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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개혁과 민영화
숭실대학교 조성봉

1. 서론: 문제의 제기

□ 우리 경제의 구조적이고 질적 개선을 위해서는 국민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정부부문의 역할을 줄이고 정부의 지나친 시장개입을 줄여 시장경
제의 창의력과 자율성을 제고해야 함

□ 정부부문의 역할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가 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진입
및 가격규제를 줄이는 규제개혁과 함께 규제개혁을 우회하면서 시장에서
직접 참여자로서 역할을 담당하는 공기업 개혁과 민영화가 중요함

○ 일반적인 민영화의 목적은 공공부문의 조직 극대화 특성과 경쟁
의 부재로 인한 비효율성을 없애고 공기업에 적용되는 연성예산
제약의 문제(Soft Budget Problem)를 방지하기 위함이나,

○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에 더하여 공기업을 통하여 집행되는 정부
의 불합리한 규제와 경영개입에 따른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차단
하기 위해서 민영화가 필요

□ 성공적인 공기업 민영화와 공공부문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공공부
문의 문제점과 함께 공공부문에 대한 본질적이고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
하다는 문제의식이 선행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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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점에서 차기정부의 공기업 개혁과 민영화가 지분․자산 매각
건수 몇 개, 경쟁도입 또는 통폐합 건수 몇 개와 같은 식의 성과 중
심으로 나타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이보다는 공공부문의 질적인 개선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 장기적인 공공부문 개혁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달성
이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종합적인 설계와 점검
이 필요

2. 공기업 민영화와 개혁: 현황과 문제점

□ 역대 정부 공기업 민영화와 개혁에 대한 평가
○ 김영삼 정부는 저조한 계획대비 실적을 올렸으며, 노무현 정부는
공공부문의 구조 조정과 민영화는 거의 추진하지 않았고 경영평가
와 소비자만족을 의식한 외적 포장에 치중

○ 이명박 정부는 의욕적으로 출발하였으나 촛불시위 이후 민영화와
같은 개혁적 과제를 대폭 삭제하고 그 추진 실적도 미흡함. 또한
공공요금 규제와 국책사업 추진으로 공기업의 부채가 급증하였으
나 공기업 노조에 대한 원칙적 대응으로 단체협약을 개선한 실적
이 있음

○ 김대중 정부는 대형 공기업 8개를 민영화하고 주요 공기업 3개를
부분 민영화하는 등 역대 정부 중 가장 두드러진 공기업 개혁성과
를 보임

□ 반복되는 용두사미식 개혁
○ 역대 정부는 초기에는 과감한 공기업 개혁과 민영화 계획을 제시
하다가 중반 이후부터는 그 목표나 성과가 현저하게 축소

공기업 개혁과 민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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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강력한 대통령의 추진력이 요구되는데 정권 후반부에 나타나
는 레임덕 현상으로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어려워 나타
난 현상

○ 또한 노조 및 공기업 임직원의 지속적인 반대와 함께 정부부처의
이해문제와 공무원의 영향력 축소에 대한 저항감이 작용

○ 공기업 개혁과 민영화는 단임 5년 대통령제 하에서는 쉽게 추진되
기 어려운 본질적 속성을 가짐

□ 공기업 개혁의 문제점
○ 공기업 개혁의 중단과 후속 작업의 불발
－ 한 정부에서 시작된 장기적인 민영화 및 개혁 프로그램이 그 다
음 정부에서 중단되는 경우가 많음

－ 사례: 철도공사 민영화와 경쟁도입, 전력산업의 경쟁도입과 구
조개편
이명박 정부에서도 전력산업 개혁이 후퇴하였고 가스산
업도 경쟁도입에 실패

○ 역대 정부에서 단속적으로 진행된 공기업 개혁과 민영화는 이와
함께 수반되어야 하는 제도적 성숙을 동반하지 못하고 있음

－ 정부가 가격기구에 개입하여 시장에서의 자원 배분을 왜곡한
사례

∙ 발전부문 경쟁 도입 이후 개설된 전력시장에서 도매 전기요
금 수준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함으로써 민간 발전사업자의
진입을 방해

∙ 전기요금을 낮게 규제함으로써 상장사인 한전의 손실을 초래
하여 주주들의 손해배상 소송의 원인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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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년 이후 국제유가가 급등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 전기요
금은 하락하도록 규제하는 등 불합리한 에너지원 간 교차보
조와 지원을 통해 정전사태와 같은 에너지자원의 왜곡과 수
급문제를 초래

□ 공기업의 자율성 결여
○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서는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공기
업의 자율성이 제약되어 있음

－ 외국에서는 정부가 공기업의 주주 역할만 담당하지만 우리나라
에서는 일상적인 경영개입과 규제 수행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에서 공공기관의 정관, 이사회, 임
원, 예산회계, 경영목표, 경영실적 평가, 경영지침 등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공기업이 자율성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단
이 없음

－ 각 주무부처와 감사원의 감사, 국회의 국정감사, 경영평가, 사장
평가, 고객만족도․청렴도․혁신 평가 등으로 인해 공기업의 자율
성은 크게 훼손됨

○ 공기업 사장의 임기가 3년이며 1년을 단위로 연임될 수 있어서 공
기업 경영의 자율성과 연속성도 크게 제한됨

□ 공기업 개혁과 민영화 과정에서 소비자 역할에 대한 인식 부족
○ 5년 단임제 대통령제 하에서는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이 요구
되는 공기업 개혁과 민영화 계획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기 어려운
한계를 가짐

○ 정부의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하향식 민영화 추진이 어렵다면 소비
공기업 개혁과 민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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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와 시장의 힘에 의한 경쟁도입과 민영화를 추진하는 것이 바른
방향

○ 정보통신산업과 전력산업의 비교
－ 정보통신산업의 경우 소비자 선택이 발생하는 단말장치에서 기
술혁신이 나타나서 경쟁도입과 민영화에 대한 압력으로 전개됨

－ 전력산업의 경우 발전경쟁 → 도매경쟁 → 소매경쟁의 순으로
구조개편을 진행하여 소비자의 직접적 선택과 무관한 상류산업 중
심으로 경쟁이 도입되어 시장의 자연적인 개혁과 민영화 압력이
낮았음

○ 공기업 개혁과 경쟁도입 나아가서 민영화의 수순은 소비자에게서
가까운 하류부문부터 도입하고 차츰 경쟁압력을 통해 개혁과 민영
화에 대한 필요성이 상류부문으로까지 확대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함

3. 차기정부의 공기업 민영화와 개혁의 방향

□ 장기적인 공기업 선진화 로드맵 작성
○ 우리나라 공기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공기업 개
혁과 민영화를 위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야 함

○ 공기업에 대한 다음과 같은 문제의식을 제기
－ 과거 정부주도의 경제개발 시기에 탄생한 공기업에 대한 국민
경제의 의존도를 낮추어야 함

－ 공공센터가 갖는 본질적 비효율성에 더하여 우리나라 정부 특
유의 지나친 간섭과 통제로 공기업의 자율성과 창의력이 훼손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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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부문이 민간이 성장하고 나아가는 방향을 선점하고 가로막
고 있음을 인식

○ 차기정부 또는 그 이후의 장기적인 공기업 개혁의 방향을 논의하
기 위한 중요한 근거와 논거가 되는 공기업 개혁의 자산으로 활용

□ 공기업 개혁과 민영화 성과를 개선시키기 위한 제도적 개선
○ 상장된 공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명령과 통제의 지양
－ 한전의 천문학적 액수의 소액주주 소송에서 나타나고 있듯이
정책적 목표의 강요와 강제적인 가격규제에 따른 주주이익의 훼손
으로 지배구조적 갈등을 유발

－ 한전 외에도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지역난방공사와 같이 주식이
상장된 공기업에 대해 심각한 요금규제가 시행되고 있어 유사한
갈등이 재연될 가능성이 있음

－ 상장된 공기업의 수익성과 주주의 이해에 상반되는 명령과 통
제방식의 공기업 운영을 지양

○ 공공요금 규제방식의 전환
－ 전기사업법 등의 개별사업법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에서

도 보장하고 있는 총괄원가 보상의 원칙을 정부가 스스로 준수

－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투자보수율 원칙에 맞으면 주무부처 장관
이 공공요금의 인상을 인가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

○ 공익산업 규제를 위한 독립규제기관의 설립과 활성화
－ 정부부처나 대통령의 지휘 및 감독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의
사결정을 할 수 있는 ‘독립성’을 갖춘 공익산업에 대한 독립규제위
원회를 설립

－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규제기관의 장이나 위원들의 임기
공기업 개혁과 민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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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보장되어야 하며 정부의 불필요한 개입과 간섭을 방지할 수 있
어야 함

－ 그 의사결정 과정도 투명하여야 하며 원칙과 전문성에 기초하
여야 함

－ 철도, 지하철, 버스, 전력, 가스, 집단에너지, 상하수도 등과 같
은 자연 독점적 산업의 가격산정을 독립규제기관에 일임

－ 지자체가 관장하는 공익산업에 대한 요금규제도 담당

○ 교차보조, 지원 등과 같은 자원배분의 왜곡 지양
－ 지역 간, 소비자 간, 사업자 간 교차보조와 다양한 가격지원 정
책으로 최종 소비자 가격이 왜곡되어 자원배분을 왜곡하는 부정적
결과를 가져옴

－ 사례: 도시가스 소비자를 보조하기 위해 발전용 LNG 가격을 높
게 책정함으로써 도매 전력시장에서 계통한계가격이 너무
높게 형성되어 한전의 수익성을 악화시키고 소매 전기요금
에 대한 인상압력으로 작용

○ 구분회계의 도입과 공기업 재무의 투명성 보장
－ 사업별로 구분회계를 도입하여 비용과 원가를 투명하게 상세하
게 제시하고 교차보조와 가격지원이 사라지는 계기를 마련

－ 사업별 효율성과 문제점을 드러나게 함으로써 경쟁과 효율성
향상을 위한 기초 정보 제공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의 폐지 또는 전면 개정

○ 공기업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폐지하거나 전면개정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을

－ 공기업 경영의 제반 사항에 대한 규제를 없애고 공기업 사장에
12

대한 임기를 보장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고경영자의 지위
보장하여 공기업 경영의 자율성과 연속성 및 조직의 안정성 제고

－ 각종 정책적 목적을 공기업에 떠안기는 관행을 철폐

□ 소비자 선택을 우선시하는 공기업 민영화 및 개혁 대상의 선정
○ 민영화 대상으로 우선 검토할 수 있는 분야: 시장성이 크고 공기업
이 수행하였던 공익성 기능을 그 사업과 구분하여 정부나 별도의
규제기관으로 쉽게 이관할 수 있는 경우

－ 전력, 천연가스의 도입과 도매, 철도, 상하수도, 우정사업 등이
주요 민영화 대상

－ 반면에 LH공사,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농촌공사, 농수산물유통
공사, 조폐공사, 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 등은 공익성이 커서 민영
화를 추진하는 것이 쉽지 않음

－ 인천공항공사의 경우는 3단계 확장공사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부분적 지분매각하는 것은 바람직함

○ 그러나 5년 단임제 대통령제 하에서 모든 분야에 대한 민영화와
－ 공기업 개혁을 추진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으므로 현실적인 추
진 가능성을 위해서는 전력, 가스, 철도 및 우정사업 부문으로 한
정하여 공공개혁의 역량을 집중시키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함
전력산업

－ 판매경쟁 방안의 검토: 한전의 판매부문을 여러 판매회사로 분
할하는 방안과 신규로 판매사업자의 진입을 유도하는 방안 등
판매경쟁의 도입 방안에 대한 심도 깊은 검토 수행

－ 우선적으로 발전부문에 진출해 있는 민간기업과 한전의 발전자
회사가 직접 전력을 소비자에게 소매로 판매하고 동시에 전력

공기업 개혁과 민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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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 도매로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

－ 차기정부 중반 이후에는 판매부문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는 한
전의 발전자회사에 대한 민영화 추진
가스산업

－ 발전회사가 직접 도입한 천연가스를 연료로 전력을 생산하여
이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도록 허용

－ 소비자를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결과적으로 효율적인 천연가스
의 도입․도매로 연계
철도산업

－ 차기정부 초기에 2015년 개통 예정인 수서발 경부․호남선 KTX
노선에 대해 민간의 진입을 유도하고 일정기간 선로 임대방식
을 통해 경쟁을 추진

－ KORAIL을 상장회사로 만들고 그 지분의 일부를 민간에 매각하
여 신규로 진입하는 철도회사와 경쟁체제를 구축하는 방식으로
철도산업에 경쟁과 민간참여 도입

－ 한편,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KORAIL과 신규 경쟁사업자 간 실질적
인 유효경쟁이 가능하도록 경쟁중립성 가이드라인을 유지

－ 동시에 KORAIL에게만 보편적 서비스의 부담이 돌아가서 ‘단물
빨아먹기(Cream-Skimming)’에 따른 비판이 제기되지 않도록 사전
에 차단
우정사업

－ 금융사업과 우편사업을 분리하고 금융업은 민영화를 추진
－ 우편사업은 공사화를 거쳐 보편적 서비스 기능을 보완하도록
하며 이를 위해 요금체계를 정비

－ 산간벽지에서 집배원이 수행하는 사실상의 복지기능도 지자체
14

등 타 부처로 이관하도록 조치

□ 바람직한 공기업 개혁 및 민영화 절차
○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에게 민영화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인내력 있는 과정이 필요

○ 현실화되지 못하여 누적 적자를 불러들이고 있는 각종 공공요금
수준을 현실화한 후 민영화를 시작

○ 공공요금의 정상화 뿐 아니라 교차보조와 가격지원 등도 가능하면
해소한 이후에 민영화 개시

○ 차기정부 초기에 시행할 수 있는 공기업 개혁 및 민영화 대상
수서발 경부․호남 KTX에 대한 민간의 진입 유도
－ 발전사업자들에게 대용량 수용가를 시작으로 판매사업의 문호
를 허용

－ 가스부문에서 발전회사가 가스를 직접 도입할 수 있도록 허용
하여 전력생산의 효율성 증진과 가격절감 효과 유도

－ 우정사업을 우편사업과 금융사업으로 분리하고 각 사업부문에
서 소비자 선택을 위해 경쟁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차기정부 중반 이후 추진할 수 있는 공기업 개혁 및 민영화 대상
전력의 판매에 대한 일반적 경쟁도입 시작

－ 좋은 성과를 거두는 한전의 발전자회사부터 민영화 추진

공기업 개혁과 민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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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문제 제기

우리나라는 몇 년째 경제발전의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2000년대
이후 국민소득은 2만 달러를 넘어섰으나 3만 달러는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세계 10대 경제 강국의 대열에 들어설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 여
러 부문에서 주춤거리고 있다. 선진국 대열에 들어설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 그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경제규모나 1인당 국민소득보다 더 눈여겨보아야 할 점은 경제구조
의 질적인 측면이다. 당장에 보이는 경제의 양적인 면보다 질적인 경제
구조가 장기적인 성장잠재력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1987년 헌
법 개정 이후 대통령 단임제로 대표되는 정치권과 행정부의 정책방향
은 장기적 성장잠재력을 위한 구조적 처방보다는 단기적인 성과를 올
리거나 당면한 위기를 해결하는 데만 급급한 인상을 주었다.
이런 점에서 1998년의 IMF 구제 금융에 의한 우리 경제의 구조적 변화
는 예외적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그 동안 누적되어온 구조적 문제가
일시에 드러나서 어쩔 수 없이 국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서 국제기구의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그나마 상당한 구조적 접근을 통해
우리 경제의 장기적인 성장잠재력이 크게 도약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 이후 단기적 성과와 인기 영합적 정책의 기조는 다시 반
복되어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정책은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고 있다. 우
리 경제의 구조적이고 질적 개선을 위해서는 국민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정부부문의 역할을 줄여야 하고 정부의 지나친 시장개입을 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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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경제의 창의력과 자율성을 높여야 한다. 정부부문의 역할을 줄이
기 위해서는 정부가 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진입 및 가격규제 등을 줄
여나가는 규제개혁이 중요한 수단이지만, 규제개혁을 우회하면서 시장
에서 직접 참여자로서 역할을 담당하는 공기업 개혁과 민영화가 중요
한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 우리나라의 공기업1) 민영화는 외국의 일반적인 민영화의
필요성과 차별된다. 즉, 일반적으로 민영화의 목적은 공공부문의 조직
극대화 특성과 경쟁의 부재로 인한 비효율성2)을 없애고 나아가서 공기
업에 적용되는 이른바 연성예산제약의 문제점(Soft Budget Problem)3)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입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에 더하
여 공기업을 통하여 집행되는 정부의 불합리한 규제를 근본적으로 차단
하기 위해서 민영화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1) 공기업의 정의는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그 주식의 일부를 소유하고 있는 기업
이라고 폭넓게 정의할 수 있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에서는 공공기관
을 공기업, 준정부기관 및 기타공공기관으로 구분하고 자체수입액이 총수입액
의 50%를 넘는 경우 공기업이라고 정의한다. 또한 공기업도 ‘시장형 공기업’과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구분하는데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85%를 초과하면
‘시장형 공기업’, 그 이하면 ‘준시장형 공기업’이라고 정의한다. 본 보고서에서
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에서 정의하는 ‘시장형 공기업’을 공기업이라
정의하기로 한다.
2) 대부분의 공기업이 시장에서 독점기업이므로 경쟁의 부재로 인하여 소비자 선
택에 따른 상품시장의 시장규율(Market Discipline)의 대상이 아니다. 민영화와
함께 경쟁이 가능한 부문에서는 경쟁을 허용함으로써 이러한 문제점을 부분적
으로 극복할 수 있다. 전력산업에서 독점적인 송 배전은 제외하더라도 경쟁
이 가능한 발전과 판매부분에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것이 이런 이유에서다.
3) 공기업은 사실상 정부가 뒤에서 보증하는 셈이므로 민간기업의 경성예산제약
(Hard Budget Constraint)과는 상이한 연성예산제약을 받는다는 것이다. 결국 공
기업은 망하지 않으므로 돈을 꾸어준 채권자의 감시기능도 약화되어 금융시장
의 시장규율도 매우 느슨하다는 것이다.

․

공기업 개혁과 민영화

17

․

[제4권] 공공개혁 | 기업 시장제도

1998년의 외환위기를 통해 제기된 기업, 금융, 공공, 노동 등 4대 부
문의 개혁 중 기업부문에서 가장 큰 구조적인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면
공공부문과 노동부문에서의 성과는 그다지 인상적이라고 할 수 없다.
금융부문도 꽤 큰 성과를 이뤄냈으나 아직도 우리 정부의 관치금융과
금융부문에 대한 정부의 개입으로 인해 그 성과가 점차 빛을 잃고 있
다. 그나마 공공부문에서 외환위기 이후 몇몇 민영화와 공공개혁의 성
과를 이루어 냈으나 그 이후 지속되어야 하는 과제가 수행되지 않아
계속 정체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정부가 가격규제를 비
롯한 단기적인 성과와 인기 영합적 정책을 펴는 바람에 이미 이루어낸
공공개혁의 성과와 의의도 크게 퇴색되는 모습이다.
공공부문의 민영화와 구조개혁은 국정 최고 의사결정자의 확고한 신
념과 인내력 있고 꾸준한 정책집행이 뒷받침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
이다. 지금까지 가장 성공적인 공공부문의 민영화와 개혁은 김대중 정
부에서 이루어졌다. 반면 공약단계와 대통령선거 직후 가장 강력한 공
공개혁의 입장을 취했던 이명박 정부는 이런 점에서 큰 기대를 모았으
나 대통령의 신념과 확신이 부족하여 촛불시위 이후 공공개혁이 추동
력은 급격히 상실되었다.
차기정부에서 성공적인 공기업 민영화와 공공부문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재 공공부문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에 대해 본질적이고 구조
적인 변화를 추진하여야한다는 분명한 문제의식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점에서 차기정부의 공기업 민영화와 공공개혁의 추진이 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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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은 식의 성과 중심으로 나타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보다는
공공부문의 질적인 개선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장기적인
공공부문 개혁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달성이 어느 정도 추진
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보다 종합적인 설계와 점검이 필요하다.
이 같은 문제의식 하에 2절에서는 공기업 민영화와 공공개혁 개혁의
현황을 정리하여 보고 현재 드러나고 있는 공공부문의 주요 문제점을
제시한다. 3절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어떻게 공기업 민영화와
공공개혁의 방향을 잡을 것인지 대안을 제시한다.

