민간에서 공신력 있는 ‘기업 ESG 평
가 지수’를 개발할 수 있도록 ESG 인증 제도를
도입하고, 인증을 담당하는 신용평가사나 채권

33) Luis Millán, “COVID-19 and the risk of foreign investor challenges”, National Magazine, 9 September 2020.
https://isds.bilaterals.org/?covid-19-and-the-risk-of-foreign&lang=en
34) http://ko.knowledgecommune.net/?p=3048
35) https://wp.me/P6NxJb-1tc: Open letter to governments on ISDS and COVID-19, May 29, 2020
36) 임동원, “[싱크탱크로부터 듣는다] 코로나 이익공유제, 국민 갈등만 심화시킬 수도”, 「미래한국」, 20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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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사에 정부가 각종 지원책을 제시하는 방안
도 검토 중37)
◦ 이 외 ESG 평가 인증 비용에 대한 저금리 대
출과 세금감면 등도 고려 중
◦ 그러나 ‘ESG 경영’을 비전으로 제시하면서 ‘사
회적 책임’에 집착하다 최악 실적을 얻은 프랑
스 최대 식품기업 ‘Danone’(생수 브랜드 evian

□ (조세지원의 부당성) 조세지원 역시 결국 세수 감
소로 이어지고, 이를 메우기 위해 부동산세와 종
부세 등에 대한 과표 인상과 세율 조정으로 세수
를 확보하게 될 것임

□ (노사정의 협의아래 근로자를 보호) 다만, 노사정
의 협의아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기업 단위,

과 요구르트 브랜드 Activia 등 유제품 판매)의

또는 원청과 하청 단위의 자발적인 기금 조성은

추락에서 보듯이 ESG가 기업의 목표가 되어서

환영할만함. 법률로 강제하지 않고, 자신들이 거

는 곤란

출한 자금을 자신들이 집행하므로 가장 효율적으
로 활용할 수 있음

Danone CEO 축출 사건
Emmanuel Faber 이사회 의장 및 최고경영자
(CEO)가 ‘지역사회⋅환경’을 강조하면서 회사 정관
에 ‘지구와 자원을 보전한다’는 목표를 넣을 정도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 소비자, 직원, 협력업
체, 지역사회, 정부의 신뢰관계를 회복하며 2030년
까지 세계 최대 ‘비코프’(B Corp) 기업이 되겠다고
도 함. B Corp는 일종의 사회책임 기업 인증으로,
주주의 이익뿐만 아니라 공익을 함께 추구하도록 정
관에 규정. 농장과 지역사회에 혜택을 주기 위해 동
급 최고의 토양 건강 프로그램을 구축, 탄소배출 최
소화, 화학물질 사용 저감, 생물 다양성의 복원, 더
깊은 토양 수분 보유 능력 등 프로젝트 진행, NGO
CDP로부터 세계적인 환경 리더로 인정받았으며,
2020년에는 ‘AAA’ 점수를 받은 10개 기업 중 하
나가 됨. Faber는 Carbon Adjusted EPS
(Earning Per Share) 개념을 도입해 탄소발생량과
수익성의 상관관계 지표를 개발하면서 유명해짐

- 7년간 구조조정을 5번이나 했고, 이익 전망치를
세 차례나 낮췄으나, 코로나 충격으로 매출은
2019년 대비 6.6% 감소한 281억 유로(약 37조
9,000억 원) 하락, 경쟁사인 Unilever와 Nestlé
에 비해 부진. 주가는 네슬레와 유니레버는 누적
플러스 45%, 30%의 실적을 올리는 반면, 다논
은 30% 폭락. 행동주의 펀드(영국 Bluebell
Capital Partners, 미국 Artisan Partners 등)는
합하여 겨우 3%의 주식을 갖고 있으면서도38)
CEO 파베르의 사임을 압박,39) 그는 이사회 의
장직은 유지하기로 했었지만 행동주의 펀드들은
양 직위를 박탈, 파베르는 주주총회 결의 없이
3.15. 사임을 발표.40) 그의 사임으로 주가는
5% 이상 상승. 프랑스 언론은 ‘시장의 법칙에 완
패’했다고 평가41)

37) 이상 [단독] 與, 연 49조 원 정부 조달 계약에 ESG 높은 기업 '인센티브' 추진 - Chosunbiz >시사 >정치
38) https://theasset.com/article-esg/43210/stakeholder-capitalism-on-trial-at-danone
39) 물론 주주행동주의자들이 기업을 공격하는 경우 그 기업의 실적은 점점 나빠진다는 연구는 많음(헤지 펀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기업이 주주에게 집중하기
보다 돈을 낭비하고 있다는 신호로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기업에 대한 공격을 표적으로 삼는 경우가 많다고 함.
https://theasset.com/article-esg/43210/stakeholder-capitalism-on-trial-at-danone).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교 Smeal College of Business 및
HEC Paris 연구자들의 연구 결과에 주주행동주의자들이 활동하는 기업은 실제로 5년 동안 재무상태가 더 나빠진다는 것을 밝혀냈음. 이 연구는 2000년부터
2016년까지 주주행동주의 펀드가 타깃으로 삼은 미국 내 1,3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타깃이 된 지 12개월 만에 기업 가치가 당초 7.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4년 후 이들 기업의 가치는 4.9% 하락했음(https://theasset.com/article-esg/43210/stakeholder-capitalism-on-trial-at-danone).
역시 헤지펀드 활동 이후 기업의 사회적 책임 노력이 줄면서 5년 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실적이 주주행동주의자들이 공격하지 않은 유사기업집단에
비해 25% 감소. 이 연구가 지적하는 바는 헤지펀드 공격이 장기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주주와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손해라는 것
40) Danone board ousts boss Faber after activist pressure By Sarah White, Gwénaëlle Barzic
https://www.reuters.com/article/us-danone-management-idUSKBN2B60PN
41) https://theasset.com/article-esg/43210/stakeholder-capitalism-on-trial-at-dan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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