2

공기업 민영화와 개혁: 현황과 문제점

(1) 역대 정부 공기업 민영화와 개혁의 회고
김영삼 정부는 공기업 경영쇄신 방안의 일환으로 민영화 및 기능조
정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전체 133개 공기업 중
약 46%에 달하는 61개 공기업에 대한 민영화를 임기 내에 시행하도록
계획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임기 중 16개 공기업에 대한 민영화를 완료
함으로써 숫자상 26%라는 저조한 계획대비 실적을 올렸으며 총 매각
수입은 1조 6,566억 원에 불과하였다.
김대중 정부는 1998년 7월과 8월에 각각 제1차 공기업 민영화와 경
영혁신 계획과 제2차 공기업 민영화와 경영혁신 계획을 발표하였고
이 중 포철, 한국중공업, 한국통신, 한국담배 등 대형 공기업 8개를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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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민영화하였고 한전,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등 3개를 부분 민영화
하는 등 역대 정부 중 가장 큰 실적을 올렸다. 김대중 정부는 이와 함
께 21개 공기업 자회사의 민영화를 모 공기업의 민영화와 함께 추진하
였고 총 61개 공기업 자회사 중 20개를 민영화하거나 통폐합하였고 총
41,700명에 달하는 인력을 구조 조정했다.
노무현 정부는 이전 김대중 정부에서 추진하였던 공기업 구조개혁을
중단하여 공공부문의 구조 조정과 민영화는 거의 추진하지 않았다. 참
여정부에서는 소프트웨어적인 공공혁신만이 주로 진행되었는데 근본적
인 공공부문의 기능재조정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본질적
인 변화보다는 경영평가와 소비자만족을 의식한 지표중심의 외적 포장
에 치중하였다.
이명박 정부는 선거 공약집에서 ‘예산 20조 원 절감과 균형재정’이라는
제목 하에 공공부문의 과감한 혁신을 예고하였으나 2008년 봄에 나타난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된 촛불시위 이후 민영화와 같은 개혁적인 과
제를 대폭 삭제하였다. 그 결과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를 LH공사로 통합한
성과를 거둔 것 외에는 대형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은 거의 손을 대지 못하
였다. 더욱이 소규모 공기업 24개에 대한 민영화 목표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여 9개만 민영화하는 저조한 실적을 기록하였다. 연봉제와 임금피크
제와 같은 소프트웨어 개혁에서도 제대로 성과를 보이지 못하였으며 4대
강 사업, 세종시 등 국책사업의 추진과 전기요금 인상 억제 등 공공요금
규제로 공기업의 부채가 크게 급증하였다.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개혁 중
그나마 한 가지 성과라고 제시할 수 있는 것은 공기업 노조에 대한 원칙적
대응으로 상당수 공기업의 단체협약을 개정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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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반복되는 용두사미식 공기업 민영화와 개혁
역대 정부는 처음에는 과감한 공기업 민영화 또는 개혁의 기치를 높
이 들다가도 중반 또는 후반부에 들어서면서 공기업 개혁과 민영화에
대한 목표나 성과는 현저하게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 김대중 정부 때에
는 IMF 외환위기가 불어 닥쳐 경제전반에 걸쳐 엄청난 개혁을 수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비교적 이런 점에서 예외라고 할 수 있어도
이 역시 후반부에는 처음 목표했던 수준보다는 현저하게 그 개혁의 성
과가 떨어진 것이 사실이다. 물론 이 같은 현상은 대통령 취임 시 공약
사항 대부분에게도 적용되는 점이기는 하지만 공기업 개혁에 있어서는
그 정도가 특히 심하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는 여러 이유가 있다. 공기업 민영화나 개혁은 강력한 대통령
의 추진력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정권 후반부에 나타나는 레임덕 현
상 또는 촛불시위와 같은 국가적 위기 시에는 이를 집행하는 것이 사
실상 어렵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노조 및 공기업 임직원의 지속적인 공
기업 민영화와 개혁에 대한 반대도 큰 몫을 한다고 볼 수 있다. 게다가
공기업 민영화에 따른 관련 정부부처의 이해문제와 공무원의 영향력
축소가 이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자신들의 임기 내에 어렵고
민감한 일을 맡지 않으려는 안일한 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타나기도 한다. 그런 점에서 공기업의 개혁은 임기 5년 동안
성공적으로 추진되기가 쉽지 않은 정책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다르
게 표현하자면 공기업 민영화와 개혁이라는 정책과제가 단임제 5년의
대통령제 하에서는 쉽게 추진되기 어려운 본질적 속성을 갖고 있다는
의미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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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기업 개혁의 문제점
1) 공기업 개혁의 중단과 후속작업의 불발
역대 정부의 공기업 개혁에서 나타나는 특징 중 하나는 한 정부에서
수립되고 시작된 장기적인 민영화 및 개혁 프로그램이 그 다음 정부에
서는 중단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김대중 정부에서 시
작된 공기업 민영화와 경쟁도입 프로그램은 노무현 정부에서 그 진척
이 중단되거나 흐지부지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김대중 정부에서 추
진되었던 철도공사의 민영화와 경쟁도입은 중단되었으며 국민의 정부
에서 입안되었던 천연가스산업 구조개편도 입법화되지 못하였다. 또한
국민의 정부의 가장 중요한 개혁상품이라고 할 수 있었던 전력산업의
경쟁도입과 구조개편의 후속작업이 중단되고 불발된 것을 들 수 있다.
즉, 김대중 정부에서 한전의 발전부문을 한전으로부터 분리하고 이를
다시 6개의 발전자회사로 나누어 발전부문에 경쟁을 도입하였는데 그

․

이후에는 배전 판매 부문의 분할과 경쟁도입이 추진되기로 되어 있었
고 발전자회사에 대한 민영화도 계획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계획들은 노무현 정부에서 백지화되었고 중단되어 현재의 전력산업구
조는 과거의 수직적 통합구조도 아니면서 한전이 발전자회사의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매우 어색하고 이상한 구조로 남아 있다.
이명박 정부도 예외는 아니어서 촛불시위 이후 공기업 개혁의 동력이
수그러든 틈을 타서 한전은 발전부문을 다시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하기4)
에 이르렀고 2011년 가을에 있었던 수도권 순환정전사건을 계기로 전력
4) 한전의 재통합 주장에 대하여 지식경제부는 한국개발연구원에 전력산업구조에 대
한 연구용역을 의뢰하였고 한국개발연구원(2010)은 기본적으로 현재의 전력산업
구조를 유지하면서 향후 경쟁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제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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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를 한전에 재통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여 이를 위한 입법활동5)을
벌이기까지도 하였다. 이명박 정부가 김대중 정부의 천연가스산업 구조

․

개편 방안을 수정하여 추진하려고 하였던 천연가스의 도입 도매부문에
대한 경쟁 도입 방안도 지식경제부에서 발의한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이 18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여 자동 폐기될 전망이다. 한편, 김대중
정부에서 추진하였던 철도운영의 경쟁도입도 이명박 정부가 충분한 예

․

고 없이 2012년 상반기에 수서발 경부 호남선 사업자 선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지만 임기 마지막 해인 2012년에 이 같은 논란속의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볼 수 있다.
2) 공기업 개혁과 수반되어야만 하는 제도적 기반의 부실
전반적으로 역대 정부의 공기업 개혁은 그 진행속도는 다르지만 조
금씩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공공부문의 변화는 장
기적인 스케쥴과 일정 그리고 이에 따른 제도적 개혁의 제시를 통해
일관된 흐름으로 진행된 것은 아니었다. 끊어졌다 다시 이어지는 단속
적인 공기업 개혁의 추세는 이에 발맞추어 나타나야 하는 제도적인 성
숙과 정부 정책의 변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는 지금까지 공기업
민영화와 개혁의 진행이 경제시스템 및 정부조직 그리고 경제운용 방
식의 변화와 수반되어야 한다는 총체적인 접근보다는 단순히 민영화
몇 건, 통폐합 몇 건, 지분 매각 얼마와 같은 식의 정량적 목표 중심으
로 진행되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이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

5) 정태근 의원을 포함한 지식경제위원 25명은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 법률안
과 전기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 을 공동 발의하여 전력거래소의 계통운영 기
능을 한전으로 이관하려고 하였으나 18대 국회에서 입법화되지 못하고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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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5년 대통령 단임제에 따라 개혁의 진화와 변
화를 장기적으로 추진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하에서는 논의의 편의를 위해 먼저 어떤 제도적 장치가 공기업 개
혁과 함께 이루어졌어야 하는지를 살펴보고 이어서 이 같은 제도적 기
반이 부실하여 나타났던 사례를 에너지산업을 중심으로6) 살펴보기로
한다.
가. 공기업 개혁과 함께 진행되어야 하는 제도적 성숙7)

공기업 개혁과 더불어 진행되어야 할 제도적 장치에는 여러 가지가
제시될 수 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경쟁이 가능한 부문에서는 경쟁체
제를 도입하는 것과 정부의 가격규제를 지양하고 시장에서 자유롭게
가격이 결정되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민영화나 공기업 개혁 이후에도 경쟁체제의 도입이 불가능하고 자연
독점적 산업구조가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에는 정부의 가격규제가 어쩔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민영화되었거나 상장된 공기업에 대하여 정부
가 공기업에 대해 일상적 규제를 시행하듯 가격을 규제하는 것은 적절

6) 본 보고서에서 제도적 문제를 에너지산업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이유는 상장된
공기업인 한전,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가 모두 에너지산업에 속해 있어 부분
적 민영화는 이루어졌으나 경쟁도입이나 민영화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문
제 제기를 하기에 가장 적절한 분야이기 때문이다. 반면 통신산업의 한국통
신 이동통신, 철강산업의 포항제철, 정유산업의 유공, 발전설비 제조업의 한
국중공업 등은 완전히 민영화되어 제도적인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지
않다. 이 외에 도로, 토지, 수자원, 철도, 공항 등의 분야는 과도기적인 제도상
의 문제점을 제기할 만큼 민영화나 경쟁도입이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다.
7) 다른 각도에서 보면 바로 이러한 제도적 성숙이 민영화를 추진하는 본질적인
이유라고 볼 수도 있다. 문제는 지분매각과 상장이라는 부분적 민영화 이후에
이러한 제도적 성숙이 제대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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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못하다. 공기업은 사실상 그 운영에 있어서 정부의 암묵적인 재무적
뒷받침과 보장이 있는 셈이므로 한 순간 엄격한 가격규제로 손실을 보
게 되더라도 그 다음에는 이를 보전하는 방식으로 상황에 따라 가격을
규제할 수 있다. 그러나 주식이 공개되고 민영화된 공기업의 경우 정부
가 이 같은 방식으로 가격을 규제하게 되면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게
되므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원칙에 따라 가격을 규제하여야 한다.
이러한 가격결정 방식이 정부의 재량적인 판단과 정치적인 의사결정
과 무관하게 객관적 절차와 검토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그 의사결정 방식이 투명하고 객관적이며 전문적인
독립적 규제기관의 설립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다른 산업 또는 계층에 대한 교차보조나 지원도 사라져야
한다. 민영화된 산업의 소비자나 생산자에게 이러한 교차보조나 지원
을 정당한 이유 없이 반대급부나 대가없이 강요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요소가격이나 재화가격에 대한 인위적 왜곡이 사라져서 보다 자유로운
경쟁환경에서 기업을 경영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 공기업 개혁과 병행되지 못한 제도적 장치의 사례

공기업을 개혁하고 시장원리를 도입한 상태에서 여전히 시장을 믿지
못하고 정부의 인위적 명령과 통제 본능으로 가격을 규제하려는 성향
은 공기업 민영화와 개혁의 진정한 의미를 부정하는 것이며 결국 공공
부문 개혁의 진전을 되돌리는 셈이다. 어느 정부나 시장에 개입하려는
성향이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역대 정부도 그 특성에 따
라 시장에 개입하려는 정도가 다양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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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물가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가격규제가 다른 어떤 정부에서보다
도 중요한 정책 우선순위로 등장하여 과거 개발년도 시기의 물가관리
가 다시 등장하였다. 특히 공기업이 관련되어 있는 공공요금의 억제는
민간부문보다 더 심각한 가격규제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자원배분의
왜곡과 주주의 피해가 컸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도매 전력시장 가격결정에 대한 정부의 개입

그 한 예가 발전부문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현재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진입을 준비 중인 민간의 석탄화력 발전소에 대해 한전과 정
부는 보정계수를 적용하거나 도매 전기요금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8)하
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인식은 발전부문의 분리와 전력시장 출범이라는 제도
적 장치의 기본적 의미를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점이
다. 즉, 정부의 정책이 공기업 체제의 변화를 못 따라가고 있다는 것이다.
전력시장을 개설한다는 것은 발전사업자가 더 이상 정부의 자연 독점적
규제를 받지 않고 상업발전소(Merchant Plant)로서의 역할로 전환되었다
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소매 전기요금에 대한 압력을 낮추

8) 2001년 발전부문의 분할 이후 한전의 발전부문은 한국수력원자력, 남동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서부발전, 중부발전의 6개 자회사로 분리되었고 당시에 조
업 중이던 민간의 발전회사와 그 이후에 진입한 민간의 발전회사들과 함께 신
규로 개설된 전력시장에서 전력을 도매로 공급하게 되었다. 이 전력시장의 운
영을 위해 정부는 한국전력거래소를 설립하였다. 현재 도매 전력시장은 기본
적으로 개별 발전기에 대한 비용수준을 제출한 상태에서 전날 각 발전기가 자
신의 입찰량을 제시하면 값싼 발전기부터 전력공급을 허용하게 되고 시장균형
가격인 계통한계가격을 그 공급의 대가로 받게 되어 있다. 그런데 한전의 발전
자회사에 대해서는 원전과 석탄발전소의 연료비가 낮기 때문에 일정 부분 낮
춘 보정계수를 적용하여 가격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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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 아직 진입도 하지 않은 민간의 석탄발전사업자의 도매 전력가격
을 규제하려는 것이다. 현재 원전이나 석탄발전소가 상대적으로 부족하
여 도매 전력시장에서의 균형가격인 계통한계가격이 높게 결정되고 있
으므로 이를 보고 민간사업자가 진입을 시도하려고 하는데 정부와 한전
은 민간사업자가 높은 가격을 받게 되므로 진입 이전에 가격을 낮추어야
한다는 입장인 것이다. 그러나 현재 여러 민간사업자들이 석탄발전설비
의 건설을 계획하고 있고 한전의 발전자회사도 원전을 비롯한 기저발전
설비의 건설을 서두르고 있으므로 막상 민간사업자들이 진입할 시점에
서 계통한계가격 수준은 현재보다 현저하게 낮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전력시장의 역할은 필요한 때에는 높은 가격을 통해 시장진입을
유도하는 것인데 이런 높은 가격으로 인하여 도리어 진입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시장과 가격신호의 역할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정부가 사업자의 진입 이전에 가격을 규제하는 것은 지나친 이윤을
방지하겠다는 것이지만 이는 반대로 손해를 보게 될 때에는 이를 보전
해 준다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결국 전력시장에서 발전사업자는
자신의 사업상의 위험을 스스로 책임지는 상업발전소가 아니고 예전처
럼 정부의 투자보수율 규제를 받는 발전소와 다름없다는 것을 의미한
다. 이는 발전부문을 자연 독점적인 송배전사업과 분리하여 경쟁시스
템에 맡겨 두겠다는 본래의 전력산업 경쟁도입정책의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다.
상장회사인 한전의 손실을 불러들인 정부의 전기요금 결정과정의 문제점

최근 정부가 전기요금을 적정 수준 이하로 규제하여 한전의 적자가
커지고 이에 한전의 주주들이 소송으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과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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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할 수 없었던 공기업의 정부에 대한 태도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2011년 8월 한전 소액주주는 김쌍수 전 사장을 상대로 적정 수준으로
전기요금을 인상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임책임을 물으며 2조 8천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소송
의 여파로 김쌍수 전 사장은 임기를 불과 며칠 남겨두고 사임하였다.
한편, 2011년 11월 한전 이사회는 정부와 사전협의 없이 10%대의 전기
요금 인상안을 단독 의결하였다. 한전 이사회가 지식경제부, 기획재정
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 없이 인상안을 의결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이는 김쌍수 전 사장이 전기요금 인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아 한
전이 큰 손실을 보았다는 이유로 소액주주들로부터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것과 결코 무관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더하여 한전의 소
액주주들은 2012년 1월 정부가 한전에 원가이하의 가격을 요구해 주주
들의 이익이 훼손되었다며 정부를 상대로 7조 2천 28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한전 주주들은 정부가 대주주 및 인가권자로
서의 지위를 이용해 한전이 매년 전기요금을 조정할 때 사전에 전기요
금 인상률을 결정, 한전에 지시했다는 주장이다.
이와 같은 일련의 사건들은 우리나라 공기업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다. 우리나라 공기업의 대부분이 주식회사지만 상장되어
있지 않아 다른 소액주주들의 이해를 고려할 필요 없었다. 또한 한전,
가스공사 및 지역난방공사와 같이 상장되어 있는 공기업의 경우에도
경영진이 대주주인 정부의 입장만을 반영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관행
은 공기업 경영진과 정부 모두가 공기업의 지배구조가 바뀌고 그 주식
이 상장되었다는 사실이 주는 중대한 의미를 망각하였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다. 즉, 주식을 상장한다는 것은 회사의 의사결정이 일반 주

28

주들의 이해를 반영하면서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
나 이에 모범을 보여야 할 정부는 정작 가격을 규제하면서 이 같은 가
장 기본적인 주주와 주식시장에 대한 약속을 어긴 셈이다. 단지 지분을
팔아 국고 수익을 거두고 지분매각의 성과만을 올리는데 급급하였지
이러한 공기업의 체질변화가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수반해야 하며
어떠한 정책과 규제시스템의 변화를 가져와야 하는지에 대한 보다 근
본적이고 제도적인 변화에 대해서는 둔감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욱이 자본시장이 개방되어 외국인들이 우리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마당에 가장 모범을 보여야 할 정부가 오히려 공기업을 통해 일반주주
의 이해를 침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는 스스로
주도한 공기업 개혁과 발맞추어야 하는 자신의 과제는 게을리 하고 있
다는 인상을 준다.
한전과 같은 자연 독점적 산업에 속해 있는 공기업의 주식이 상장되
고 민영화되었을 때에는 그 가격에 대한 규제를 과거와 같은 명령과
통제 방식으로 시행하는 것은 일반투자자들의 소송 대상이 되기 십상
이다. 한전은 우리나라 주식시장 뿐 아니라 미국 뉴욕의 주식시장에도
상장되어 있으므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뉴욕법원에 소송을 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원칙적으로 상장된 기업에 대한 자연 독점적 산업의
가격결정은 제3의 독립적인 규제기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
직하다. 정부가 그 의사결정에 개입할 수 없는 독립된 규제기관의 결정
에 대해서는 공기업 경영진이나 정부가 책임질 사항이 아니므로 소송
의 대상이 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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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점에서 한전, 가스공사 및 지역난방공사 등의 수익성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전기요금, 도매 가스판매 요금, 열 요금 등에 대해서는
독립적 규제기관을 통해 가격이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현실적으로 우리 정부에서는 독립적 규제기관이 제대로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2001년 전력산업 구조개편 이후에 당시 산업자원부 산하의
조직으로 설립된 전기위원회는 당초 실단위의 규모로 설립이 추진되었
으나 결국 1국 5과로 출범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 이후 추진이 예정되
었던 전력산업의 구조개편과 민영화가 진행되지 않으면서 그 기구와
인원이 축소되었고 급기야 이명박 정부 들어서 원전수출을 위한 원자
력 관련 조직이 확장되었고 전기요금 규제도 지식경제부에서 직접 관
장하게 되면서 전기위원회는 1과의 규모로 줄어들어 그 명목만 유지하
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독립적 규제기관이 제대로 발달되어 있지 않다. 독
립적 규제기관은 정치적 여건이나 정책적 재량으로부터 벗어나 독립적
이고도 전문적으로 사안을 결정하자는 것이 그 설립취지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능은 결국 주무부처와 행정부 나아가서 대통령과 정치권의
권한을 제약하는 셈이므로 공무원이나 대통령이 이를 스스로 도입하기
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더욱이 전기위원회처럼 관계부처 산하로
이러한 규제기관이 편성되어 있을 때9) 규제기관의 독립성은 기대하기
어렵고 장기적으로 그 위상이 위축되기 마련이다.

9) 우리나라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같이 독립부처로 설립된 규제기관도 대통령
이 의장으로 있는 국무회의에 참여하게 되어 행정부로부터 실질적인 독립성을
갖지는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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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보조와 지원을 통한 가격시스템의 왜곡

우리 정부는 공기업을 통해 천연가스, 지역난방 등 새로운 유형의 에
너지원을 도입하고 생산하는 경우 초기에 나타나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급속하게 이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에너지원간 교차보조와 지원을 수행
하여 왔다. 요금구조에 있어서도 우리 산업과 수출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전기요금의 경우 산업용 요금을 낮게 유지하고 가정용과 상업
용은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교차보조를 시행해
왔다. 일반적으로 에너지부문에서는 공공요금의 수준을 통해 다양한
교차보조가 지역 간, 에너지원 간, 소비자 간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교차보조와 지원은 공기업이 상장되지 않고 정부가 이에 대
해 완벽한 통제권을 갖고 있을 때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으나 주식
이 상장되어 주주의 이해를 대변해야 하는 시점에서는 충분히 문제시
될 수 있는 사안이다. 일례로 한전의 주주는 상장된 주식회사인 한전이
스스로의 비용으로 천연가스, 신재생, 지역난방, 원자력, 국내 석탄산
업, 수자원 등에 대해 교차보조를 시행해야 하는지를 납득할 수 없게
마련이다. 더욱이 지난 2004년 이후 국제유가가 급등하여 다른 연료는
이러한 국제유가의 인상폭을 반영하여 크게 오른 반면 전기요금은 정
부가 그 수준을 규제하여 사실상 실질 전기요금이 아래 [그림 1]에서
보는 것처럼 하락하여 다른 에너지로부터 전력으로 그 소비를 바꾸도
록 유도한 셈이다.
이 같은 상대가격의 큰 변화로 인해 소비자들이 석유나 가스 등의 사용
은 크게 줄이는 대신 전력의 사용을 대폭 증가시키게 되어 2011년 9월 15
일에 발생한 정전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 즉, 기름을 원료로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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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전기의 가격이 오히려 기름보다 싸게 되는 가격의 역전현상이 나타
나자 소비자들도 기름을 사용하여 난방과 동력을 얻지 않고 값싼 전력을
구입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기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그 결과
일반적으로 여름철 냉방수요로 인하여 나타나던 전력수요 피크치가 난방
용 전력소비의 급등으로 겨울철에 나타나고 있다.

<그림 1> 국제유가(두바이유) 추세와 명목/실질 전기요금 추이

에너지원 간 교차보조는 우리나라 에너지산업에서 오랫동안 진행되고
있는 현상이다. 특히 정부는 국내 최대 공기업인 한전을 통하여 교차보조
를 시행함으로써 비교적 용이하게 에너지 정책을 집행할 수 있었다. 예를
들면, 1990년대 초 천연가스를 급속히 보급할 필요가 있었을 때 정부는
한전으로 하여금 가스발전소를 건설하도록 하였고, 도시가스 수요를 빠
른 속도로 확장하기 위하여 발전용 LNG 가격을 높이고 도시가스 가격을
낮추었다. 또한 수도권의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등의 신도시 건설
과 맞물려 가스를 연료로 하는 열병합발전소를 신도시 주변에 건설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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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이 지역난방사업을 지원하여 열 요금을 낮게 유지함으로써 지역난방
사업을 정착시키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한전, 가스공사, 지역난방공
사 모두 상장회사로서 주주에게 그 운영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는데
이 같은 교차보조는 큰 문제의 소지가 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한전
주주의 입장에서 한전이 다른 에너지 소비자나 기업을 도와줌으로써 수
익성이 감소되어 기업가치가 떨어진다면 이를 방관할 수 없을 것이다.
전기요금 구조가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정부가
산업용 전기요금을 낮게 유지하고 가정용과 상업용 요금을 높게 가져감
으로써 국가 전체적인 산업경쟁력이나 수출경쟁력을 유지하려고 노력할
수는 있으나 이와 같은 소비자간 교차보조는 한전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이 아닐 수 있다.

(4) 공기업의 자율성 결여10)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서는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공기업의
자율성이 제약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주요 선진국에서 공기업은 그 경영
의 자율성이 보장되어 있으며 정부는 단지 주주의 역할만 담당할 뿐이지
일상적인 경영개입이나 참여 또는 감사는 거의 담당하지 않는다. 우리나
라의 공기업 자율성의 제약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에 잘 드러나
있다. 일례로 형식적으로는 제1조(목적)에서 공공기관의 자율경영 및 책
임경영체제의 확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
지만 실질적으로는 공공기관의 정관, 이사회, 임원, 예산회계, 경영목표,
경영실적 평가, 경영지침 등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공기업이

10) 이 부분은 조성봉(2011)의 내용을 참조하고 있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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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성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 여기에 더하여 각 주
무부처와 감사원의 감사, 국회의 국정감사 그리고 기존의 경영평가 및 사

․

․

장평가 외에도 고객만족도 청렴도 혁신에 대한 평가가 지속적으로 시
행되어 공기업 경영의 자율성은 구호에만 그치고 있다.
공기업 사장의 한정된 임기도 자율성 제약의 큰 원인이 된다. 공공기
관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르면 공기업 사장의 임기가 3년이고 1년을 단
위로 연임될 수 있어서 공기업 경영의 자율성과 연속성도 제한된다. 정부
가 바뀔 때마다 대부분의 공기업 사장은 사표를 내고 새로 낙하산식으로
내려온 인사에게 자리를 물려주는 것이 관행이다. 이런 이유로 우리나라
공기업 사장의 임기는 매우 짧은 편인데 대부분 중장기적인 투자와 건설
등을 통하여 그 경영실적이 나타나게 마련인 공기업의 특성 상 3년 정도
의 임기로 사장의 경영성과를 평가하고 1년을 단윌 연임을 결정한다는
것은 사장이 공기업 조직을 효과적으로 장악하고 장기적으로 공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5) 공기업 개혁과 민영화 과정에서 소비자 역할에 대한 인식 부족
역대 정부의 민영화 추진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중 하나는 이를 입안하
고 집행하는 기간이 길어서 5년 단임제 대통령제 하에서는 사실상 그 시
행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즉, 일련의 공기업 개혁과 구조 조정 또는 경
쟁도입이나 민영화 계획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이 있
어야 하는데 이런 여건이 성숙되기 이전에 정권이 만료되거나 사실상 실
질적인 집행을 하기 어렵게 되는 경우가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나 적절한
민영화 수순을 선택한다면 정부의 인위적인 노력이 없어도 소비자의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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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와 경쟁압력에 의한 자연적인 시장의 힘에 의하여 후속적인 민영화와
경쟁도입 등의 공기업 개혁이 진행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대비되는 것은 전력산업과 정보통신산업이다. 전력산업의
경우 기술혁신이 복합화력 발전설비 등과 같은 발전부문과 컴퓨터를 활
용한 계통운용 능력의 향상 등과 같은 상류(Upstream)부문에서 이루어졌
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전력부문의 기술향상은 소비자의 전력사용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어 산업구조의 변화에 대한 요구가 소비자로부터 나타
나지 않았고 그 결과 후속적인 공기업 개혁도 이를 추진했던 정권의 수
명을 넘어 지속적으로 진전되기 어려웠던 것이다. 그러나 정보통신산업
은 대부분의 기술향상이 소비자와 가까운 곳에서 일어났다. 즉, 소비자가
직접 조작하고 다루는 단말기나 그 소프트웨어인 휴대전화, 삐삐, 인터넷
등이 개발됨으로써 소비자들이 이러한 분야에 대한 경쟁을 요구하게 되
었고 그 결과 우리나라 뿐 아니라 대부분의 국가에서 정보통신분야에서
는 치열한 경쟁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 같은 전력산업과 정보통신산업의 차이점은 공기업 개혁의 적절한
수순에 대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즉, 소비자와 가까운 부문에서부
터 공기업의 개혁과 경쟁을 도입하여 소비자의 의식을 일깨우는 것이 중
요하다는 것이다. 전력산업의 경우 2001년 발전부문을 한전으로부터 분
리하고 이를 분할하여 경쟁체제를 도입하였다. 이와 같은 경쟁도입의 밑
그림이 되었던 전력산업 구조개편 기본계획11)은 발전부문을 시작으로 하
여 배전부문에 경쟁을 도입하고 이어서 판매부문에 경쟁을 도입하는 것
을 그 순서로 삼았다. 즉, 발전경쟁

→ 도매경쟁 → 소매경쟁의 순으로

11) 산업자원부(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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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산업의 구조개편 순서를 잡았던 것이다. 그러나 지속적인 경쟁도입
이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소비자에게 가까운 부문인 판매경쟁부터
먼저 도입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방향이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최근 전력산업에서 추진 중인 스마트그리드 사업이 제주도 실증단지에
서 제대로 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소비자의 선택과 요구를 지원할 수 있는 판매경쟁과 이에 따른 다양한
요금제도의 경쟁이 나타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일련의 공기업 개혁과 경쟁도입 나아
가서 민영화의 수순을 생각할 때 소비자에게서 가까운 하류부문부터 이
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3

차기정부의 공기업 민영화와 개혁의 방향

(1) 장기적인 공기업 선진화 로드맵 작성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5년 단임 대통령제 하에서는 대통령 임기 내

․ ․

에 성공적으로 대규모 공기업의 개혁을 계획 집행 마무리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어렵다. 여러 공기업의 개혁과 민영화를 동시에
추진하기는 더욱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하나씩 실현 가능한 계획을 세우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공기업을 선진화할 수 있는 방향을 잡아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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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는 먼저 우리나라 공기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올바르게 인식하
고 이를 기초로 광범위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즉, 개별연도에 필요했던 공기업의 기능과 역할이 이제 민간의 역할과
책임이 커지는 시점에서 어떻게 전환되어야 할 것이며 어떤 방향으로
개편되어야 할 것인지를 제시하는 큰 청사진이 먼저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공기업이 조업하고 있는 영역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경쟁도입, 구조 조정, 지
분매각, 민영화 등 여러 수단 중 어떤 공기업 개혁이 필요한지가 제시
되어야 할 것이다. 공기업에 대한 문제의식은 크게 세 가지 점에서 출
발한다.
첫째, 우리나라의 공기업이 과거 정부주도의 경제개발 시기에 탄생
하였지만 이제는 그 역할과 기능이 다하여서 점차 이에 대한 국민경제
의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는 것이다. 즉, 공기업이 너무 많은 부분에 걸
쳐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공공부문이 여전히 비대하다는 문제
의식이다. 원유개발과 비축, 전력, 가스, 지역난방, 상하수도, 철도, 항
만, 공항, 도로의 건설과 운영, 토지의 개발 및 공급, 주택건설, 수자원
시설의 건설과 운영 등 에너지산업 및 주요 SOC의 건설과 운영을 공기
업이 맡고 있는 것이다. 이에 더하여 개발 및 수출입금융, 중소기업 금
융과 시중은행 지분보유와 강력한 금융규제를 통해 사실상 금융부문을

․ ․ ․

정부는 장악하고 있으며 관광, 체육, 문화, 경마 경정 경륜 카지노
등 각종 사행산업 그리고 연금과 건강보험 등도 정부가 도맡아 하고
있다12)는 점을 통해 우리나라 공공부문이 비대하고 이를 슬림화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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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기본적 인식이 필요하다.
둘째, 공기업 부문의 비효율성이다. 공기업에 대한 경영진단과 평가
그리고 여러 문헌을 통해 제기되고 있는 점은 공기업이 조업함으로써
국민경제의 효율성과 경쟁력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이
에는 공기업 자체의 문제점도 있겠지만 정부의 개입과 규제를 통해 비
효율성이 더욱 커지고 정부의 지나친 간섭과 통제로 공기업의 자율성
과 창의력이 훼손된다는 문제가 겹쳐서 나타난다.
셋째, 공기업이 민간이 성장하고 나아가는 방향을 가로막고 있다는
문제의식이다. 일례로 많은 SOC 공기업이 종합건설관리를 스스로 담
당하고 있으면서 국내 유수의 민간부문이 할 일을 빼앗고 있는 셈이다.
또한 공기업과 정부부문이 중요한 정보를 독점하면서 다양한 정보를
얻고 가공하며 이를 분석하고 해석하여 경제주체의 경쟁력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간주할 수 있는 금융의 역할을 빼앗고 있는 셈이다. 우리나라
의 서비스부문이 식당과 같은 소상공인 중심의 영세 서비스부문으로
한정되어 있고 전문 지식서비스 부문으로 옮겨가지 못하는 데에는 이
와 같은 정부와 공기업의 정보독점 및 금융부문의 장악이 중요한 원인
이라고 판단된다.
공기업이 조업하고 있는 여러 산업 분야에서 이에 대한 총체적인 검
토가 이루어질 때 종합적인 향후 방향과 논의가 이로부터 출발13)할 수

12) 조성봉(2011)
13) 일례로 전력산업의 구조개편은 경제기획원이 추진하여 한국산업경제연구원
(1996)을 창구로 진행하였던 한전의 경영진단이 그 배경과 논의의 출발이 되
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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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와 같은 방대한 기초 작업을 전제로 공기업 선진화에 대한 로
드맵을 작성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과거에 이에 대한 연구와 선행 작
업이 이미 상당부분 이루어진 경우에는 과거의 작업을 참조하여 이를
보완하면 많은 시간과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장기적인 로드맵의 작성은 그 자체가 방대한 작업이고 이를
위한 기초적 연구와 논의를 전제로 하므로 차기정부 초기에는 완성이
어렵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이 같은 로드맵은 차기정부 또는 그 이후의
정부가 장기적인 공기업 개혁의 방향을 논의할 때 중요한 근거와 논거
가 되는 귀중한 자산일 것이다.

(2) 공기업 개혁과 민영화 성과를 개선시키기 위한 제도적 개선
공기업 개혁과 민영화를 추진할 새로운 대상을 찾는 것도 중요한 공
공개혁의 과제이지만 이미 수행한 공공개혁의 성과가 제대로 이루어지
지 않고 있는 경우 그 원인을 찾고 필요한 제도적 성숙을 이루어냄으
로써 과거 공공개혁의 성과가 잘 나타나고 실현되도록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특히 공기업 개혁이 노조와 공기업 임직원 그리고 관련된 여러 이해
당사자들의 저항과 반발에 부딪혀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감
안한다면 제도적 성숙을 통한 공기업 개혁성과의 개선은 오히려 큰 갈
등 없이 비교적 빠른 속도로 진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이 경우
중앙집권적인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하고 정부부처가 갖고 있었던 권한
을 사실상 크게 줄여야 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과제를 수행하는 데에
대한 가장 큰 저항은 정부 밖에서가 아닌 정부 안에서 제기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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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크다.
1) 상장된 공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명령과 통제의 지양
정부는 공기업 고유의 수익사업과는 무관하거나 그 수익성을 낮출
가능성이 높은 여러 정책적 목표를 여러 가지 명령과 통제 수단으로
사실상 강요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이명박 정부는 2012년에 일자리 창
출과 열린 고용을 위해 공공기관의 신규채용을 확대하고 고졸자 채용
등 열린 고용을 구현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서민생활 안정이란 목표를
위한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하며 공기업의 투자를 조기에 집행하도록

․

․

유도하고 있다. 또한 중소 협력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중소 협력업체
와의 공동 R&D를 유도하고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확대하며 이에 대
한 판로확보도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며 나아가서 중소협력업체와의 성
과공유제 확산, 창업활성화 등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책적 목표를 상장된 공기업에 대하여 시행할 때
적지 않은 지배구조적 갈등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2011년 8월과
2012년 1월에 제기된 한전 소액주주의 한전 사장과 정부에 대한 소송
은 이제 상장된 공기업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 명령과 통제방식이 바뀌
어야 함을 보여준다. 이미 유사한 징후가 2011년 11월 한전 이사회에
서 나타나서 정부와의 사전협의 없이 전기요금 인상안을 정부에 요청
하였던 것이다. 이제 정부와 사전협의한 내용을 한전의 임직원이 정부
에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식의 요식행위는 나타나기 쉽지 않다. 이는 공
무원들이 공기업에게 요금인상 억제를 비롯하여 수익성을 해치는 다양
한 사업외적 정책목표를 강요하기 쉽지 않음을 보여준다.
정부가 자본시장을 자유화하고 해외투자자들도 우리나라의 상장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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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에 투자하도록 하며 기업의 투명한 지배구조와 경영환경을
강조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주주나 소비자 등의 이해당사자와의 이해
와 상반되면서까지 상장된 공기업에 대하여 이와 같은 정책목표를 강
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으며 시장경제의 분권화된 의사결정 구
조와도 충돌되는 것이다.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지역난방공사와 같이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정책으로 주식이 상장된 공기업에 대해서도 한
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심각한 요금규제와 다른 정책목표의 강요가
나타나고 있다.
차기정부에서는 상장된 공기업에 대해 정부가 대주주로써 바람직한
지배구조를 시현할 수 있도록 공기업의 수익성과 주주의 이해에 상반
되는 명령과 통제방식의 공기업 운영을 지양하여야 할 것이다.
2) 공공요금 규제방식의 전환
공공요금의 규제방식은 원칙에 맞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2011년 순
환정전으로 말썽이 난 전력산업의 경우에도 이미 전기사업법 에서 시
행령에 의하여 적정원가에 적정이윤을 더한다는 투자보수율을 원칙이
명시되어 있고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에서도 공공요금의 산정원칙이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
러한 원칙을 사실상 지키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비단 전력뿐 아니라 천연가스의 도소매, 지역난방,
철도, 상하수도, 지하철, 버스, 택시, 우편 등의 공공요금에 대하여도 동
일하게 적용되는 문제점이다. Cho(2012)는 우리나라의 공공요금이 선거
에 의하여 민감하게 영향을 받아 총선이나 대선을 앞두고는 인상이 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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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음을 경험적 연구에 의하여 보이고 있는데 공공요금이 정치적 영
향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공공요금의 결정과정도 개선하여야 한다. 현
재 공공요금의 결정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무부처 장관이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 협의과정에서 사
실상 물가안정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의 역할에 따라 공공요금이 적정
수준만큼 인상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총괄원가를 보
상하는 투자보수율 원칙에 맞으면 주무부처 장관이 공공요금의 인상을
인가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공익산업 규제를 위한 독립규제기관의 설립과 활성화
공공요금의 규제방식을 바꾸고 이를 위해 관련법을 정비한다고 하더
라도 사실상 이를 운용하는 조직과 제도가 동일하다면 제대로 작동하
기 어렵다. 법에 명시된 투자보수율 규제를 지금까지 한 번도 제대로
시행하지 않은 사실에서도 이를 알 수 있다.
결국 이런 문제점의 극복은 법과 원칙보다 새로운 규제조직의 설립
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 한 가지 방안은 미국 각주의
공익산업규제위원회(Public Utility Commission)14)와 같은 독립규제기관
을 설립하는 것이다. 여기서 여타 정부부처나 대통령의 지휘 및 감독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독립성’이 가장 중요한
덕목이 된다. 이러한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규제기관의 장이나
규제위원들의 임기가 보장되어야 하며 정부의 불필요한 개입과 간섭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그 의사결정 과정도 투명하고 원칙에 기

14)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FERC(Federal Energy Regulatory Commission), FCC(Federal
Communication Commission) 등이 이러한 독립규제기관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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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한 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전문
회계사, 관련 사업의 전문가, 행정법 판사 등 해당분야의 여러 전문가
를 보유한 전문적 규제기관의 풍모를 갖추어야 한다.
독립규제기관의 설립과 이에 의한 투명한 의사결정은 정치적으로 요
금이 결정되지 않도록15)하여 결과적으로 공급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편
익을 주게 된다. 그뿐만 아니라 그 과정이 투명하고 원칙에 의하여 공
정하게 드러나는 것이므로 한전의 경우처럼 같은 임직원에 대한 주주
들의 배임소송이 나타날 여지가 없게 된다. 민간과의 경쟁도입이 예상
되는 철도를 비롯하여 지하철, 버스, 전력, 가스, 집단에너지, 상하수도
와 같은 자연 독점적 산업의 가격 산정을 위해 정부는 독립규제기관의
설립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최근 지하철 9호선이 서울시의 인가과
정 없이 독자적으로 요금을 인상하려고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 이
것도 결국은 민간기업과 일정한 투자보수율을 약속한 지자체가 약속을
지키지 않게 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최근 지자체가 관장하는 공익산업의 요금의 결정도 독립규제기관의
설립을 통해 투명한 프로세스로 관리하자는 논의16)가 나타나고 있다.
아직 독립규제기관이 제대로 발달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별도의 규제기관을 설립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새로 설립될
15) Moita(2006)는 35개국의 전기요금 데이터를 선거시기와 비교하여 선거 때 실
질 전기요금이 영향을 받는지 살펴보았다. Paiva & Moita(2006)의 연구에서는
휘발유의 실질 소매가격이 선거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왔는데 이와는 달리
전기요금의 경우 Moita(2006)는 선거의 영향을 유의미하게 밝힐 수는 없었는
데 그는 그 이유를 많은 나라에서 독립규제기관이 전기요금 수준을 결정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16)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권영선(2012)도 지방공공요금의 합리적 결정을 위핼 독
립규제기관을 설립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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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규제기관에서 지자체의 공공요금까지 같이 관장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독립규제기관은 행정부로부터 독립되고 그 운영에
대해서는 국회의 감시를 받되 요금, 신규 진입자의 결정 등 규제기관의
결정사항에 대한 불만은 고등법원에 항소하는 등 사법부에 의해서만
최종적으로 결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4) 교차보조, 지원 등과 같은 자원배분의 왜곡 지양
특정 지역, 특정 소비자계층, 특정 산업 등을 위한 교차보조는 산업
정책적인 차원에서 정부가 자연스러운 시장가격을 왜곡하는 것이므로
이에 불리한 영향을 받는 지역, 소비자집단 및 사업자가 나타나기 마련
이다. 또한 생산요소의 가격에 교차보조가 나타나게 되면 이는 최종생
산물 가격에도 영향을 미쳐 관련된 시장이 크게 왜곡되기도 한다. 교차
보조의 이러한 문제점은 공기업을 민영화하고 개혁하는 기본적인 사유
와 배치되는 것이다. 즉, 공기업 체제를 개혁하여 정부의 인위적인 자
원배분의 문제점을 고치고자 하였는데 교차보조를 남겨둔다는 둔다는
것은 바로 가장 중요한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장치를 외
면하는 셈이 된다.
교차보조와 지원제도의 또 다른 문제점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이
제대로 나타나지 못하게 되는 근본 원인이 되어 공기업 개혁과 민영화
가 제대로 관성을 갖고 지속되지 못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일례로
현 전력시장에서 결정되는 계통한계가격(System Marginal Price)이 너무
높게 결정되므로 전력시장에서는 한전의 발전자회사가 생산하는 원자
력 및 석탄화력 발전은 시장가격에 보정계수를 적용하여 실제 정산가
격을 낮추는 편법을 동원하고 있다. 이 같은 편법의 활용은 전력시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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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가격시그널을 왜곡하여 적절한 유형의 발전설비가 건설되도록
유도하지 못하게 되어 국가적으로 큰 낭비의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런데
이 계통한계가격의 형성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주는 발전용 LNG가격
은 도시가스 사업에 대한 교차보조로 정상수준보다 매우 높게 책정되
어 있다. 결국 도시가스에 대한 교차보조가 정상적인 전력시장의 형성
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므로 전력시장의 자유화와 지난 2001년
에 시작된 경쟁체제의 진정한 효과는 그 요소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연료시장에서의 교차보조가 해소되지 않는 한 구현되기 어렵다.
이상의 예에서 살펴보았듯이 공기업이 조업하고 있는 분야에 남아있
는 교차보조와 가격지원을 없앰으로써 공기업 개혁의 효과가 제대로
나타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적 성숙을 기하는 것이 필요하다.
5) 구분회계의 도입과 공기업 재무의 투명성 보장
교차보조와 가격지원을 효과적으로 없애는 방법 중 하나는 공기업
재무제표에 구분회계를 도입하는 것이다. 즉, 사업별로 구분회계를 도
입하게 되면 어떤 사업에 어떻게 비용과 원가가 소요되며 사업간, 소비
자간, 지역 간 교차보조나 가격지원 등이 투명하고 상세하게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공기업을 통해 정부가 특정

․

․

소비자 사업자의 편익을 훼손하면서 다른 소비자 사업자의 편익을
증대시키는지에 대한 정보가 드러나는 것이다.
정부의 정책적 목적이 이미 공식적으로 공표된 것이라면 구분회계를
회피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만약 구분회계를 통한 정보공개로 인해 관
련 이해당사자들의 반발이 심하다면 이에 대해서는 정부가 합리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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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하든지 또는 문제가 되는 정책을 폐지하여야 할 것이다. 정부가 국
민들에게 투명하게 밝히지 않으면서 교차보조와 가격지원을 수행하는
관행은 사라져야 할 것이다.
구분회계의 또 다른 장점은 공기업이 수행하는 사업을 세부적으로
나누고 부문별 효율성을 비교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일례로 전기요
금 고지서에 전력산업기반기금과 같은 정부의 지원성 정책을 명시하고

․

있는데 여기에 더하여 외국과 같이 발전과 송 배전 및 판매비용 등을
구분해서 소비자에게 고지한다면 상대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비
용이 나타나고 있는지가 잘 드러나게 되고 이를 통해 경쟁과 효율성
향상의 필요가 구체적으로 어떤 부문에 요구되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

(3)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의 폐지 또는 전면 개정
공기업의 자율성을 현저하게 높이고 그 창의력과 효율성을 제고하
기 위해서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을 폐지하거나 전면 개정하
여 공기업 경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무엇보다도 공
기업 사장의 임명과정에서 정부부처의 영향력을 최소화하고 낙하산
인사에 따른 폐단을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 공기업 사장에 대해서는
임기를 보장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고경영자의 지위를 보장하
여 공기업 경영의 자율성과 연속성 그리고 조직의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을 폐지하거나 동법률의 대상에서
공기업을 제외하는 것이 공기업의 자율성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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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정부가 각종 정책적 목적을 공기업에 떠안기는 것을 억제
하여야 한다. 정부가 담당하여야 할 주요 사업을 공기업에게 떠맡기는
관행도 사라져야 한다. 또한 공익이라는 명분하에 공기업의 수익성을
훼손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4) 소비자 선택을 우선시하는 공기업 민영화 및 개혁 대상의 선정
새로운 정부가 탄생할 때마다 민영화 대상으로 자주 거론17)되는 분

․ ․ ․

야는 방송, 방송광고, 발전 송전 배전 판매로 구분할 수 있는 전력
산업, 천연가스의 도입과 도매, 철도, 상하수도, 우정사업 등이다. 민영
화 대상으로 우선 검토할 수 있는 분야는 시장성이 크고 공기업이 수
행하였던 공익성 기능을 그 사업과 구분하여 정부나 별도의 규제기관
으로 쉽게 이관할 수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과거의
주택공사와 토지공사가 합병한 LH공사와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농촌
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조폐공사, 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 등은 공익
성이 커서 민영화를 추진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한편, 최근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인천공항공사의 경우에는 3조 원
이상이 소요되는 3단계 확장공사의 투자비를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지
분매각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특히 인천공항공사는 지
금까지 도로, 연육교 등 관련시설에 대한 대규모 시설투자자가 있었기
때문에 세계 최고의 공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는 점을 감안한다
면 이제는 더 이상 국민의 지원을 받기보다는 지분매각과 같은 자체자
금 확보로 3단계 확장공사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17) 조성봉(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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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5년 단임 대통령제 하에서 이 모든 분야에 대한 민영화와 공
기업 개혁을 추진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일이므로 현실적인 추진가
능성을 위해 전력, 가스, 철도 및 우정사업 부문으로 한정하여 공공개
혁의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논의
한 대로 5년 단임제 대통령제 하에서 더 전략적인 접근을 위해서는 민
영화와 공기업 개혁의 목표를 보다 잘게 나누어서 이를 가급적 대통령
의 임기 내에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단위로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소비자에 가까운 하류부문부터 경쟁과 민영화를 도입하여 시장에
서의 소비자 욕구가 지속적인 공기업 개혁으로 이어지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차기정부의 주요 민영화 및 경쟁도입 대상
은 다음과 같이 제한적으로 검토하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1) 전력산업
1999년에 입안된 전력산업 구조개편 기본계획에서는 발전부문의
경쟁과 민영화를 첫 단계로 삼았는데 이제는 그 계획을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즉, 판매부문에서 먼저 경쟁을 도입하고 이를
이미 경쟁구도 속에 있는 발전사업자가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다. 판매
경쟁은 다양한 요금제와 판매서비스의 제공을 통해 수요 측으로부터의
경쟁압력을 유도할 수 있다.
이 경우 고려하여야 할 점은 한전의 판매부문을 그대로 두고 신규로
판매사업자의 진입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아니면 한전의
판매부문을 분할하여 여러 개의 판매회사로 출범시키는 것이 좋은지를
결정하는 일이다. 판매부문은 그 자체가 설비를 요구하는 사업이 아니
므로 자연 독점적 성격을 갖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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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를 확보하고 있느냐로 판가름되는 시장점유율에 따라 그 경쟁의 판
도가 크게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판매경쟁의 도입방법에 대해서는 보
다 심도 깊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우선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은 발전부문에 진출해 있는 민간기
업과 한전의 발전자회사가 전력을 대용량 수용가부터 시작하여 직접
소비자에 소매로 판매하고 동시에 전력시장에 도매로도 판매할 수 있
도록 허용하는 방안이다. 다음으로 차기정부 중반 이후 판매부문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는 한전의 발전자회사에 대한 민영화를 추진하는 방
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2) 가스산업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였던 천연가스의 도입 및 도매부문에서의 경
쟁도입은 결국 추진되지 못하고 다음 정부로 그 공이 넘어가게 되었

․

다. 이명박 정부의 천연가스 도입 도매 부문의 경쟁도입은 발전회사
가 한국가스공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천연가스를 도입할 수 있게끔
허용하는 방안이었다. 그러나 이 방안은 직접 소비자 선택과 연계되지
않아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민영화에 따라 어떤 편익이 있는지를 느낄
수 없어 지속적인 민영화와 경쟁도입을 추진하는 것이 쉽지 않을 가
능성이 크다.
소비자의 관심을 가져오고 민영화의 직접적 효과가 소비자에게 미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보다 바람직한 방안은 발전회사가 직접 도입한 천
연가스를 연료로 전력을 생산한 뒤 이를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도록

․

허용하는 것이다. 이 경우 발전회사는 천연가스의 도입 도매, 가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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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한 전력의 생산 및 판매라는 일관된 경제활동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직접 경쟁할 수 있는 채널이 확보되는 셈이다. 특히 소비자를 확보하기

․

위한 경쟁이 결과적으로 효율적인 천연가스의 도입 도매로 연계되어
지속적인 공기업 개혁으로도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3) 철도산업
이명박 정부 말기에 추진하고 있는 철도산업의 경쟁도입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판단된다. 이는 이미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
되고 정비되었던 관련법의 제정과 철도구조개혁 기본계획에 따라 단
계적 조치가 추진되고 있었던 내용이다. 또한 현재 용량이 대폭 증대하
고 있는 수도권과 호남 고속철도의 개통시기인 2015년에 맞추어 철도
운영에 경쟁을 도입하는 것18)이다.

․

이명박 정부는 2015년 개통 예정인 수서발 경부 호남선을 일정기간
선로 임대방식을 통해 경쟁을 추진할 계획인데 한 가지 문제점은 이처
럼 중요한 경쟁도입 사항이 공기업 선진화계획에서는 논의되지 않다가
갑자기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반발을 불러들이고 있다는 점이다.
대선이 있는 이명박 정부 5년 임기의 마지막 해에 이처럼 민감한 사항
을 추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철도산업의
경쟁도입은 차기정부 초기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와 함께 KORAIL을 상장회사로 만들고 그 지분의 일부를 민간에
매각하며 신규로 진입하는 철도회사와 경쟁체제를 구축하게 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철도산업에 경쟁과 민간참여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18) 국토해양부(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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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철도산업의 경쟁도입에서 유의할 점은 경쟁 환경을 잘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선 지적할 수 있는 사항은 KORAIL이라는 기존사업
자의 규모와 시장지배력이 새로 선로를 임대하여 시작하는 신규 사업
자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기 때문에 실질적인 유효경쟁이 가능
하도록 하는 이른바 ‘경쟁중립성’가이드라인을 정부가 잘 유지하여야
할 필요성19)이 있다. 또 다른 점은 KORAIL이 보편적 서비스의 일환
으로 부담하고 있는 다른 적자노선에 대한 부담을 적정비율로 신규 사업자
가 부담함으로써 신규 사업자의 ‘단물 빨아먹기’(Cream Skimming)20)
에 따른 비판이 제기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하여야 할 것이다.
4) 우정사업
우정사업은 시장성이 큰 사업이지만 현재는 공기업도 아닌 정부부처
에서 직접 수행하고 있다. 즉, 우정사업은 현재 지식경제부의 우정사업
본부에서 수행하고 있는데 크게 우편사업과 금융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예전 정부에서 직접 수행하였던 철도사업과 체신사업이 이미 공
기업이나 민간기업에서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우정사업도
하루빨리 공사화를 거쳐서 민영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욱이 이
미 민간에서도 택배사업에 활발히 진출해 있고 금융사업 또한 민간의
역할이 지배적이므로 정부부처가 이를 수행하는 것은 시대적 조류에도
맞지 않는 일이라고 할 것이다.
19) ‘경쟁중립성’논의는 기존의 대형 사업자를 그대로 두고 신규로 진입을 유도
하는 경우 기존사업자와 신규 사업자간의 실질적인 유효경쟁이 가능하도록
신규 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제한하는 이른바 비대칭규제(Asymmetric
Regulation)를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20) ‘단물 빨아먹기’는 기존 사업자가 공익 사업자에게 요구되는 보편적 서비스
와 다양한 교차보조를 시행하면서 수익성이 줄어드는 반면 신규 사업자는 이
를 부담하지 않고 수익성이 높은 분야에만 진입하는 현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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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금융업은 먼저 분리하여 민영화를 추진하고 우편사업은
우선 공사화(Corporatization)를 추진한 후 시간을 두고 민영화를 수행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선 우편사업이 갖고 있는 보편적 서비스
(Universal Service) 기능을 잘 보완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요금체

계의 정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산간벽지에서 집배원이
수행하는 사실상의 복지기능도 지자체나 보건복지부 등 타 기관으로
적절히 이관된 이후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5) 바람직한 공기업 개혁 및 민영화 절차
공기업 개혁과 민영화는 장기적인 시각을 갖고 추진하여야 한다. 긴
절차와 시간이 요구되는 과정이므로 이를 조급하게 처리해서는 안 된다.
적절한 절차를 건너뛰고 진행하는 경우 그 부작용과 정치적 여파로 공기
업 개혁과 민영화는 해결하기 어려운 정치적 반발에 부딪힐 수 있기 때문
이다. 일례로 공기업의 민영화는 공기업 임직원과 노조, 소비자, 주주,
주무부처 공무원 및 관련 사업자 등 다양한 경제주체들의 이해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에게 민영화의 필요성과 당위
성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인내력 있는 과정이 요구된다.
공기업 개혁과 민영화를 수행함에 있어서 특히 조심하여야 할 점은
자칫 민영화로 인해 지금까지 숨어있던 암묵적 비용의 현실화가 나타
나게 되면 소비자와 국민의 반감으로 민영화가 정치적으로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해서 차기정부가 공식적으로
시작되기 이전21)에라도 지금까지 현실화되지 못하여 누적적 적자를 불
21) Cho(2012)는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선거가 끝나고 차기 대통령 취임식 이전에
공공요금이 집중적으로 인상되는 경향이 있음을 관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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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들이고 있는 각종 공공요금이 인상되어야 할 것이며 혹 요금인상이
미진한 경우에는 가급적 이를 충분히 해소한 후에 민영화를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이러한 점은 공공요금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
니며 앞서 논의한 여러 가지 다양한 교차보조, 가격지원 등에 대해도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상적인 민영화 여건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시각
을 달리해서 보면 역으로 민영화란 현실이 이상적이지 않고 풀 수 없는
다양한 제약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풀기 위한 단서라고 볼 수도 있다.
즉, 민영화를 수행하기 위해 제도적인 정비가 중요한 것은 사실이나 민영
화가 이러한 제도적 정비를 위한 제일 의미 있는 첫 번째 발걸음일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앞서 논의한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는 공공부
문의 비효율성과 자율성 증진을 넘어서서 민영화가 아니면 풀 수 없는
정부의 지나친 가격 및 진입규제와 교차보조 등 비효율적 자원배분 메커
니즘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인식되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완벽한
조건을 마련한 채 민영화를 추구하는 이상주의적 접근보다는 어느 정도
여건이 허락한 상태에서 민영화를 추진하여 순차적으로 문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인내력 있는 자세가 요구된다.
앞서 제시한 주요 민영화 대상에 대해 살펴보면 차기정부 초기에서
는 소비자들에게 경쟁을 통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철도산업의 경쟁도
입이 우선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기존의 민간 발전
사업자들에게 대용량 수용가에게 판매사업의 문호를 허용하여 민간기
업과 한전의 발전자회사가 전력시장에 도매로 판매하는 것 외에도 직
접 전력을 소매로 판매하는 길을 열어줄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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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부문에서 발전회사가 가스를 직접 도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이로
인한 효율성 증진과 가격절감 효과를 소비자가 누릴 수 있도록 유도하
여야 할 것이다. 우정사업도 차기정부 초기에 우편사업과 금융사업으
로 분리하고 각 사업부문에서 소비자의 선택을 위해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어야 할 것이다.
한편, 차기정부 초기에 시도한 발전사업자의 대규모 수용가에 대한
소매사업 허용의 효과가 나타나는 시점에서 현재 한전이 독점하고 있
는 전력의 판매부문에 대한 보다 일반적인 경쟁도입을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앞서 논의한 대로 한전의 판매부문을
분할할 것인지 아니면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유도할 것인지 신중한 검
토와 연구가 필요하다. 동시에 좋은 성과를 거두는 한전의 발전자회사
부터 먼저 민영화를 추진하도록 하여 한전이 지분보유를 통해 전력부
문에 실질적으로 발휘하고 있는 영향력을 줄여 나가야 한다.

(6) 요약 및 정리
이상에서 논의한 차기정부의 공기업 민영화와 개혁과제 수행을 차기
정부 연도별로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이 표에서는
지금까지 논의한 공공개혁을 장기적인 공기업 선진화 로드맵 작성, 공
기업 개혁을 위한 제도적 개선 그리고 공기업 민영화 및 경쟁도입의
세 가지로 분류하여 제시하고 있다.
이 중 장기적인 공기업 선진화 로드맵은 여러 전문가의 논의와 사회
적 공론화 및 소통을 거쳐 확정하는 방식으로 차기정부 5년간 지속적
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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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공기업 개혁을 위한 제도적 개선과제 중 각종 공공요금의
현실화, 상장된 공기업에 대한 직접적 명령과 통제의 지양, 공공요금
규제방식의 전환, 공익산업 독립규제기관의 설립과 활성화 등은 차기
정부 첫 1년 동안 시급하게 처리하여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 중
에서 특히 공공요금의 현실화는 차기정부가 시작되기 이전인 인수위원
회 기간 중이라도 가능하다면 수행할 수 있도록 서둘러야 한다. 한편,
교차보조 및 지원 등 자원배분의 왜곡을 지양하는 과제는 여러 이해당
사자들이 걸려 있는 문제이므로 차기정부 4년 동안 점진적으로 수행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함께 구분회계의 도입과 공기업 재무의 투명
성 보장은 공기업 개혁을 위한 중요한 제도적 인프라이므로 차기정부
첫 2년 동안 집중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제도적 기반이
어느 정도 자리 잡힌 후에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을 폐지하거나
전면 개정하여 공기업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공기업의 민영화와 경쟁도입을 위해서 차기정부 첫 6개월 동안 민영
화 대상을 선정하는 작업을 완료한 후 이어서 수서발 KTX 민간 진입,
발전사업자에 대한 대용량 수용가 전력판매 허용, 발전부문의 가스직
도입 허용, 우정사업을 우편사업과 금융사업으로 분리하는 일을 비롯
하여 차기정부 초기 2년에 우선적으로 추진할 공기업 민영화와 경쟁도
입 과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후 차기정부 3년차
부터는 첫 2년 동안의 공기업 민영화 및 경쟁도입의 성과를 전제로 전
력의 판매부문에 대한 경쟁도입, 발전자회사 민영화 추진, 우정사업 민
영화, 천연가스 도입부문의 경쟁도입 등을 수행하고 차기정부 초기에
선정한 민영화 대상 중 후반부에 추진할 과제에 집중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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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추진 로드맵
1년차
장기적인 공기업 선진화 로드맵 작성
공기업 개혁을 위한 제도적 개선

－ 각종 공공요금 현실화
－ 상장된 공기업에 대한 직접적 명령과 통제의
지양

－ 공공요금 규제방식의 전환
－ 공익산업 독립규제기관의 설립과 활성화
－ 교차보조 및 지원 등 자원배분 왜곡 지양
－ 구분회계 도입과 공기업 재무의 투명성 보장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전면 개정
공기업 민영화 및 경쟁도입

－ 민영화 대상 선정
－ 수서발 KTX 민간 진입 유도
－ 발전사업자에게 대용량 수용가에 대한 판매 허용
－ 발전부문 가스직도입 허용
－ 우정사업을 우편사업과 금융사업으로 분리
－ 전력의 판매에 대한 일반적 경쟁도입
－ 발전자회사 민영화 추진
－ 우정사업 민영화
－ 천연가스 도입부문 경쟁도입 및 민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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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차

3년차

4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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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건전성 강화 방안
한양대학교 경제학부 주만수

1. 서론

□ 연구의 배경
○ 2008년 후반 이후 세계금융위기에 따른 국가경제 침체와 이에
대응하는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 추진은 지방재정에 큰 어려
움을 초래함

－ 지방공기업의 경영부실로 발생한 부채 혹은 대규모 국제행사
개최에 따른 재정 부담 때문에 재정수지가 크게 악화된 지방
정부들이 발생함

○ 정부는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정관리 강
화에 치중한 대책을 마련함

－ 지방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여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건전하게 재정을 운영하도록 유도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
시하기에는 미진함

□ 연구의 목적
○ 세계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노출된 지방재정의 취약성은 단순히 부
실한 재정관리 때문이기보다는 제도적 비정합성 때문에 초래된 것임

－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에 대한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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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한 재정의존성을 탈피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재정관
계를 재정립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과 관련한 현황 및 구조적 특징과 그러한
특징으로 인해 파급되는 지방재정의 문제들을 논의하고 이를 바
탕으로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및 지방세제의 정상화, 그리고 정
부 간 재정관계를 조정하는 종합적인 개선방향을 모색함

2. 지방재정의 현황과 특성
(1) 지방정부의 재정분권 현황 및 특성

□ 정부재정규모 대비 지방재정의 비중
○ 총지출 대비 지방정부 지출비중은 40%를 상회하는 수준을 유지
하지만 총조세 대비 지방세 비중은 20% 초반에 머무름

－ 총조세 대비 지방세 비중은 2000년 18%까지 하락하였으나 국
세의 지방세 이양으로 2006년 23%까지 상승하였고 그 후에도
20% 초반을 유지함

－ 하지만 이양된 국세의 상당부분은 지방정부의 일반재원이 아
니라 교육자치단체 재원 혹은 민간에 대한 보조금 재원이므로
이들을 제외하면 지방세 비중은 2010년 18.7%에 불과함

□ 우리나라의 지방분권화 수준
○ 세출과 세입측면을 동시에 고려한 분권화 수준을 OECD 국가들
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세출분권 대비 세입분권 수준은 가장
낮은 수준임

○ 따라서 우리나라 지방재정은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음
지방재정건전성 강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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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방정부의 재원조달 현황 및 특성

□ 지방정부 재정수입의 구성
○ 지방정부의 재정수입은 자체수입, 이전재원, 그리고 지방채로 구
성되며 자체수입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이전재원은 지방교부세
와 국고보조금으로 구성됨

－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은 다시 매우 다양한 유형으로 세분
화되어 있으며 이들의 대부분은 각각의 재정형 평화기능을 장
착하고 있음

○ 2000년대 중반 이후 자체재원 비중은 감소하는 반면, 이전재원
비중은 증가추세임

－ 자체재원 비중은 2005년 68.3%에서 2010년 60.5%로 감소하였으
며 동일기간 동안 이전재원 비중은 28.8%에서 36.2%로 증가함

－ 동일기간 동안 국고보조금의 연평균 증가율은 13.6%로 지방
교부세 증가율 7.1%를 압도함

□ 지방정부 재정수입 구성 변화와 지방재정의 압박
○ 자체재원 비중의 하락으로 세입분권 수준이 퇴보하였을 뿐 아니
라 이전재원 중에서는 중앙정부의 선호를 반영하면서 지방정부
에게 재원분담을 요구하는 국고보조금의 급격한 증가로 세출자
율성도 제한됨
(3) 지방정부의 재정건전성과 채무현황 및 특성

□ 지방채무 현황
○ 지방정부는 경제위기 기간을 제외하곤 지방채 발행에 매우 보수
적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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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정부의 채무잔액은 2000년대 중반 GDP 대비 2% 미만으
로 유지되었으나 2009년 이후 2% 중반 수준으로 증가함

□ 지방채무와 지방재정 의존성의 관계
○ 우리나라 지방정부는 상위정부의 재정지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
을수록 채무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짐

－ 자체세입 확보능력이 부족한 지방정부는 지방채 발행이 아니
라 중앙정부 등의 이전재원에 의존하여 재정부족을 해소하는
경향이 있음

○ 지방정부의 재정건전성을 평가할 때 지방채무 뿐만 아니라 상위
정부의 이전재원에 대한 의존도를 동시에 고려해야 함을 의미함

3. 지방재정의 문제점
(1) 지방세제의 문제점

□ 편익원칙 측면에서의 문제점
○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주행에 관한 자동차세 등 지방세의 주
요 세목들이 지방공공재 사용에 대한 가격기능을 수행하지 못하
며 단지 재원확보 수단으로 설계된 것으로 판단됨

－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는 지방정부의 공공서비스와 무관하게
결정되므로 기초자치단체의 조세로써 적합하지 않음

○ 지방정부가 주민에 대한 재정책임성을 유인할 수 없으며 비효율
적인 재정지출을 유도함

지방재정건전성 강화 방안

61

․

[제4권] 공공개혁 | 기업 시장제도

□ 소득 및 부의 재분배기능 측면에서의 문제점
○ 지방소득세 및 재산보유과세를 누진세율로 부과하여 재분배기능
을 수행토록 설계되었는데 이는 지방정부 기능에 적합하지 않음

－ 더욱이 실질적으로는 경제주체들의 형평성을 개선하기보다는
왜곡시킬 가능성이 큼

○ 누진세율체계에 의하여 지역 간 재정력격차가 심화됨
□ 안정성측면에서의 문제점
○ 취득세(구 등록세 포함) 등 지방세제 주요 세목의 세수가 부동산경기
등 거시경제상황에 따라 불안정하여 지방재정의 안정성을 훼손함

－ 이들은 부동산경기에 대한 정책수단으로 사용됨에 따라 불안
정성이 확대됨

○ 법인소득분 지방소득세도 매우 불안정하므로 기초자치단체 재정
수입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문제를 나타냄
(2) 지방재정조정제도의 문제점

□ 지방재정조정제도에 의한 과도한 재정형평화
○ 다양한 지방재정조정제도가 중첩적으로 재정형평화를 추구하므
로 재정력 역전현상이 발생할 정도로 재정형평화 기능이 과다함

－ 자체재원을 확충하면 그 크기보다 이전재원의 감소가 더 클
수 있으므로 지방정부는 지방세 확충에 매우 소극적임

□ 이전재원의 비대화에 의한 의사결정 왜곡
○ 국고보조금 규모가 매우 크고 거의 모든 사업에 걸쳐 광범위하
게 수행되며 보조율도 높아서 지방정부는 주민의 선호를 반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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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실질적인 필요성 및 재정 부담능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사업을 수행하는 경향이 있음

－ 재정이 열악한 지역에 대해서는 차등보조율을 적용하므로 지
역주민의 비용부담이 더욱 낮아지므로 왜곡이 클 수 있음

－ 사업 이후에는 지출수요가 커지므로 지방교부세 배분할 때 관
리비용의 상당부분을 교부받을 수 있음

○ 이전재원의 비대화로 지방정부는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하며 자
체수입 확충에는 소극적이게 됨

4. 지방재정 건전성을 위한 정책 방안

□ 정책의 기본방향
○ 지방정부가 주민들에 대한 재정책임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편익
원칙에 입각하여 지방세 제도를 정비함

○ 지방재정조정제도에 의한 과도한 재정형평화를 억제하여 지방재
정의 연성예산제약을 극복함으로써 지방정부 스스로 재정을 건
전하게 운영하도록 유도함

○ 제도 개선이 정치적으로 수용가능하기 위해서는 정부유형별 그
리고 지방정부별 재정중립화를 유지하여야 함

○ 재정건전성이 악화된 지방정부에 대한 재정관리 방안을 강화함
(1) 지방세제의 개편 방안

□ 편익원칙에 따른 지방소득세의 개편
○ 법인소득분 지방소득세를 국세 법인세로 통합하고 지방세로는
공공서비스와 연계되도록 사업부가가치세를 도입함

지방재정건전성 강화 방안

63

․

[제4권] 공공개혁 | 기업 시장제도

○ 개인소득분 지방소득세는 거주지원칙을 확립하고 비례세율체계
의 독립세로 전환함

－ 이는 지방정부의 세입자율성을 확대할 뿐 아니라 지방세 수입
의 수도권 집중현상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음

□ 소비지원칙에 입각한 지방소비세 개편방향
○ 지방소비세의 배분지표를 소비지원칙에 부합하는 새로운 지표로
전환하며 지역별 가중치 및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이용한 재정형
평화 기능을 배제함

－ 배분지표의 대안으로 지역토착적 매출액을 제시하며 이 자료
를 기초자치단체로 확대하여 광역-기초의 공동세 형태로 발
전시킬 것을 제안함

□ 정부유형별 재정기능과 재산관련 세제의 개편방향
○ 재산세 등 재산보유세를 비례세율체계로 전환하여 부동산의 이
용 및 입지의 중립성을 확보함

－ 이는 탄력세율을 이용한 지방정부의 세율결정권을 용이하게
할 것이며 지역 간 재정형평성도 개선할 것임

○ 부동산에 대한 부의 재분배기능이 필요하다면 국세인 종합부동
산세를 이용함으로써 전국적으로 일관된 재분배기능을 수행함
(2) 지방재정 이전제도의 개편방향

□ 지방교부세 재정형평화 기능의 단순화
○ 지방정부의 자발적인 자체재원 확충을 유인할 수 있도록 분권교
부세, 부동산교부세 등 비전통적인 지방교부세를 보통교부세와
통합하여 재정형평화 기능을 단순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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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고보조금의 배분원칙 재정립 방안
○ 지방공공서비스의 외부성의 해소, 지방정부 지출에 대한 중앙정
부의 선호반영, 그리고 행정효율성을 위해 위임한 사무에 대한
재원보전 등의 국고보조사업 선정 원칙을 최소화하여 해석함으
로써 보조사업을 축소 조정함

○ 지역 간 재정력격차 해소는 보통교부세 기능으로 일원화하고 재
정력에 따른 국고보조사업의 차등보조율 사용은 배제함
(3) 교육재정에 의한 재원규모 중립성 확보 방안

□ 교육재정 분담체계와 지방 교육세의 본세 통합
○ 교육재정을 위한 재원은 총액을 보장해주는 것이 중요하므로 지
방 교육세를 본세에 통합하고 지방세 수입의 일정비율을 교육재
정으로 이전하는 형태로 제도를 단순화함

□ 정부유형별 재원규모의 중립성 확보 방안
○ 제도 개편이 초래하는 정부유형별 혹은 지역별 재원변화는 교육
재정을 매개로 조정함

－ 지방정부의 재정력에 따라 교육재정에 대한 재원조달 책임을
차등화하여 지역 간 재정력격차를 조정함

－ 지방세 확대에 따른 중앙정부의 재원감소는 수도권 지방정부
의 교육재정 분담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동일한 규모로 중앙정
부의 교육재정에 대한 분담비율을 하향 조정하여 중립화함

지방재정건전성 강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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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방재정 사전경보시스템의 발전방향

□ 지방재정 사전경보시스템의 발전방향
○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고 재정위기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
응하기 위해 지방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을 구축하여 2011년부
터 운영을 시작함

－ 지방정부가 스스로 재정위기를 판단할 수 있도록 재정분석기
법을 확산하여 자율적인 재정관리 역량을 제고해야 함

○ 특정 지방정부의 재정위기를 인지하고 이를 재정위기단체로 선
정하는 과정이 정치적으로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독립적인
제도운영 체계를 갖추도록 제도를 개선함

66

1

서론

2008년 후반 이후 세계금융위기에 따른 국가경제 침체와 이에 대응하는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 추진은 지방재정에 큰 어려움을 초래하였다.
먼저 부동산경기의 침체로 지방세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취득세와
등록세 수입이 급감하였다. 또한 거시경제침체로 내국세 수입이 감소하였
는데 정부는 종합부동산세율 인하를 포함한 광범위한 감세정책을 실행함으
로써 지방정부에 대한 이전재원인 지방교부세의 축소를 초래하였다. 더욱
이 2000년대 중반 이후 빠르게 증가한 사회복지 관련 재정지출의 일부를
지방정부가 부담할 뿐 아니라 경기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정책에 동참함
으로써 지방재정지출은 기존 추세를 유지하였다. 지방정부는 재정수입 축
소와 지출수요 확대로 인한 재정압박으로 지방채무의 발행을 확대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0년 7월 성남시는 판교신도시 조성을 위해 설치
한 판교특별회계의 5,200억 원에 대한 지급유예를 선언함으로써 지방
재정위기에 대한 인식을 촉발시켜 호화청사 건축 등 지방재정운영에
있어서 비효율성과 도덕적 해이, 그리고 지방채무의 증가 등에 대한 여
론의 관심을 환기시켰다. 실제로 여러 지방정부들이 지방공기업의 경
영부실로 발생한 부채 혹은 대규모 국제행사 개최에 따른 재정 부담을
떠맡게 되면서 재정수지가 크게 악화되고 있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즉
각적으로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 방안 및 지방세수 관리 강화대책을 발
표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다. 하지만 정
부의 정책 대응은 지방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여 지방정부의 지
방재정운영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유도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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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기에는 미진하였으며 단지 부각된 지
방재정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관리강화에 치중한 것이었다.
이 연구는 지방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에 대한
심각한 재정의존성을 탈피하고 지방자치에 걸맞은 재정운영이 가능하
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재정관계를 재정립하여야 한다는 인식에
서 출발한다. 특히 최근의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노출된 지방재정의
취약성은 단순히 부실한 재정관리 때문이기보다는 제도적 비정합성 때
문에 초래된 것으로 파악한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
의 재정과 관련한 현황 및 구조적 특징과 그러한 특징으로 인해 파급
되는 지방재정의 문제들을 논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및 지방세제의 정상화, 그리고 정부 간 재정관계를 조정하는 종합
적인 개선방향을 모색하는 것이다.1)
이 연구의 구성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제2절에서 지방재정의
현황과 특성을 논의한다. 우리나라 지방정부는 자체재원에 의한 재원
조달 비중이 매우 낮으며 국고보조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세
출의 자율성이 제한적임을 제시한다. 또한 평균적으로 지방정부의 채
무비중은 높지 않을 뿐 아니라 재정의존도가 높을수록 채무비중은 낮
기 때문에 단순한 예산회계제도 내의 채무비중으로 재정건전성을 판단
할 수 없음을 논의한다. 제3절에서는 지방재정의 문제점을 지방세제와
이전제도로 구분하여 논의한다. 지방세제는 편익원칙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부와 소득의 형평성을 추구하는데 성공적이지 못하며 안정
적으로 재원을 조달하지도 못함을 논리적으로 설명한다. 재정조정제도

․

1) 이 연구내용은 주만수 외(2011)와 주만수 최병호(2011)의 일부를 발췌하고 보
완하여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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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서는 중첩적으로 재정형평화 기능을 수행하여 재정력을 역전시
킬 정도로 과도한 형평화가 이루어지며 이로 인해 지방정부의 자발적
인 재원확충노력이 저해됨을 지적한다. 마지막으로 제4절에서는 지방
정부가 주민에 대한 재정책임성을 인식하여 건전하게 재정을 운영하도
록 유인할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지방세제와 재정조정제도
로 구분하여 개선방향을 논의하며 동시에 지방정부의 재정위기를 사전
에 파악하여 관리하는 사전경보시스템의 개선방향도 제시한다.

2

지방재정의 현황과 특성

(1) 지방정부의 재정분권 현황 및 특성
세출측면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은 분권 이후에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2000년
대 중반 이후 예산기준으로 총지출 대비 지방정부지출 비중은 40%를 상회한
다. 비록 금융위기로 인하여 최근 그 비중이 약간 감소하였지만 비교적 안정적
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의 연도별 세출비중은 <표 1>에 제시한다.
<표 1> 정부유형별 세출예산액 비중
구분

(단위: %)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총액(조 원)

241.2

248.0

274.1

309.4

311.9

321.3

중앙정부

46.1

42.3

40.3

42.9

43.7

42.8

교육자치단체

13.4

14.1

14.6

13.8

13.5

14.7

지방자치단체

40.5

43.6

45.1

43.3

42.8

42.5

주: 예산사용액 기준
자료: 행정안전부, 2011년 지방자치단체 예산개요 ,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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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지방자치단체 자체재원의 중요 원천인 지방세는 지방재정을
뒷받침하는 재원으로서 충분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1995년에
는 총조세수입 대비 지방세 수입 비중이 21.2%이었으나 1990년대 후반
그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0년에는 18.1%까지 떨어졌다. 2001년
의 주행세 확대 및 지방 교육세 도입, 그리고 경주마권세의 레저세로 확대
전환에 힘입어 2000년대 초반 지방세 비중은 23.3%까지 높아졌다. 2005
년 부동산보유관련 세제를 강화하였지만 지방세 비중은 21%~23% 범위에
서 유지되었다. 1995년 이후 지방세 비중의 변화는 <그림 1>에 제시한다.
(단위: %)

<그림 1> 총조세 대비 지방세 비중과 조정된 지방세 비중

2000년대의 지방세 비중은 20%를 초과하지만 이는 국세의 일부를 지방
세로 이양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 중 상당부분은 지방정부의 일반
재원이 아니므로 지방세 비중을 과대 계상한다. 먼저 2001년 신설된 지방
교육세는 국세인 교육세 중에서 지방세의 부가세 형태로 과세하던 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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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하여 단순히 분류체계를 지방세로 변환한 것이며 이는 지방정부가
징수하여 그 수입 전액을 교육자치단체에게 이전한다. 또한 주행세 중에
서 자동차세 징수비율로 배분하는 8,442억 원 이외의 부분은 중앙정부의
유가현실화정책에 의해 초래된 운수업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지방정부
가 중앙정부를 대신하여 운수업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 재원이다.2) 따라
서 이들은 지방세 세목이라고 하더라도 지방정부의 일반재원이 아니다.
이와는 달리 2005년 부동산보유과세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부동산보유세
의 일부를 분리하여 국세로 신설된 종합부동산세로 전환하였으며 이 세액
은 모두 부동산교부세의 형태로 지방정부에게 이전한다. 따라서 분권시점
인 1995년 이후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을 일관된 방식으로 비교하기 위해
서는 지방정부의 일반재원 부분만을 이용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즉, 조정
지방세는 지방세 수입에서 지방 교육세와 보조금분 주행세를 제외하고
종합부동산세를 합산하여 조정된 지방세 비중을 도출할 수 있다.
공식적으로 발표되는 지방세 비중과 조정 지방세 비중은 2000년까지
동일하지만 지방 교육세가 도입되고 주행세로 운수업을 보조하기 시작
한 2001년부터 달라진다. 이처럼 실질적인 지방세 비중은 1990년대 후
반부터 20%에 미달하였으며 2000년대 후반에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9년 18.7%에 불과하다. 이는 지방분권이 실시된 1995년에 비하여
2.5%p 하락한 것으로 실질적인 지방세 비중은 상당히 감소하였음을 의
미한다.
세입과 세출측면을 동시에 고려하여 우리나라의 분권화 수준을 OECD
2) 2011년 지방세 세목 단순화작업에 의해 주행세는 자동차주행관련 자동차세로
명칭이 바뀌었으며 자동차세 징수비율로 배분하는 금액은 2012년부터 8,442억
원에서 9로 확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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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국가들과 비교한 결과를 <그림 2>에 제시한다. 이는 각국의 일반정
부에 대한 지방정부의 재정지출 비중과 조세수입 비중의 조합을 나타내
며 수직선과 수평선은 각각의 평균이다.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세출비중
은 평균을 초과하지만 세입비중은 평균에 근접한 수준이다. 이들을 종합
적으로 판단하기 위하여 원점으로부터 각 국가 수준까지의 연장선을 이
용할 수 있는데 그 기울기가 완만할수록 세출분권화 수준에 비하여 세입
분권화 수준이 저조함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세출분권 대비 세입분권
수준은 가장 낮은 수준이며 우리나라보다 더 낮은 국가는 영국, 네덜란
드, 벨기에뿐이다. 특히 우리나라보다 세출비중이 높은 국가 중에서 우리
나라보다 세입비중이 낮은 국가는 없다.

주1: 각국의 2006년 혹은 이용 가능한 가장 최근 자료임
주2: 다른 정부로부터의 이전수입과 다른 정부에 대한 이전지출 제외
자료: Blochliger, et al.(2010)에서 재인용; OECD National Accounts; US Bureau of Economic
Analysis.

<그림 2> 일반정부 대비 지방정부의 재정지출 및 재정수입 비중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세출비중은 확대되
어 OECD 국가들의 평균 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반면 실질적인 지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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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비중은 감소 추세이므로 세출분권 대비 세입분권 수준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지방정부의 중앙정부에 대한 재원 의존도가 매우 높다.

(2) 지방정부의 재원조달 현황 및 특성
지방정부의 재정수입은 자체수입과 이전재원, 그리고 지방채로 구성
되며 자체수입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그리고 이전재원은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으로 나눌 수 있다. <표 2>는 지방분권이 시행된 1995년 이
후 각 수입항목의 구성과 그 기간 동안의 증가율 추이를 제시한다.
<표 2> 지방재정수입의 구성과 증가율 추이
구분

세입
총액

자체재원

(단위: 10억 원, %)
이전재원

소계

지방세

세외
수입

소계

지방
교부세

지방
양여금

국고
보조금

지방채

1995년 52,379
(10억 원, %) (100.0)

36,063

15,317

20,747

11,654

5,675

1,870

4,109

4,662

(68.9)

(29.2)

(39.6)

(22.2)

(10.8)

(3.6)

(7.8)

(8.9)

77,176

51,893

20,362

31,532

22,056

8,449

3,713

9,893

3,228

(4.8)

2000년
(10억 원, %) (100.0)

(67.2)

(26.4)

(40.9)

(28.6)

(10.9)

2005년 128,415 87,839
(10억 원, %) (100.0) (68.3)

35,977

51,863

36,971

20,025

(28.0)

(40.4)

(28.8)

(15.6)

2010년 166,428 100,662 50,087
(10억 원, %) (100.0) (60.5)
(30.1)

50,575

60,232

28,199

(30.4)

(36.2)

(16.9)

－
－
－
－
－

(12.8)

(4.2)

16,946

3,604

(13.2)

(2.8)

32,033

5,534

(19.3)

(3.3)

14.7

1.1

1995~
2010

8.0

7.1

8.2

6.1

11.6

11.3

1995~
2000

8.1

7.5

5.9

8.7

13.6

8.3

14.7

19.2

-7.1

2000~
2005

10.7

11.1

12.1

10.5

10.9

18.8

0.9

11.4

2.2

2005~
2010

5.3

2.8

6.8

-0.5

10.3

7.1

－

13.6

9.0

주1: 일반회계 세입결산 순계 기준이며 ( )안은 항목별 구성 비중임
주2: 지방양여금은 2005년에 폐지되고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에 흡수됨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연감 , 각 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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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의 지방재정 규모는 52.4조 원이었으며, 그 후 연평균 8.0%씩
성장하여 2010년의 규모는 166.4조 원에 달한다. 동일 기간 동안 재원
구성도 크게 변화하였다. 자체재원과 지방채의 비중은 각각 1995년
68.9%와 8.9%에서 2010년 60.5%와 3.3%로 감소한 반면 이전재원의 비
중은 22.2%에서 36.2%로 증가하였다. 만일 2010년 지방소비세의 신설
로 약 2.7조 원의 지방세 확충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면 이전재원의 비
중은 더욱 컸을 것이다. 자체재원비중 감소와 이전재원비중 증가의 재
원구성 변화추이가 2000년대 중반 이후 두드러진 특징임을 <그림 3>에
제시한다.

<그림 3> 지방재정 재원별 비중의 추이

이전재원은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으로 구성되었다가
2005년 지방양여금이 폐지되고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에 흡수 통합
되었다. 2005년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의 비중은 각각 15.6%와
13.2%로 지방교부세 비중이 높았다. 하지만 그 후 국고보조금은 지방
교부세의 연평균 증가율 7.1%의 약 두 배에 이르는 연평균 13.6%로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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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하여 2010년의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비중은 각각 16.9%와
19.3%로 오히려 지방정부의 국고보조금 의존비중이 더 커졌다. <그림
4>에 제시한 각 이전재원규모의 변화추이는 국고보조금이 지방교부세
보다 더 커지는 과정을 보여준다.

<그림 4> 이전재원 재원별 규모의 변화 추이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정부의 이전재원은 크게 지방교부세와 국고
보조금으로 구분할 수 있지만 이들은 각각 복잡한 구조에 의해 배분
된다. 구체적으로 지방재정조정제도를 재원, 구조, 유형, 성격, 배분
방식, 명시적 형평화기능 유무 등을 기준으로 정리하여 <표 3>에 제
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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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제도별 특성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보통교부세

특별
교부세
지방
교부세
분권
교부세

부동산
교부세

일반

융자
관리
계정

형평화

96%

공식

재원보장,
재정격차 완화

○

1.2%

임의

특정사업 장려

×

0.8%

임의

시책사업 장려

×

시책수요

특정

재해대책수요
(우수단체 재정지원
겸용)

특정

2%

임의

재해복구
(국가정책 추진)

×

경상수요

포괄
매칭

신축적

공식

재원보장
재정격차 완화

○

공식

재원보장
재정격차 완화

○

임의

특정사업 장려

×

비경상
수요

일반수요

특정
매칭

특정수요

특정
매칭

내국세
일정율
(18.3%)

내국세
일정율
(0.94%)

특정부문
지원

일반

국세 100%
(종합부동산세)

공식

재정격차 완화

법정보조금

특정
매칭

신축적

임의

특정사업 장려

(차등
보조)

비법정보조금

특정
매칭

특정부문지원

임의

특정사업 장려

(차등
보조)

공식

재원보장
특정사업 장려

○

특정사업 장려

×

재원보장
특정사업 장려

×

제주특별자치도계정

특정
매칭

재정사업지원

포괄

보조사업지원

신축적

국세수입
일정분
특정부문
임의
(주세 100%)
지원
및 신축적
특정부문
임의
지원

수도권
지방소비세의
35%
일반

공식

재원보장
특정사업 장려

○

10%

임의

인센티브 등

×

현재 운용하지 않음
(지방소비세 재원이 부가가치세의 10%로 확대된 후 운영 예정)

․

○

90%

자료: 주만수 외(2011)를 재인용함; 서정섭 조기현(2007)을 기초로 제도변화를 반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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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균형재원

특정
광특 광역발전
부처
공모
보조금
계정
직접편성
매칭

지역
상생
발전
기금

정책목적

특정

지역개발 지자체 포괄
계정
자율편성 매칭

재정
지원
계정

배분
방식

지역현안수요

일반
보조금

국고
보조금

총액규모
결정방식

유형

이상에서 살펴본 바처럼 지방분권 이후의 지방재정 확충은 자체재원
에 의해 이루어지지 못하고 이전재원에 대한 의존성이 더욱 증가하여
재정자율성을 향상시키는데 성공적이지 못하였다. 더욱이 이전재원 중
에서도 지방자치단체가 세출자율성을 실현할 수 있는 지방교부세의 증
가보다는 중앙정부의 지출수요에 대한 선호를 반영할 뿐 아니라 지방
정부에게 재정분담을 요구하는 국고보조금이 더 빠르게 증가하여 지방
재정의 자율적인 발전을 저해하였다.

(3) 지방정부의 재정건전성과 채무현황 및 특성
1) 지방채무 현황
재정건전성 개념은 주로 재정수지 측면에서 다룬다. 재정적자가 발
생하면 지방채를 발행하여 지출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며 이러한 재
정적자가 지속되어 채무잔액이 증가하고 이를 상환하기 어려워지면 재
정건전성이 악화된 것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GDP 대비 국
가채무 비율을 이용하여 국가의 재정건전성을 파악하며 지방재정 분야
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재정수입과 재정지출의 균형여부로 재정건전성
을 판단한다.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세출기능은 매우 큰 편인 반면 자체세입을 확
충하는 방법은 매우 제한적이므로 지방정부는 부족재원을 지방채발행
을 통해서 조달할 수 있다. 지방정부의 총채무잔액과 GDP 대비 비중
의 추이는 <그림 5>에 제시한다. 2010년 말 현재 우리나라 모든 지방
정부의 채무잔액은 약 29.0조 원으로 GDP의 2.5% 수준이다. 지방자치
시행 이후 지방정부의 채무잔액은 매년 조금씩 증가하다가 199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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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반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18.8조 원까지 증가하였다. GDP
대비 채무잔액 비중이 가장 높았던 것은 1999년의 3.3%이다. 2000년대
에는 채무잔액이 하향 안정화되어 2006년까지 18조 원을 초과하지 않
았으며 GDP 대비 비중도 2008년까지 2% 수준을 유지하였다. 2008년
세계경제위기 이후 지방채무가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여 2010년 약 29
조 원에 달하게 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재정위기문제를 불
러일으키게 되었다. GDP 대비 채무비중은 2000년대 중반보다는 다소
상승하여 2.5%에 이르렀지만 1999년 외환위기 당시의 3.3%에 비해서
는 여전히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이다.
(단위: 조 원, %)

자료: 통계청, e-나라지표 및 국가통계포탈

<그림 5> 지방채무잔액 추이

지방정부가 지방채무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2000년
대 중반 이후 지방채 발행에 대한 지방정부의 자율권이 크게 확대되었
음을 고려할 때 주목할 만하다. 즉, 2006년 지방정부에 대한 행정안전
부의 기채승인제도가 지방채발행 총액한도제도로 전환되면서 지방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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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에 있어서 지방정부의 자율권이 확대되었다. 총액한도제도란 채무
상환비 비율과 예산대비채무비율을 기준으로 자치단체를 유형화하여
차등적인 지방채발행 한도액을 설정하고, 각 지방정부는 한도액 내에
서 지방의회 의결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으며 한도액을 초과하여 발
행하고자 할 때에만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제도이다. 이
처럼 채무발행에 대한 자율권이 상당히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2000년
대 후반 경제위기 극복과정을 제외하곤 지방채 잔액수준을 안정적으로
유지했다는 사실은 평균적으로 지방정부가 채무발행에 있어서 매우 보
수적 성향을 갖는 것으로 판단된다.3)
2) 지방채무와 지방재정 의존성의 관계
지방재정의 건전성은 단순한 재정수지가 아니라 지방정부의 수요와 역
량 간의 격차로 판단할 수 있는데, 이는 지출수요(Expenditure Need)와
수입확보역량(Revenue-Raising Capacity) 간의 격차를 의미한다(Bradbury,
et al., 1984: Ladd and Yinger, 1991). 지출수요는 지방정부가 주민들에게

표준적인 공공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서 주민 일인당 지출해야만 하는
최소한의 금액을 의미한다. 수입확보역량은 주민들이 표준적인 조세부담
을 지불하는 경우 지방정부가 확보할 수 있는 주민 일인당 수입을 의미한
다. 수입확보역량은 주민들의 직접 부담뿐 아니라 상위정부로부터의 재정
지원과 비거주자들에 대해 조세를 부과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한다. 이러
3) 지방정부가 지방채발행에 소극적인 이유는 공공채무의 증가에 대한 사회적 인
식이 부정적일 뿐 아니라 언론과 시민단체의 감시가 엄격하여 지방정부 스스
로 채무발행을 억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제도적으로는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더라도 지방정부는 중앙정부 등 상위정부의 재원이전을 통해 대체재원을 확
보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즉, 예산제약이 연성이므로
지방정부는 재원조달 책임을 스스로 부담하기보다는 중앙정부 등의 지원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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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정의에 따르면, 수요-역량 격차가 적을수록 균형재정을 운영할 수 있
으며, 채무발행의 필요성이 줄어든다. 즉, 지출수요가 적을수록, 그리고
수입확보역량이 높을수록 재정건전성은 향상되며 세입 대비 채무발행비
율은 낮아지고 지역내총생산(GRDP) 대비 누적채무액은 안정적으로 유
지될 수 있다. 이 때 지출에 필요한 수입의 대부분을 주민들의 부담을
통해 확보할 수 있다면 그만큼 지방정부의 재정책임성은 높아진다.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우리나라 지방재정이 지닌 특징은 대부분 자치
단체에 있어서 수요-역량 격차는 매우 작은 반면 상위정부의 재정지원
이 수입확보역량의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2009년 일반
회계 결산기준 75개 시 지역의 평균적인 재정수입구조에서 의존재원의
비중은 33.4%이며 군 지역의 의존재원 평균비중은 51.4%이다. 특히
자체재원의 근간인 지방세 수입이 전체 재정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시 지역에서 20.4%이고 군 지역에서는 6.5%에 불과하며 전체 모든

․

시 군의 평균은 15.0% 수준이다. 한편 채무발행을 통한 재정수입 조
달은 시의 경우는 평균적으로 3.7%로 나타나는 반면 군은 1.8%로 시
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다. 군 지역의 자체재원 확보능력이 시 지역에
비해 열악함에도 지방채발행을 통한 재원조달 비중이 군 지역에서 오
히려 낮다는 것은 다소 의외의 결과이다.
이러한 현상은 <표 4>에 제시한 지방정부의 재정상황과 지방채발행 수
준의 관계에서 명확해진다. 즉, 전체 재정수입에서 의존재원이 차지하는

․

비중에 따라 시 군 자치단체를 분류하고 각 유형별 평균적인 의존재원
비중과 지방채 비중을 제시한다. 이에 따르면 재정이 우수하여 의존재원
비중이 50% 미만인 자치단체들은 평균적으로 4% 안팎의 재정수입을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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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를 통해 조달하며, 의존재원 비중이 50% 이상 65% 미만인 자치단체들의
지방채 비중은 약 2.5%로 더 낮다. 더욱이 의존재원의 비중이 65%~70%
미만인 자치단체들은 지방채 비중이 1.3%이고 의존재원 비중이 70% 이상
이어서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들의 지방채 비중은 0.4%에 불과하다. 또
한 의존재원 비중이 40% 이상인 자치단체들에서는 의존재원의 비중이 높
을수록 지방채 미발행 자치단체의 비중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표 4> 시와 군의 의존재원 비중별 지방채 비중 (2009년 결산)

(단위: 개, %)

의존재원 비중

자치단체 수
(A)

의존재원
비중

지방채
비중

지방채
미발행 단체 수
(B)

B/A

30% 미만

8

23.7

4.1

2

25.0

30~40% 미만

17

34.3

3.7

4

23.5

40~50% 미만

20

44.3

4.5

3

15.0

50~55% 미만

19

53.0

2.9

3

15.8

55~60% 미만

33

57.4

2.2

8

24.2

60~65% 미만

39

62.4

2.4

13

33.3

65~70% 미만

21

66.6

1.3

11

52.4

70% 이상

4

74.2

0.4

3

75.0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연감, 재정고홈페이지

<표 4>의 결과는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재정건전성 논의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상위정부 지원에 대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에서 채무에 대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사실은 재정이 열
악할수록 상위정부의 지원을 통해 필요한 재정수입을 확보할 수 있으
므로 채무발행의 필요성이 낮아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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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은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재정건전성을 평가할 때 지방채무 비중만을
고려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지방채무로 재정건전
성을 판단하는 경우, 재정수입이 동일한 두 자치단체를 비교할 때 의존
재원의 비중이 높은 자치단체가 지방채를 상대적으로 적게 발행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자체재원을 통한 재원조달 비중이 적을수록 재정이
건전하다고 해석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 따라서 수입확보역량 측면
에서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재정건전성을 평가할 때는 지방채무뿐만 아
니라 상위정부의 이전재원에 대한 의존도를 동시에 평가해야 한다.
다른 한편, 지출수요 측면에서는 표준적인 공공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주민 일인당 지출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자치단체가
재정적으로 건전할 가능성이 높다. 일인당 재정수입이 동일하다면 일
인당 재정지출이 적을수록 재정적 여유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
일 상위정부의 지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면서 동시에 주민 일인당 지
출도 크다면 이 자치단체는 수입확보역량뿐 아니라 지출측면에서도 건
전성이 낮은 자치단체로 판단할 수 있다.
3)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일인당 재정지출 및 자체수입
지방정부의 주민 일인당 자체수입은 지역별로 큰 차이가 없는 반면
일인당 재정지출은 지역의 인구규모에 따라 큰 차이를 나타낸다. <그
림 6>이 제시하는 바처럼, 일인당 자체수입은 인구규모가 증가함에 따
라 완만하게 증가하지만 일인당 재정지출은 인구가 증가할수록 급격하
게 감소한다. 즉, 일인당 재정지출은 인구에 대하여 매우 강한 규모의
경제를 나타낸다. 따라서 지방정부의 인구가 적을수록 재정지출과 자
체수입 사이의 격차가 확대되고 이 차이를 중앙정부 등 상위정부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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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재원을 이전받거나 혹은 지방채를 발행하여 충당하여야 하므로 재
정건전성은 악화된다고 할 수 있다.

시

군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연감, 2010

<그림 6> 일인당 세출과 자체수입(2009년, 천 원)

지방채무와 지방재정 의존성의 관계에 관한 이상의 논의를 결합하
면, 인구가 적어서 일인당 재정지출과 자체수입의 격차가 큰 자치단체
일수록 상위정부로부터 큰 재원을 이전받지만 지방채 발행을 통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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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조달에는 소극적임을 유추할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재
정건전성에 관한 논의를 단순히 재정수지에 국한할 수 없으며 동시에
일인당 지출과 자체수입의 격차만으로 파악하기도 어려울 것임을 의미
한다. 따라서 지방재정의 건전성에 관련된 문제는 지방재정 전반에 걸
친 재정제도와 연결하여 파악하여야 한다.

3

지방재정의 문제점

(1) 지방세제의 문제점
국세와 지방세의 할당은 각 정부계층의 역할과 연계되어야 하며 지
방세제는 지방정부에게 과세자주권을 제공하여 재정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Musgrave(1959)는 정부의 역할을 효율적
자원배분, 공평한 소득재분배, 그리고 거시경제안정으로 구분하였으며
이러한 구분에 기초하여 McLure(1998, 2001)와 Oates(1994)는 국세와 지
방세의 할당에 대해 논의하였다.4) 이들은 소득재분배와 거시경제안정
은 중앙정부가 담당하고 효율적인 자원배분 역할은 중앙정부와 지방정
부가 역할을 적절히 배분해서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지방
세는 지방공공재의 가격기능을 수행해야 하므로 편익과세원칙이 중요

4) 조세할당 및 지방세가 갖추어야할 특성에 관한 논의는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
McLure(1998, 2001)와 Oates(1994)뿐 아니라 Musgrave(2000), Ter-Minassin(1997),
Martinez-Vazquez(2007), Bird(2008) 등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의 지방세에 대한
논의는 원윤희 외(2008) 등에서 활발히 이루어졌는데 이 연구는 참고문헌을 광
범위하게 정리한 주만수(2008)와 주만수 외(2011)를 참고하여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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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원리임을 강조한다. 또한 지방정부는 대규모 정책사업보다는 일상
적인 지역주민 편익사업의 비중이 크므로 거시경제가 변동하여도 안정
적인 재원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이처럼 지방세가 갖추어야할 특성
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 우리나라의 지방세제는 단순히 재원확보 수단
으로 할당된 경향이 있으므로 지방정부의 재정책임성을 유도하기에는
매우 부족하다.
1) 편익원칙 측면에서의 문제점
편익원칙이란 지방공공서비스를 향유하는 각 주민들이 그에 대한 지
불의사만큼의 지방세를 지불하며 이는 해당 공공서비스를 제공한 지방
정부에 귀속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지방세제는 다양한 측
면에서 편익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먼저 지방소득세 소득세분 세액의 50%를 초과하는 근로소득과 퇴직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의 납세지는 거주지원칙이 아니라 근무지원칙
에 의해 결정된다. 이로 인해 지방공공재를 향유하며 지방선거에서 선
거권을 행사하는 거주주민과 재원을 부담하는 납세자가 서로 달라지므
로 공공서비스 및 재정 부담 결정에 있어서 지방정부가 지역주민의 편
익을 반영하도록 유인하는 연결체계가 미약하다. 법인기업의 이익에
부과하는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의 납세지는 법인세 납세지와 동일하다.
하지만 법인기업의 이익이 지방정부의 공공서비스 수준에 비례하는 것
으로 판단할 근거는 전혀 없으며, 오히려 기업이익은 거시경제의 흐름,
해당 산업부문의 경기상황, 기업가의 능력 등에 의해 영향을 받으므로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자체가 편익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또한 사업
장이 둘 이상의 지역에 산재하는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의 총이윤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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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각 사업장의 기여정도가 전혀 다름에도 종업원 수 및 건축물연면적
의 비중에 의해 세액을 안분하는 것도 편익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5)
2010년 도입된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의 일정비율을 재원으로 확

ㆍ

보하고 이를 시 도별로 민간최종소비지출 비중을 기준으로 배분한
다.6)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역 간 재정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수도
권 100%, 비수도권 광역시 200%, 그리고 비수도권 도 300%의 가중치

ㆍ ㆍ

를 부여한다. 더욱이 수도권 광역자치단체인 서울 경기 인천 3개 시

ㆍ도는 향후 10년간 지방소비세 세입 중 35%를 매년 출연하여

지역상

생발전기금 을 조성하고 이를 지역발전을 위한 재정지원 및 보조사업
지원 그리고 지방정부에 대한 재정융자의 용도로 활용하는데 이 때 부
분적으로 지방정부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배분한다. 지방소비세
배분에 있어서 지역별로 가중치를 부여하며 수도권에 배분된 지방소비
세의 일정부분을 기금재원으로 조성하여 재정이 열악한 지역에 우호적
으로 배분한다는 것은 지방소비세가 명칭과 달리 조세의 성격보다는
이전재원의 성격이 더 큼을 의미한다. 또한 지방소비세를 소비지원칙
에 의해 배분하여야 지방공공재의 수혜자가 그 공공재를 제공한 지방
정부에 세금을 납부하는 편익원칙에 부합한다. 하지만 배분지표로 사
용하는 민간최종소비지출은 특정지역에서 발생한 소비지출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소비지출을 측정하는 것이
다. 따라서 부가가치세의 일정비율로 재원을 조성하였더라도 이를 민

5) 이영희 외(2011)은 법인세분 지방소득세의 안분기준에 대한 개선 방안을 모색한
다.
6) 지방소비세 재원은 2010년 부가가치세의 5%로 도입되었지만 2013년 10%로 확
대를 추진 중이다. 제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지방세법과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기본법에 근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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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최종소비지출에 의해 배분한다면 이는 소비지원칙이 아니라 거주지
원칙에 의해 배분되므로 지방공공서비스의 소비와 관련된 편익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는 휘발유,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

․

에 대한 교통 에너지 환경세의 36%를 부과하며 이 재원을 두 가지의
안분기준에 의해 지방정부별로 배분한다. 먼저 한미통상협상으로 감소한

․

자동차세를 보전하는 8,442억 원의 고정금액을 특별광역시 및 시 군별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자동차세 징수세액에 비례하여 배분하며, 나머지
금액은 유류세제 개편으로 손실을 입은 운수업에 대한 유류세 보조금 재
원으로 배분한다.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중 유류세보조금 부분은

․ ․

버스 택시 화물자동차 및 연안화물선 등의 운수사업자 혹은 차주에게
지급하는 것이므로 지방정부가 재원사용의 재량권을 갖고 있지 못하고
지방정부를 매개로 배분되는 일반적인 민간에 대한 국고보조금 재원과
유사하게 사용된다. 따라서 이는 지방정부의 조세라고 할 수 없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처럼, 지방세의 상당부분은 편익원칙과 무관하게
단순히 재원확보를 목적으로 설계되었다. 따라서 지방정부가 지역 주
민들에 대해 재정책임성을 갖고 재정을 효율적이고 건전하게 운영하도
록 유인하지 못할 뿐 아니라 지역주민들도 지방공공재 공급을 위한 비
용부담을 스스로 지불하는 것이 아니므로 재정운영을 견제 혹은 감시
할 유인을 갖지 않는다. 오히려 지역주민 입장에서는 지방정부가 중앙
정부 등 외부에서 재원을 조달하여 지방공공재를 공급하면 매우 저렴
하게 혹은 무료로 공공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으므로 이들이 국가 전체
적으로 비효율적인 지출이더라도 지역 내에서는 이득으로 받아들인다.

지방재정건전성 강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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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득 및 부의 재분배기능 측면에서의 문제점
지방정부가 지리적으로 이동 가능한 노동과 자본에 대해 소득재분배
혹은 부의 재분배 기능을 장착한 조세를 부과한다면 자본 혹은 생산성
이 높은 노동인력은 상대적으로 세율이 낮은 지역으로 이동할 것이다.
이처럼 지방정부가 조세 혹은 이전지출에 의해 기업 혹은 주민들의 입
지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면 생산요소의 입지선택을 왜곡하는 비효율을
초래할 것이다. 따라서 지방정부가 소득 및 부의 재분배를 위해 세율을
누진체계로 부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7) 그럼에도 우리나라의 지
방세 세목들은 다양한 누진체계를 갖는다.
먼저 지방소득세 소득분은 국세인 소득세와 법인세 세액을 과세표준
으로 10%의 비례세율로 과세한다. 그런데 소득세와 법인세가 누진세율
체계를 갖기 때문에 지방소득세 소득분도 누진세율 구조를 갖게 된다.
더욱이 지방정부는 탄력세율제도를 이용하여 지방소득세율을 5%~15%
의 범위에서 조례에 따라 결정할 수 있으므로 누진체계의 크기를 지역
별로 차등화할 수 있다. 그러나 지방소득세의 납세지가 소득유형에 따
라 거주지원칙과 근무지원칙 등이 혼재하므로 지방정부에 의한 세율차
등화는 국가전체적인 소득형평성을 왜곡할 뿐 아니라 해당 지역 내의
소득형평성도 개선할 수 없다.8) 법인세분 지방소득세에 적용되는 누진

7) Martinez-Vazquez(2007)는 지방세가 지녀야할 바람직한 원칙을 제시하면서 지방정
부는 누진세율을 통한 소득재분배를 시도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우리
나라 지방세의 누진체계가 갖는 문제점은 주만수(2011)에서 포괄적으로 논의한다.
8) 현재 모든 지방정부가 표준세율을 사용하므로 실질적으로는 노동의 비효율적
인 이동을 초래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지방분권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방정
부의 과세자주권이 강화되어야 하며 그러한 발전과정에서 현재의 누진체계 지
방소득세는 걸림돌이 될 것이다. 만일 누진체계가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지방
정부가 자율적 세율결정권을 사용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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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도 소득세분 지방소득세의 누진체계와 유사한 문제를 초래할 뿐
아니라 지방정부가 세율결정권을 이용하여 지역별 세율변경을 시도하
면 여러 지역에 산재한 법인기업에게 지방소득세를 징수하고 안분하는
조세행정비용이 매우 클 것이다.
지방정부는 부동산을 토지, 건축물, 주택의 유형으로 구분하고 이들
에 대하여 서로 다른 세율로 부동산보유세를 부과한다. 토지는 용도에
따라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 대상으로 구분하고 농지 및 공장용
지 등의 분리과세 대상 토지를 제외하곤 누진적인 재산세를 부과한다.
주택의 경우에는 누진체계의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한다. 건
축물에 대해서는 비례적인 재산세를 부과하지만 용도 혹은 입지에 따
라 서로 다른 세율을 부과하며 동시에 누진적인 지역자원시설세를 부
과한다. 이처럼 부동산에 대해 누진적이며 용도 및 입지에 따라 차별적
인 세율체계를 적용하므로 자원의 비효율적인 이용을 초래한다. 재산
세는 편익원칙에 입각하여 과세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지방세임에
도 불구하고 누진세율체계로 형평성추구 수단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지
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세율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극도로 제한한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재산세를 누진세율로 부과함에도 불구하고
형평성을 개선하기보다는 오히려 수평적 형평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매
우 크다는 것이다. 먼저 토지에 대해 누진세율을 적용하기 위한 재산가

ㆍ ㆍ

치의 합산은 개별 시 군 구 단위에서 이루어지므로 동일한 가치의
토지를 보유하더라도 한 지역에 집중 보유하면 여러 지역에 분산 보유
할 때에 비하여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또한 주택에 대한 과세는 개별
주택 단위로 이루어지므로 보유주택의 합산가치가 동일하더라도 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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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주택 한 채를 보유할 때에 비하여 저가의 주택 여러 채를 보유할 때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이처럼 복잡한 부동산보유세는 부의 형평성을
왜곡시키면서 지방정부의 과세자주권 사용을 제한하므로 재정운영에
있어서 지방정부의 책임성 확보를 저해한다.
자원배분의 비효율성과 형평성의 왜곡 이외에도 지방세의 누진세율체
계는 지역 간 재정력격차를 확대시키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다. 부유층
의 거주 지역 혹은 근무 지역이 저소득층의 거주 지역과 분리되는 경향
이 있다면, 누진세율체계는 지역 간 지방세 수입의 격차를 소득격차 혹은
재산가치 격차에 비하여 확대시킬 것이다. 실제로 2008년 서울의 인구 및
지역내총생산 비중은 각각 20.6%와 24.2%인데 비하여 지방세 수입 비중
은 27.6%이고 누진세율이 부과되는 재산세와 지방소득세는 각각 35.7%와
38.7%로 상당히 높다. 이는 서울의 재산가치가 더 높고 개인소득도 더 높
아서 재산세와 지방소득세의 더 높은 한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인
천과 경기도의 경우, 인구 및 지역내총생산 비중에 비하여 재산세비중은
더 높은데 이는 서울시와 마찬가지로 누진세율체계에 기인한 것으로 판
단된다.9) 이처럼 누진적 혹은 지역 차별적인 세율체계는 비수도권과 수
도권의 재정수입 격차를 더욱 확대한다.

9)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주만수(2011)을 참고할 수 있다. 또한 2012년부터 지
방세 중에서 세수비중이 가장 큰 취득세 중 9억 원 이상의 주택취득에 대해서
는 4%, 9억 원 미만에 대해서는 2%의 세율로 과세하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주
택가격이 높은 수도권 및 광역시의 세수를 상대적으로 확대할 것이므로 재정
력 격차를 더욱 확대할 위험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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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안정성 측면에서의 문제점
지방정부들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는 경제발전에 비례하여 세수증가가 이루어져야 하며 거시적 경기변동
에도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세수의 신장성
과 안정성은 시간과의 관련성 혹은 경제성장(GRDP)과의 관련성의 두
가지 측면에서 파악할 수 있다. 시간과의 관련성이란 시간의 흐름에 따
른 조세수입의 증가율과 그 증가율의 안정성에 의해 신장성과 안정성
을 측정하는 것이며 GRDP와의 관련성은 GRDP의 변동에 따른 조세수
입의 반응도와 그러한 반응도의 안정성에 의하여 신장성과 안정성을
각각 측정하는 것을 말한다.
1995년 이후 시도별 자료를 이용하여 세목별 지방세수 추이를 다양
한 방법으로 분석한 주만수 외(2011)의 연구에 따르면, 레저세, 지역개
발세, 지방소득세, 주행세를 포함한 자동차세 등은 신장성이 뛰어나며
세수비중이 높은 취득세와 등록세는 중간 수준이다. 또한 세율을 안정
적으로 유지한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는 안정성이 뛰어난 반면, 취
득세와 등록세은 비교적 불안정하였다. 지방소득세 중에서 소득세분은
비교적 안정적이지만 법인세분은 상대적으로 매우 불안정하였다. 이
분석결과는 비록 분석기간 동안의 세율변화 혹은 감면제도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지만 논의의 초점을 취득세와 등록세 및
법인세분 지방소득세에 집중한다면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는 비록 신장성은 우수한 편이지만 법인기업의
이윤이 세계경제 상황, 국내경기변동, 산업의 발전현황 등에 의해 영향
을 받으므로 소득세분 지방소득세에 비하여 상당히 불안정하다.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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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한 결과는 시도별 분석에서 도출한 것인데 지방소득세는 시 군세이므

ㆍ

로 이를 시 군 단위로 분석한다면 불안정성은 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우리나라는 소수의 대기업에게 부가가치 생산이 편중

ㆍ

된 경향이 있으며 광양, 당진 등 일부 시 군의 지방세 수입은 특정 대
기업의 법인세분 지방소득세에 크게 의존하므로 이 기업들의 이윤 변
동에 따라 재정수입의 변동성이 클 수 있다.
부동산거래세인 취득세와 등록세는 부동산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할
뿐 아니라 중앙정부의 택지개발 및 주택공급정책에 의해서도 큰 영향
을 받는다. 더욱이 중앙정부는 부동산시장의 활성화 혹은 안정화를 위
해 부동산거래세를 정책수단으로 사용하는데 이로 인해 지방재정의 자
율성이 훼손되기도 한다. 실제로 2005년 이후 부동산조세에 대한 정책

ㆍ

방향이 보유세 강화 및 거래세 인하로 결정되고 취 등록세의 과세표
준이 실거래가로 전환되면서 세율이 매우 불안정하게 되었다. <표 5>
에 제시한 것처럼 부동산취득관련 세율은 5%에서 2005년 4%로 인하된
이후 감면규정에 의해, 3.5%, 2.5%, 2%로 인하추세를 보이다가 2011년
9억 원 초과 주택 혹은 다주택에 대하여 법정세율인 4%로 잠시 복귀한
뒤 주택거래활성화를 위해 세율이 9억 원을 기준으로 1%와 2%로 분리
인하되었으나 2012년 다시 2%와 4%로 인상되었다. 이러한 세율변동은
비록 보유세 강화 및 과표현실화 진전 등으로 총세수에 대한 중립성을
유지하려는 노력과 함께 진행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지방정부의 과세자
주권을 훼손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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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 감면제도의 변화
구분

2004년
이전

1차

2차

3차

3차 연장

감면
결정

－

05.1.5

06.1.1

06.9.1

10.1.1

4차

5차

6차

11.1.1 11.4.1 12.1.1

적용 취득 2% 취득 2% 취득 1.5% 취득 1% 취득 1% (A) 2% (A) 1% (A) 2%
세율의
등록 1%
변화 등록 3% 등록 1.5% 등록 1% 등록 1% *1년간 연장 (B) 4% (B) 2% (B) 4%
주1: (A)는 9억 원 이하 1주택, (B)는 9억 원 초과 혹은 다주택에 대한 취득세 세율임
주2: 2001년부터 부동산취득과 관련된 등록세는 취득세에 통합되었음
주3: 세율감면은 유상거래 주택에 국한함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2) 지방재정조정제도의 문제점
평균적으로 지방정부의 재정수요에 비하여 자체수입은 매우 작을 뿐 아니
라 지역 간 재정력격차가 크기 때문에 지방재정조정제도에 의한 재원을 보전
해주면서 재정형평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그림 6>에
제시한 바처럼 일인당 지출(혹은 재정수요)은 자치단체의 인구규모에 대하
여 급격한 규모의 경제를 나타내는 반면, 일인당 부담(혹은 재정수입)은 인구
규모에 따른 차이가 작으므로 상대적으로 인구규모가 작은 자치단체들은
이전재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표 3>처럼 우리나라
의 지방재정조정제도는 매우 다양한 제도들로 구성되며 각 제도가 중첩적으
로 재정형평화를 추구하므로 재정형평화 효과가 지나치게 클 위험이 있다.
1) 지방재정조정제도에 의한 과도한 재정형평화
재정형평화 이전재원 중에서 가장 중요한 보통교부세를 배분하기 위하
여 표준적인 재정수요와 예상되는 재정수입을 각각 기준재정수요액과 기
준재정수입액으로 측정하여 그 비율인 재정력지수의 격차를 완화하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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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으로 보통교부세를 교부한다. 각 지방정부가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을 배분받은 후에는 기준재정수입액에 대한 재정수입액의 비율이 변화하
는데 이를 다음과 같이 조정 재정력지수를 정의한다.
기준재정수입액  지방교부세
조정 재정력지수   
기준재정수요액
기준재정수입액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조정 재정력지수   
기준재정수요액

<그림 7>과 <그림 8>은 중앙정부가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을 배
분한 후의 재정력지수 변화과정을 제시한 것이다.10) 먼저 지방교부세
(보통교부세

＋ 분권교부세 ＋ 특별교부세)를

이전하면, 모든 지방정부의

재정력은 개선되지만 재정력이 열악한 지방정부들의 개선은 매우 큰
반면 재정력이 우수한 지방정부들의 개선은 상대적으로 미미하여 재정
력의 형평화가 이루어진다. 이는 지방교부세 교부 전의 재정력지수 기
울기가 1이었으나 교부 후 조정 재정력지수1의 기울기가 시 지역 0.13,
군 지역 0.02로 매우 완만해진다는 사실로 확인할 수 있다. 국고보조금
도 추가적인 재정형평화 기능을 수행하는데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

–

을 모두 이전한 후에는 조정 재정력지수2의 기울기가 시 0.03, 군 0.53
으로 음의 값을 갖게 된다. 조정 재정력지수의 기울기가 0보다 작다는
것은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들의 재정력격차를 과도하게 반영하여 재정
력이 열악했던 지방정부들에게 지나치게 큰 이전재원을 배분함으로써
재원이전 후에는 오히려 재정력이 역전됨을 의미한다.

10) 이는 주만수 외(2011)를 재인용하며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들은 제외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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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시의 재정력지수와 이전재원

<그림 8> 군의 재정력지수와 이전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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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와 군의 입장에서 실질적인 재정력 역전현상은 <그림 7>과 <그림
8>에서 제시한 것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

․

금뿐 아니라 시 도비보조금도 재정형평성을 고려하여 배분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재정보전금 및 조정교부금 및 부동산교부세는 기준재
정수입액에 포함되지만 이들 역시 재정형평화를 고려하여 배분되므로
추가적인 형평화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이전재원에 의한 재정력 역전현상은 실증분석으로 확인할 수 있다.
주만수(2009)와 주만수 외(2011)는 시와 군의 횡단면자료를 이용하여 이
전재원에 대한 자체재원의 탄력성을 산출하고 탄력성으로부터 자체재
원 한 단위 변화가 초래하는 각 이전재원의 변화크기를 산출하였다. 예
상할 수 있듯이 자체재원의 증가는 지방교부세 교부액을 감소시킬 뿐

․

아니라 국고보조금 및 시 도비보조금도 감소시키므로 이전재원 감소
효과를 종합하면 평균 수준의 지방정부가 자체재원을 확충할 때 이전
재원은 그보다 더 크게 감소한다. 이러한 이전재원의 감소효과는 이전
재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수록 더 크게 나타난다. 즉, 시 지역보다 재
정력이 취약한 군 지역에서 자체재원의 증가에 따른 이전재원의 감소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뿐 아니라 각 지역의 탄력성이 일정하다고 가
정하므로 재정이 열악하여 자체재원 대비 이전재원의 비중이 클수록
자체재원 증가에 따른 이전재원의 감소효과가 더 크게 나타난다. <표
6>은 주만수 외(2011)가 분석한 한계효과를 정리한다.11)

11) 이전재원에 의한 재정력 역전현상은 다른 방법으로도 제시할 수 있다. 주만수
(2009)는 이전재원에 의한 재정형평화 수준의 변화를 지니계수를 이용하여 이
를 격차감소효과와 순위변동효과로 분해하여 지방재정조정제도가 재정력 격
차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엄격하게 측정한다. 지니계수를 단순 비교하면 시와
군 모두에서 자체재원의 지역 간 배분형평성은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의
국가이전재원에 의해 상당히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이를 분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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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이전재원에 대한 자체재원의 한계효과
시
구분

군

탄력성

각 이전재원
(백만 원)

자체재원
한계효과

탄력성

각 이전재원
(백만 원)

자체재원
한계효과

보통교부세

-1.282

110,632

-1.097

-0.318

100,262

-1.068

분권교부세

-0.691

기타교부세

-0.421

3,289

-0.018

-0.178

1,702

-0.010

14,187

-0.046

-0.057

11,559

-0.022

지방교부세

-1.115

128,109

-1.105

-0.286

113,523

-1.087

보조금

-0.258

147,471

-0.294

-0.223

102,398

-0.765

이전재원

-0.624

275,580

-1.330

-0.257

215,921

-1.858

주1: 시의 평균 자체재원은 129,291(백만 원)이며 군의 평균 자체재원은 29,858(백만 원)임
주2: 기타교부세는 지방교부세에서 보통교부세와 분권교부세를 차감한 교부세액임
자료: 주만수 외(2011)에서 재인용함

이처럼 재정력의 역전이 발생할 정도로 재정형평화 기능이 과다하면
지방정부는 재정을 효율적으로 혹은 건전하게 운영할 유인을 갖지 않
는다. 자체재원을 확충하는 것은 지역주민들의 부담을 증대시키지만
이전재원을 포함한 총재원을 감소시킬 것이므로 자기이익을 극대화하
는 지방정부는 지역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지방세 확충에 매우 소극적
이다. 실제로 우리나라 지방정부는 대부분의 지방세 세목에 대해 50%
의 범위 내에서 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지만 이 권한을 이용
하여 세율을 인상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지역자원시설세 등에서 일부
인상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다른 지역의 주민들에게 조세를 수출하
는 경우이다.

면 이전재원에 의한 순위변동효과가 크게 발생하여 실제 격차감소효과는 음
의 값을 갖게 된다. 이는 중앙정부의 이전재원은 재정력의 순위를 역전시키며
한계에서 역전된 재정력격차를 오히려 심화시킴을 의미한다. 이는 다양한 이
전재원이 모두 재정력 격차를 해소하려는 정책목표를 중첩적으로 실행하여
그 격차해소의 정도가 과도하게 발생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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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전재원의 비대화에 의한 의사결정 왜곡
전반적으로 국고보조금은 규모가 매우 크고 거의 모든 사업에 걸쳐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지방정부가 사업을 실행할 때 보조금을 지원받는
다면 다른 지역주민들의 지원에 의해 해당 지역주민은 매우 저렴한 비용
으로 사업을 실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로 인해 지방정부는 자체재원만
으로는 절대 실행하지 않을 사업을 상위정부의 보조로 실행할 수 있다.
특히 차등보조율이 적용되어 재정력이 열악한 지역의 한계부담은 더욱
낮아지므로 사업의 실질적인 필요성 및 재정 부담능력과 무관하게 재정이
열악함에도 사업을 실행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특히 지역주민에 대한 편
익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위한 보조금에 의해 지역주민의 비용부담
이 크게 낮아져서 사업의 우선순위에 대한 결정을 왜곡할 수도 있다.12)
국고보조사업을 수행할 때 재정이 열악한 지방정부는 사업수행 이후
에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관리유지비를 자체재원에 의해 모두 부담하지
는 않으므로 관리유지비에 대해서도 크게 우려하지 않는다. 보조금을 지
원받아 필요성이 낮고 수익성이 떨어짐에도 특정시설을 건설한 후에는
시설운영비 지출수요를 보통교부세의 기준재정수요액 산정에 포함시키
므로 보통교부세 배분액이 증가한다. 따라서 일단 재정수요를 유발하는
사업을 실행하면 그 이후에 발생하는 관리유지비의 일정부분을 상위정
부가 부담하므로 지방정부는 사업을 확장할 유인을 갖는다. 예를 들어,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공무원 수 혹은 의원 수가 증가하면 보통교부세

12) 중앙정부 등 상위정부는 국가전체적인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정사업의
편익이 주변 지역주민에게 확산되는 외부성이 존재할 때 보조금을 지불함으로써
지역단위에서 결정하는 사업의 우선순위를 변화시키려고 시도할 수 있다. 하지
만 외부성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지역균형발전 등 정치적인 목표를 위해 보조금
을 지불하여 재정지출의 우선순위를 변경시키면 지출의 비효율성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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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분액이 증가하므로 지방정부는 이 인원을 확대하려는 유인을 갖는다.
또한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문화체육시설면적, 보건 및 복지시설면적,
도로면적, 재난관리시설 및 소방서 수, 경로당 수, 공원면적 등이 증가할
수록 기준재정수요액이 증가하여 보통교부세 교부액이 증가한다. 동시
에 재정력지수는 낮아지므로 재정력지수가 낮을수록 배분액이 증가하는
분권교부세와 부동산교부세 등의 교부액도 함께 증가한다.
각 지방정부가 의사결정할 때 국가전체적인 편익과 비용이 아니라
해당지역의 편익과 해당지역 주민의 부담만을 고려하는 것은 불가피하
다. 그런데 지방재정조정제도는 해당 지역주민들의 직접적인 재정 부
담을 크게 낮추어줄 뿐 아니라 재정운영이 어려워질수록 더 많은 재정
지원을 해주는 구조를 갖고 있으므로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하며 자체
수입 확충에는 소극적이게 유인한다. 이처럼 지방재정조정제도를 구성
하는 다양한 제도들은 각각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설계되었으나 이
들은 종합적으로 지방정부가 연성예산제약에 직면하도록 구성되어 지
방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보장할 수 없게 된 것이다.

4

지방재정 건전성을 위한 정책 방안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지방채무를 철저한 관리하는 것은 중요
하다. 더욱 중요한 것은 지방정부가 주민들에 대한 재정책임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지방세제도를 정비하고 지방재정조정제도에 의한 과도한 재정
형평화를 억제하여 연성예산제약을 극복함으로써 지방정부 스스로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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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건전하게 운영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특히 지방재정조정제도에 의
해 지방정부 예산운영의 연성상태가 유지된다면 지방세제도를 이상적으
로 개선하더라고 지방정부의 자율적인 재정건전화 노력을 유인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지방세제도와 지방재정조정제도가 모두 합리적으로 개편
되어야만 각 지방정부의 재정운영에 대한 책임성과 건전성을 보장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 개선 이후에도 건전한 재정운영에 실패한다면 그 지방
정부에 대해서 선별적인 재정관리제도를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1) 지방세제의 개편 방안
지방세는 지역주민들이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가
격으로써 작동할 수 있도록 편익원칙에 입각하여 설계되어야 한다. 가
격기능이 작동해야 지방정부의 지역주민에 대한 재정책임성을 보장함
으로써 건전한 재정운영을 유도할 수 있다. 또한 거시경제의 변동 혹은
중앙정부의 정책변화에 관계없이 안정적인 세수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재산세, 개인소득분 지방소득세, 그리고 지방소비세를
중심으로 지방세를 재편하여야 하며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정상화하
는 등의 조정이 필요한데 구체적 개편방향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편익원칙에 따른 지방소득세의 개편
법인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는 편익원칙에 부합하지 않으며 세수의
안정성도 매우 떨어지므로 지방세로써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이를 폐
지하거나 국세인 법인세로 통합하며 지방정부의 기업유치에 의한 지역
발전 노력이 지방재정수입으로 직접 연계될 수 있도록 사업부가가치세
(Business Value Tax)의 도입이 필요하다. 이는 사업자가 향유하는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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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을 사업자의 부가가치 혹은 매출액 등으로 측정하고 원산지원칙에
입각하여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2011년 지방세제 개편 이전 사
업소 연면적 혹은 종업원의 급여총액에 대해 과세하는 사업소세와 유
사하다. 새로운 사업부가가치세는 사업소세와 달리 모든 생산요소의
부가가치에 대해 과세함으로써 자원사용에 대한 왜곡을 초래하지 않도
록 설계하고 세수확보능력을 확대하여 도입하여야 한다. 물론 이와 함
께 기존의 사업소세 부분은 폐지하여야 한다.
개인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는 소득의 유형에 따라 혼재된 납세지를
거주지원칙에 입각하여 조정하고 소득세의 부가세 형태인 지방소득세를
독립세로 전환하며 누진세율체계를 비례세율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
하다. 이처럼 편익원칙에 부합하도록 개편하면 지역주민들은 자신이 지
불하는 지방세의 납세지를 정확히 인식하게 되어 지방정부의 주민에 대
한 재정책임성을 제고할 뿐 아니라 지방세 수입의 수도권 집중현상을 크
게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표 7>은 2009년 지방소득세였던
주민세를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세액과 개인소득의 지역별 비중을 제
시한다. 소득분 주민세는 소득세액과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으며
그 기초가 되는 개인소득 혹은 법인소득의 지역별 과세표준자료는 공식
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과세소득자료가 아니라 통계청이 발표
하는 지역소득계정에서 개인의 순본원소득을 대용변수로 이용한다.13)
13) 순본원소득은 피용자보수, 순생산세, 재산소득, 영업잉여의 합이며 총본원소득
에서 고정자본소모를 제외한 금액이다. 감가상각은 비용으로 처리되므로 순본
원소득을 소득세의 과세표준으로 간주한다. 물론 이것이 실제 소득세의 실제
과세표준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현재의 이용가능한 자료 중에서는 최선의 자료
일 수 있다. 하지만 2008년도 소득분 주민세의 과세표준이 2008년도 소득과 일
치하지 않으며 부분적으로는 2007년도의 소득에 대한 조세를 포함할 수 있으므
로 실제의 과세표준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분석하여야 한다.
그렇지만 이로부터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은 여전히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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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이계수와 서울의 비중을 비교할 때 알 수 있듯이, 지방소득세의 지역별
분포가 소득의 분포에 비하여 지역 간 격차가 더 크다. 따라서 법인소득
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폐지하고 개인소득에 대해서만 거주지원칙에 의
해 과세한다면 지역 간 재정력격차를 크게 줄일 수 있다. 즉, 2009년
자료를 기준으로 변이계수는 155.4에서 118.3으로 하락하고 지방소득
세의 서울시 비중은 38.7%에서 26.6%로 하락할 것이다. 그 외에는 대
부분의 지역의 비중이 증가하지만 울산, 충남, 전남의 비중은 감소한다.
이 지역들은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비중이 높은 지역들인데 법인세분 지
방소득세의 폐지를 고려했기 때문에 나타난 효과이다.
<표 7> 주민세 과세유형별 세액과 과세표준의 지역별 비중 (2009년)
구분

주민세 수입(10억 원)
총액

금 액

8,623.4

비중(%)

균등할

(단위: 원, %)

순본원소득(1조 원)

소득세분

법인세분

총액

개인소득

법인소득

188.2

4,505.9

3,929.2

770.2

635.7

134.5

(100.0)

(2.2)

(52.3)

(45.6)

(100.0)

(100.0)

(100.0)

서울

38.7

24.6

44.3

33.1

30.5

26.6

49.1

부산

4.8

6.6

4.9

4.7

6.3

6.7

4.0

대구

2.7

4.6

2.8

2.6

3.9

4.4

1.5

인천

3.9

4.9

3.7

4.2

4.8

4.9

4.3

광주

1.7

2.8

1.4

2.0

2.4

2.7

1.1

대전

2.4

2.5

2.1

2.6

2.6

2.9

1.1

울산

3.8

1.9

2.3

5.6

3.0

2.8

3.7

경기

19.8

24.7

21.3

17.9

21.7

22.8

16.1

강원

1.7

2.8

1.6

1.9

2.1

2.4

0.8

충북

1.9

3.1

1.7

2.2

2.4

2.7

1.0

충남

3.9

3.8

2.9

5.0

3.3

3.6

1.7

전북

1.8

2.6

1.7

1.9

2.6

2.9

1.0

전남

3.1

3.3

1.7

4.7

2.5

2.8

1.3

경북

4.2

4.2

3.1

5.4

5.2

4.6

7.9

경남

4.8

6.6

4.1

5.6

5.8

6.0

5.2

제주

0.5

1.0

0.5

0.5

0.8

1.0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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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수입(10억 원)

구분

총액

평균

6.3

균등할

순본원소득(1조 원)

소득세분

법인세분

6.3

6.3

6.3

총액
6.2

개인소득

법인소득

6.3

6.2

표준편차

9.7

7.4

11.2

8.2

8.1

7.4

12.1

변이계수

155.4

117.6

179.6

130.7

128.8

118.3

193.4

주: 순본원소득은 통계청의 지역소득통계 자료, 주민세 수입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세정연감 자
료를 이용하여 계산함
자료: 주만수(2011)에서 재인용

2) 소비지원칙에 입각한 지방소비세 개편방향
현행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의 일정비율로 조성한 재원을 지역별 가
중치를 부여한 민간최종소비지출 비중에 의해 각 지역에 배분한다. 부가
가치세 체계에서 독립적인 지방소비세를 설계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표를
이용하는 것이 불가피하지만 민간최종소비지출을 이용하면 지역 내 소비
액이 아니라 지역주민의 소비수준에 의해 배분규모가 결정된다. 소비지원
칙을 반영하는 소비지표를 사용해야만 소비자의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각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를 소비하는 사람들이 그 소비지역에
조세를 납부하는 효과를 갖게 되므로 편익원칙에도 부합하게 된다.

기존의 공식통계자료에서 지역별 최종소비지출 자료를 대표하는 단일

․

자료가 없기 때문에 주만수 임성일(2006)은 대안으로써 다양한 지역통
계를 이용하여 지역 토착적 매출액을 소비지표로 도출할 것을 제안한다.
지역 토착적 매출액이란 구체적으로 통계청의 소매업매출액, 숙박 및 음
식점업매출액, 그리고 국지적 성격의 서비스업매출액의 합계를 의미한
다.14) 또한 지방소비세를 배분받은 광역자치단체는 그 재원의 일정부분

․

14) 이상훈 김진하(2011)는 동일한 개념을 사용하면서 개정된 산업분류체계에
따라 분류항목을 재조정하여 지역토착적 산업의 매출액 지표를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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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기존의 재정보전금제도에 의하여 시 군에 재배분하므로 기초자치단
체 입장에서는 이전재원인데 만일 지역 토착적 매출액을 소비지표로 사
용하고 이 통계자료 작성을 기초자치단체 단위까지로 확장한다면 지방
소비세를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공동세로 발전시킬 수 있다.
즉, 지역 토착적 소비지표를 이용하여 기초자치단체에게 지역경제활성
화 유인을 부여하며 기초자치단체의 자체재원 비중도 확대할 수 있다.
동시에 재정형평성을 위해 도입한 지역별 가중치는 폐지하여야 한다.
최병호(2010)에 따르면, 가중치부여에 의해 시도에 대한 지방소비세 배

․

분이 재정보전금제도에 의해 시 군까지 배분된 결과는 동일 금액을 보
통교부세로 배분한 결과와 매우 유사하며 이는 지방소비세가 재정형평
화기능을 수행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재정형평화 이전제도의 성격을 배
제하고 지방세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가중치를 폐지하고 이
와 함께 재정형평화기능을 강화하는 지역상생발전기금도 폐지하여야 한
다. 이러한 과정은 재정수입의 지역 간 격차를 확대시킬 수 있으므로 이
를 조정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 구체적인 방법은 추후에 논의한다.
3) 정부유형별 재정기능과 재산관련 세제의 개편방향
정부는 거시경제 및 부동산경기를 안정시킬 뿐 아니라 경제주체들의
소득과 부의 형평성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하지만 지방정
부가 이러한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하기에는 정책수단의 한계를 갖
는다. 먼저 지방정부가 조세를 통해 거시경제의 안정화기능을 수행한
다면 그 효과는 다른 지역으로 누출되어 정책의 강도가 비효율적일 것
이다. 중앙정부 역시 조세제도를 이용한 경기대응은 정책시차 때문에
제한적일 수 있지만 개인소득세와 법인소득세의 자동안정화기능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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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여 거시경제변동에 대응할 수 있다. 또한 정부가 부동산경기의 안
정화수단으로 이용해온 취득세가 부동산경기 조정에 효과적이라면 이
를 국세로 전환하고 지방소득세 혹은 지방소비세의 확대를 통해 재정
중립을 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15) 더욱이 취득세는 경기에 민감하여
지방재정수입의 변동성을 확대시키므로 지방세에서 제외하거나 적어도
지방재정수입에서의 비중을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의 재분배기능과 관련된 조세는 지방세로 적합하지 않다. 우리나
라 재산세는 부동산 유형에 따라 개인별 혹은 과세대상 건별로 누진세
율체계를 적용한다. 이는 상대적으로 이동성이 떨어져서 지방세로 적
합한 재산세를 지방공공서비스의 편익에 입각하여 과세하지 않고 응용
적인 요소를 가미하려고 시도한 세율체계이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경제주체들이 부동산 보유유형 및 보유지역을 선택하는 행위를 왜곡시
킬 뿐 아니라 수평적 형평성을 악화시키는 등 경제주체들 사이의 형평
성 개선이라는 목표달성에도 성공적이지 못하다. 더욱이 누진적인 재
산세제는 상대적으로 재산가치가 높은 서울 등 수도권의 재정수입을
확대시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재정수입 격차를 확대시키는 부작용도
수반한다.(주만수, 2011) 따라서 재산세의 표준세율을 단일세율로 설
정하고 지방정부가 비례세율을 유지하면서 탄력세율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동산과 관련된 부의 재분배가 필
요하다면 이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이용하여 전국에 소재한 재산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이 합당하다.

․

15) 유태현(2006), 최병호(2007), 한재명 유태현(2011), 주만수(2012) 등의 연구는
취득세를 활용한 부동산경기 안정화정책의 실효성에 대하여 회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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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방재정 이전제도의 개편방향
1) 지방교부세 재정형평화 기능의 단순화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조정제도는 개별 기초자치단체들의 재정력을
역전시킬 정도로 재정형평화기능을 중첩적으로 과도하게 수행한다. 특
히 지방교부세제도는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분권교부세, 부동산교부
세, 그리고 도로사업 보전분 등으로 구성되며 <표 5>에서 제시한 바처
럼 다양한 방식으로 재정형평화를 추구한다.16) 따라서 이들 중 비전통
적인 교부세 구성요소인 분권교부세, 부동산교부세, 도로사업 보전분
재원을 보통교부세로 통합하여 재정형평화 기능을 일원화함으로써 재
정력역전 현상을 방지하여야 한다. 재정형평화기능을 단순화하면서 형
평화 효과를 하향 조정함으로써 개별 지방정부의 자발적인 재원확충노
력을 유인할 수 있어야 한다.
<표 8>는 비전통적인 지방교부세의 시도별 배분을 제시하는데 부동산
교부세와 분권교부세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배분되며 도로사업 보
전분 교부세도 인천과 경기도의 지방정부에 배분된다. 이들을 보통교부
세로 통합한다면 서울은 전혀 배분받지 못할 것이며 인천과 경기도에 대
한 배분규모도 위축될 것이다. 따라서 지방소비세의 확대 등 국세의 지방
세 이양에 의해 지방세가 확충될 때 우려되는 재원의 수도권 집중현상을
이들을 통합함으로써 부분적으로 완화할 수 있다. 물론 지방소비세는 광
역자치단체세인 반면 부동산교부세는 자치구에도 배분되기 때문에 지방
교부세의 단순화는 기초자치단체에 직접 배분되는 이전재원을 감소시킬

16) 2005년부터 시행된 도로사업 보전분은 2011년말 폐지되고 2012년부터 보통교
부세로 통합되었다.

106

수 있으므로 이에 비례한 광역자치단체 재정조정기능의 확대가 필요하

․

다. 특히 자치구에 대한 재원의 보장이 필요하므로 특별 광역시는 조정
교부금의 재원포함 지방세 세목의 범위를 보통세 전체로 확대하는 등의
조치로 이들의 재정수입이 감소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표 8> 비전통적인 지방교부세의 배분
구분

부동산교부세
금액

비중

(단위: 억 원, %)

분권교부세
금액

비중

도로사업보전분
금액

비중

합계
금액

비중

서울

4,477

15.5

1,213

9.6

0

0.0

5,690

11.4

부산

2,851

9.9

788

6.3

525

6.2

4,164

8.3

대구

2,791

9.7

631

5.0

193

2.3

3,615

7.2

인천

972

3.4

485

3.9

141

1.7

1,598

3.2

광주

1,248

4.3

368

2.9

194

2.3

1,810

3.6

대전

1,049

3.6

384

3.0

197

2.3

1,630

3.3

울산

395

1.4

247

2.0

293

3.4

935

1.9

경기

1,898

6.6

1,830

14.5

1,245

14.6

4,973

10.0

강원

1,928

6.7

659

5.2

1,062

12.5

3,649

7.3

충북

1,159

4.0

706

5.6

508

6.0

2,373

4.8

충남

1,430

5.0

801

6.4

706

8.3

2,937

5.9

전북

1,484

5.1

956

7.6

678

8.0

3,118

6.2

전남

2,267

7.9

1,034

8.2

845

9.9

4,146

8.3

경북

2,325

8.1

1,100

8.7

661

7.8

4,086

8.2

경남

1,856

6.4

1,094

8.7

937

11.0

3,887

7.8

제주

723

2.5

300

2.4

315

3.7

1,338

2.7

전국

28,853

100.0

12,596

100.0

8,500

100.0

49,949

100.0

주1: 부동산교부세와 분권교부세는 2008년 교부금액이며 도로사업보전분은 2005년 제도도입
당시 자치단체별 연평균 배분 예정액임
주2: 부동산교부세의 재원인 종합부동산세의 개편으로 2009년 이후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
되지만 일단 별도의 재원으로 재원의 증가추세를 유지하기로 하였음
자료: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및 내부자료, 재정고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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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고보조금의 배분원칙 재정립 방안
국고보조사업은 지방정부의 세출자율권을 지나치게 억제할 정도로
확대되었으므로 보조사업 실행의 원칙을 설정하고 이에 부합하도록 보
조사업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국고보조사업 선정을
위한 기준은 지방공공서비스의 외부성의 해소, 지방정부 지출에 대한
중앙정부의 선호반영, 그리고 행정효율성을 위해 위임한 사무에 대한
재원보전 등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기준에 입각하여
국고보조사업들을 재평가함으로써 불필요한 사업을 정리할 수 있다.17)
설령 국고보조사업들이 기준을 충족하여 정당성을 확보한다고 하더
라도 이들이 지나치게 확대되면 다양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보조사
업은 중앙정부의 의도를 반영하도록 해당 지역주민의 비용부담을 낮추
어주는데 이는 사업결정에 관한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훼손하게 된다.
또한 보조사업은 일반적으로 지방비분담을 수반하므로 일반재원을 주
민들이 선호하는 핵심사업에 집중 투자하는 것을 왜곡시킬 가능성이
있으며 재정력이 취약한 지방정부는 국가의 표준적인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임에도 재원부족에 의해 시행이 부진할 가능성도 있다. 실제
로 최근 중앙정부가 영유아보육 등의 사회복지분야 지출에 대한 부담
을 지방정부가 분담하도록 일방적으로 법제화함으로써 지방정부의 재
정운영을 크게 제약하고 있다. 물론 지방정부도 사회적 재정수요에 맞
추어 지출구조를 조정하여야 한다. 하지만 그 변화를 중앙정부가 주도
할 때에는 지출구조를 조정할 전환기간을 지방정부에게 충분히 부여하
여야 한다.18) 지방정부에 대한 강제적인 재정분담요구는 지방정부의
17) 국고보조사업 설정의 원칙에 대한 논의는 주만수(2001)을 참고할 수 있다.
18) 혹은 전국적으로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재정 부담을 중앙정부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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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적인 반발을 초래하고 이에 대해 중앙정부가 이전재원 확대로 대
응하는 과정이 반복된다면 지방재정의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성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중앙정부가 차등보조율을 이용하여 국고보조금으로 재정형평화를
추구하면 지방교부세의 재정형평화 기능과 중첩되어 지방정부의 자체
재원 확충유인을 훼손하므로 중앙정부는 국고보조금에 의한 지역 간
재정형평화를 지양하여야 한다. 지방교부세를 자치구에게 배분하지 않
으므로 중앙정부가 국고보조사업을 통해 자치구들의 재정력격차를 완
화하려고 시도하는 경향이 있으나 이는 자치구의 세출자율권을 추가적

․

으로 억제하는 부작용을 낳는다. 따라서 특별 광역시의 재정형평화
기능을 강화하거나 혹은 보통교부세의 배분대상에 자치구를 포함시켜
일반재원으로 자치구들 사이의 재정형평화를 추구하고 국고보조금의
재정형평화 기능은 제거하여야 한다.

(3) 교육재정에 의한 재원규모 중립성 확보 방안
1) 교육재정 분담체계와 지방 교육세의 본세 통합
우리나라 교육자치단체는 과세권을 전혀 갖지 않으며 <그림 9>에 제
시한 것처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지원에 의해 재원을 조달한
다. 교육자치단체는 전적으로 의존재원에 의해 재원을 조달하므로 이
들에게 재원규모만이 중요하며 조달방법은 중요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하고 추가적인 공공서비스 제공을 지방정부가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
계하여 재정지출 구조전환이 용이한 지방정부들이 우선적으로 지출을 분담하
도록 제도를 설계하는 것도 정책에 대한 지방정부의 수용성을 증진하는 방법
이다.

지방재정건전성 강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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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치단체의 재원은 매우 복잡한 구조로 조달되므로 추가적인 행정
비용을 유발한다. 지방정부는 교육자치단체에게 다양한 지방세 세목에
부가세 형태의 지방 교육세뿐 아니라 지방정부 보통세의 일정부분을
제공한다. 특히 재산세 등 기초자치단체의 세목에 지방 교육세를 과세
하여 광역단위인 교육자치단체에 제공하는 것은 기초자치단체의 세율
결정권 행사를 억제하며 편익에 따른 가격기능을 제한한다. 따라서 지
방 교육세를 본세에 통합하여 세제를 단순화하고 교육재정에 대한 보
통세의 비율을 상향조정함으로써 제도를 단순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육세 전액
(보통교부금)

(중앙정부)

↓
↑

일반회계 내국세의 20.27%
(보통교부금 96% 특별교부금 4%)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

교육재정

(지방정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

－ 지방 교육세 전액
－ 특별․광역시 담배소비세의 45%
－ 특별시 보통세 10%*
－ 광역시 보통세 5%*
－ 경기도 보통세 5%
－ 기타 도 지방세 3.6%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
회계(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장)

(자치단체의 일반회계 전입금)

주*: 특별시는 보통세 중에서 특별시분 재산세를 제외하며 광역시는 주민세 재산분, 지방소득
세 종업원분을 제외함.
자료: 기획재정부, 조세개요, 2011;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그림 9> 교육재정조달방법과 지방정부의 차별적 책임

2) 정부유형별 재원규모의 중립성 확보 방안
앞에서 논의한 것처럼 지방정부의 건전한 재정운영을 유인하기 위해
서는 재정책임성을 보장하는 조세제도 및 재정조정제도를 갖추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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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방정부의 중앙정부에 대한 재정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중앙
정부와 교육자치단체의 가용재원규모를 유지하면서 총조세 대비 지방
세 비중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현재 20% 수준인 지방
세 비중을 25%~30% 수준으로 확대하여야 한다.19) 지방세 비중을 확대
할 때 가장 큰 걸림돌은 지역 간, 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의 재정
수입 격차가 확대된다는 것이다. 이는 수도권 지방정부가 보통교부세
교부대상이 아니거나 교부액이 비교적 적기 때문에 추가적인 지방세
수입으로 더욱 풍족해지기 때문이다.
지역 간 재정력격차를 해소하는 가장 핵심적인 방법은 지방재정수요
에 대한 지출책임을 차별화하는 것이고 지출책임 중에서 교육자치단체
에 대한 재원이전책임을 지방정부의 재정력에 따라 차별화하는 것이
합리적인 대안이다. 교육자치단체는 과세권을 전혀 갖지 않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원조정을 이룬 후 교육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전체 교육예산의 총액을 보장해주는 방법으로 조정하더라도 교육자치
단체의 행동을 왜곡하지 않는다. 따라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
관계를 먼저 결정한 후 교육자치단체를 위한 재원 제공방법을 조정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지방소비세 확대 등에 의한 지방세 비중 증가에
따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재정력 격차가 확대된다면 수도권 지방정부
의 교육에 대한 재정책임을 확대하고 그 금액만큼 중앙정부의 지방교
육재정교부금 규모를 축소하면 이들 사이의 재정중립성을 달성할 수

․

19) 물론 적정 수준의 비중이 얼마인지를 알 수는 없다. 하지만 2011년 159개 시 군
중 재정자립도 10% 미만 지방정부 10개, 10~30% 104개이며 시의 평균 재정자립
도 38.0%, 군의 평균 17.0%, 자치구 평균 36.6%이다.(행정안전부, 2011) 이
렇게 낮은 수준에서는 지방정부들이 실질적으로 의미있을 만큼 가용재원을 확
충하는데 한계를 갖는다. 따라서 지방재정에서 이전재원을 줄이고 지방세를 확
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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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즉, 총조세 대비 지방세비중을 확대하되 재정력이 우수한 지방정
부의 교육재정에 대한 책임을 확대함으로써 정부유형별 재정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다. 동시에 재정수입부문에서 발생한 지방정부들 사이의
격차를 재정지출부문에서 반대방향으로 격차가 발생하도록 재정책임을
설계하여 지방정부들 사이의 재정력격차를 해소할 수 있다. 이러한 재
정중립화 과정을 <그림 10>처럼 정리할 수 있다.20)

중앙정부

↑
③

①

지
지방
방교
세육
세
확통
대합

지
방
교
부
세
감
소

↓

지방자치단체

⑥

← ⑤ 중앙정부 교육재정 교부 축소

지
방
교
부
세

교
육
자
치
단
체

확
대

↓

② 지방교부세 제도 내부 통합
⑦ 자치단체 간 재정중립성 조정

④ 광역단체 교육재정 교부 조정 →

주: 번호는 재원중립화의 설명과정이며 화살표는 재원의 이동경로이며
내부통합은 재원중립화를 위한 필수조건이 아님
자료: 주만수 최병호(2010)를 기초로 조정한 것임

② 지방교부세 제도의

․

<그림 10> 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른 재원중립화 과정

20) 지방정부의 재정력에 의해 재정책임을 차별화하는 것은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재
원배분에서 새로운 방법은 아니다. <그림 9>는 수도권 혹은 광역시 지방정부의
교육에 대한 재정책임이 비수도권 도에 비하여 더 크다는 사실을 제시한다. 즉,
광역자치단체가 교육재정을 위해 제공하는 재원은 서울시가 보통세의 10%, 경기
도와 광역시는 5%, 그리고 도가 3.6%로 재정력에 따라 서로 다르다. 지방세를 확
대하는 경우 재정력에 따른 교육재정에 대한 재정책임을 차별화하여 재정중립성
을 달성할 수 있다. 또한 앞에서 논의한 바처럼 지방교부세 중에서 비전통적 교부
세를 보통교부세로 통합하면 지역 간 재정형평성을 부분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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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방재정 사전경보시스템의 발전 방향
지방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할 제도적 토대가 갖추어진 경우에도 재정
운영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상환능력을 초과할 정도로 부채규모가 누적
될 수 있으므로 그런 상황에 대비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지방재정의 부채가 일시적으로 급증하였
으므로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고 재정위기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
응하기 위한 장치로서 행정안전부는 지방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을
구축하여 2011년부터 실행 중이다.21)
지방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은 지방정부의 재정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6개의 대표적 재정지표를 선정하고 각 지표에 대해 주의기준과
심각기준을 설정하였다. 재정지표는 통합재정수지적자비율, 예산대비
채무비율, 채무상환비 비율, 지방세 징수액 현황, 금고잔액 현황, 공기
업 부채비율 등이며 기준은 <표 9>에 제시한다. 재정위기 정도에 대한
<표 9> 지방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 지표
구분
재정수지
채무
세입
자금관리
공기업

지 표

주의 기준

심각 기준

통합재정수지적자비율

25% 초과

30% 초과

예산대비 채무비율

25% 초과

40% 초과

채무상환비 비율

12% 초과

17% 초과

분기별 지방세 누적징수액

50% 미만

0% 미만

3년 평균 대비 분기별 금고잔액

20% 미만

10% 미만

공기업 순자산대비 부채비율

400% 초과

600% 초과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재정법시행령;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
운영규정

21) 이 부분은 이상길(2012)과 지방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 운영규정을 참고하
여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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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은 지방재정이 가장 열악했던 2009년의 하위 1~2% 수준에서 결정
함으로써 그 수준보다 더 하락하면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발생한 것으
로 판단하려는 것이다.
<표 9>의 기준을 초과한 재정지표가 있는 지방정부에 대하여 경제적
기반, 재정 및 채무구조, 미래 재원부담의 크기, 우발성 채무, 공기업
경영상태를 포함한 종합적인 재정건전성 분석을 실시한다. 지방재정위
기관리위원회는 재정건전성 분석결과와 해당 지방정부의 재정건전화
의지 및 능력을 평가하여 재정위험 등급을 심의한다. 최종적으로 행정
안전부 장관은 위험수준이 심각할 때에는 재정위기단체로 지정하고 일
부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주의등급으로 지정한다. 이 과정은 <그
림 11>에 요약한다.

재정지표
모니터링

－ 재정수지
－ 지방채무
－ 세입결손
－ 자금현황

→
종합
분석

위기경보

－ 정상 ●
－ 주의 ●
－ 심각 ●

→
심층진단
(지방재정위기
관리위원회)

위험등급별
선제적 위기관리 대책

－ 주의: 세출․채무조정 등 자구노력
권고
－ 심각: 재정위기단체 지정, 중앙정부
차원의 재정건전화 조치

자료: 이상길(2012)

<그림 11> 지방재정위기경보 및 위기관리대책흐름도

주의등급 지방정부에 대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이 재정건전화계획 수
립을 권고하지만 그 세부내용의 수립은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결정한
다. 다만, 계획수립결과와 이행상황을 상위정부에 주기적으로 보고하
여야 하며 상위정부는 재정건전화 이행상태가 부진할 때 필요한 사항
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재정위험이 심각하여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되면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의 결정내용에 따라 재정건전화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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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립하여 상위정부의 승인을 받고 이를 지방의회에서 의결하여야
한다. 또한 그 이행상황을 상위정부와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주민들에
게 공개하여야 하며 상위정부는 재정건전화 이행상태가 부진할 때 필
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재정위기단체는 조속한 재정
건전화를 위하여 예산을 재정건전화계획에 입각하여 편성하여야 하며
지방채 발행, 일시 차입 및 일정규모 이상의 신규 사업 추진 등 재정운
영 자율권을 부분적으로 제한받을 수 있다. 더욱이 재정건전화계획 수
립 및 이행상태가 부진한 경우에는 재정위기관리위원회로부터 재정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지방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이 도입된 이후 지방재정의 채무수준
이 감소하는 등 재정건전성이 회복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앞
으로 제도의 운영결과와 유효성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비록 재정운영의 결산이 회계연도 단위로 이루어지지만 재정위기에 대
한 점검을 상시적으로 수행하여 위기를 사전에 인지함으로써 선제적인
조치가 가능하도록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특히 재정위기를 인지하고
재정위기단체로 선정하는 과정이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정치중립
적인 결정기구를 설립하여야 한다. 이는 지방채무의 발행에 대해 최종
적인 승인책임을 갖는 기구와 지방정부의 재정위기 판정 기구는 분리
되어야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개별 지방정부
가 스스로 재정위기를 판단할 수 있도록 재정분석기법을 확산하여 자
율적인 재정관리 역량을 제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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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추진 로드맵
1년차
지방세제의 개편

－ 지방소비세의 확대 개선
－ 편익원칙에 따른 지방소득세 개편
－ 재산세제의 재정비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편

－ 지방교부세 재정형평화 기능의 단순화
－ 국고보조금의 배분원칙 재확립
교육재정에 의한 재원규모 중립성 확보 방안

－ 지방교부세의 본세 통합
－ 교육재정을 통한 정부유형별 재원중립성 달성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편

－ 지방재정 사전경보시스템의 독립적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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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순환구조를 위한 공정거래 및
대기업 정책
한국경제연구원 김현종

1. 문제 제기(서론)
(1) 제도 선진화의 필요성: 경제력집중 억제 정책의 평가

□ 헌법 제119조 제2항의 ‘경제민주화’는 대규모 기업집단을 직접적으
로 제한하는 등 경제력집중을 억제하라는 뜻이 아니라 시장의 지
배와 경제력 남용을 방지하라는 의미로 해석

○ 경제력집중 억제규제는 공정한 경쟁 속에서 성장한 기업도 억제
하도록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헌법 제119조 제1항 “대한민국
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는 규정에 배치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함

□ 우리나라의 경제력 집중은 계열사가 성장하면서 대규모기업집단의
규모가 증가하는 일반집중(Overall Concentration)에 해당하는데, 이
는 산업을 독점화 시키는 시장집중(Market Concentration)과는 구별
되어야할 개념

○ 시장집중에 따른 경쟁저해행위로는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경
쟁제한적 기업결합,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 등이 있
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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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대한 규제는 시장기능을 제고하고 경쟁을 촉진한다는 측면
에서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규제

○ 외국의 경우 대기업의 규모 거대화 및 이에 따른 일반집중 문제
에 대해서 경쟁법제의 강화와 엄격한 집행으로 대처
(2) 제도선진화의 기본방향

□ 경쟁촉진을 위해 1) 공정거래법에서 경쟁법으로 전환하고, 2) 경쟁의
개념정립과 법정신을 재검토하며, 3) 시장경쟁의 촉진을 통한 집중문
제의 해소하도록 정책을 추진해야 함

□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해 1) 사전적 규제를 사후적 규제로 전환하
고, 2) 시장경쟁 촉진을 통한 기업지배구조상의 문제를 개선하는 방
향으로 정책을 추진

2. 현황과 문제점
(1) 경제력집중 규제의 현황과 문제점

□ 기업지배구조는 인위적 규제가 아닌 자본시장의 영향력 증대와 기
업에 대한 정부개입의 축소로 향상됨

○ 1970년대 중화학공업육성정책으로 기업집단이 사업다각화를 추
진하면서 출자구조가 확장되었으나, 외환위기 이후 수익성을 요
구하는 자본시장의 견제로 기업집단은 수익성을 고려한 사업 전
문화추세에 있음

○ 이러한 외환위기 이후의 변화는 기업집단에 대한 일률적 규제로
달성된 것이 아니며 자본시장의 견제와 정부간섭의 축소로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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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술한 바와 같이 기업집단과 관련된 지배구조문제와 경쟁기업간
문제는 회사법과 경쟁법을 통해 해소하는 것이 적절

○ 기업집단의 현행 소유출자구조를 문제시하고 이에 대해 일률적
인 규제를 적용하여 규제하려는 정책은 과거 실패한 경험을 갖
고 있음

－ 현재 폐지된 출자총액제한 규제는 투자를 억제시키는 영향 때
문에 도입이후 지속적인 논란이 제기됐고 대폭완화이후 폐지
됐음.

○ 지배주주는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 지분보다 더 많은 의무를 맡
고 있는데, 이러한 소유권을 넘는 책임을 무시할 경우 소유지배
괴리지표의 개념은 기업집단의 출자구조를 과도하게 단순화시키
는 오류를 범하는 것임

□ 한국의 지주회사제도는 외국과는 달리 요건이 엄격하여 전환비용이
높고 전환한 뒤에도 기업경영에 장애요소가 많으며, 금산분리의 원칙
으로 인해 이미 금산결합을 이루며 성장한 대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전환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 계열사 소유지분율 규정, 부채비율 요건, 금산분리 규제는 지주
회사의 전환을 억제하는 장애요인으로 작용

□ 상증세법상의 내부거래 과세제도는 일률적 규제로 효율적 거래도
제한하는 부작용을 갖고 있으며, 공정거래법상 내부거래규제는 부
당성판단의 합리성이 부족

○ 상증세법상의 내부거래 과세조항은 실현되지 않은 소득에 대한
과세이며 효율성을 무시한 일률적 사전 규제로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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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법상 내부거래 조항은 ‘현저성’을 중요판단 요건으로 적
용하고 있어 실효성있는 규제로서 작용하지 못하는 문제 노정
(2) 경쟁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1) 경쟁촉진보다 물가통제를 우선하는 정책 성향

□ 경쟁법 위반행위에 대한 철저한 사후적발과 처벌이 경쟁촉진을 위해
중요한 경쟁당국의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한정된 인력과 재원을 물가
관리에 배정하는 것은 본연의 업무를 무색하게 하는 정책

○ 경쟁법은 비효율을 유발하여 사회후생을 저하시키는 행위를 처
벌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경쟁당국의 물가관리기구
로서 역할은 부적절하기 때문에 제한되어야한다고 평가

2) 기업결합심사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 경쟁법 선진국의 기업결합 가이드라인 개정작업에 비해 국내 기업결
합 심사기준 및 공정거래법은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유용한 정보와 적절한 규율을 포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가. 모호한 시장획정 기준

○ 현재의 심사기준은 관련 시장획정 시 검토해야할 사항을 병렬식으
로 정리하고 있어 판단의 중심이 되어야할 SSNIP검정 혹은 가상적
독점자(Hypothetical Monopolist) 가설을 명문화하지 않고 있음

나. 법률요건에 따른 경쟁제한성 추정

○ 한국의 현행 경쟁법은 시장점유율과 해당시장에서의 기업 순위
로 경쟁제한성을 추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당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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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규정을 도외시하고 기업결합 사건의 실질적인 경쟁제한
성을 평가하는 것이 쉽지 않음
다. 실효성이 부족한 경쟁제한완화요인 규정

○ 미국 등 여타 국가의 가이드라인은 신규진입의 요건으로서 적시성
(Timeliness), 개연성(Likelihood) 및 충분성(Sufficiency)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방식이 현재 국내 심사기준의 방식보다 더 합리적

－ ‘용이성’과 ‘가능성’만을 규정한 국내 심사기준을 ‘적시성’, ‘개
연성’, ‘충분성’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변경시켜야할 필요
3) 부당 공동행위 규제의 문제점

가. 부당공동행위에 대한 이중 추정 규정

□ 공정거래법 제19조 제5항(합의가 이루어진 정황사실)은 위반요건의 내
용이나 그 판단방식이 법 제19조 제1항의 해석 및 적용 문제인 사실
상 추정의와 차별화되지 않고 있어 이중규제조항으로 작용
나. 카르텔 분석력 배양의 필요성

□ 카르텔 형성에 대한 증거가 불분명하고 개연성이 낮은 단계에서 기업
에 대한 회유도구로 남용될 수도 있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으며, 이러
한 경우 자진신고 감면제도에 의존하게 됨으로써 합리적이고 과학적
적발조사가 감소하게 되며 따라서 카르텔 규제의 목적 장치로서의
효과가 반감되어질 우려

○ 최근에는 경제 분석을 통한 위반행위 여부를 판단하려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으나, 여전히 경제학적 분석의 관점보다는 행정기관
의 시각에서 접근하려는 경향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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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불분명한 카르텔 규제목적

□ 담합규제는 산업합리화 목적, 불황카르텔, 공급과잉 혹은 생산능률․
국제경쟁력 저하 시 공동행위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가 경쟁억제 효과
보다 클 경우 적용제외로 허용

○ 카르텔 규제의 목적이 사회후생을 고려한 효율성에 있다면 현재와
같은 산업합리화나 불황카르텔과 같은 적용제외 법조항은 부적합

4)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의 문제점

가. 경쟁제한성과 괴리된 불공정거래행위규제

□ 불공정거래행위 금지규제 중 경쟁제한성을 규제하는 항목은 거래거
절, 차별적 취급, 경쟁사업자 배제, 구속조건부 거래 및 부당지원행위
에 불과

□ 이외에 부당한 고객유인, 거래강제, 거래상 지위의 남용, 사업활동 방
해 등은 모두 경쟁제한성을 규제하는 목적이 아닌 경쟁수단의 불공정
성 혹은 거래내용의 불공정성을 규제하기 위한 목적의 규제에 해당.

○ 이러한 규제들은 경쟁법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경쟁제한성 배
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문제

나. 경쟁촉진행위도 제한할 수 있는 부당고객 유인행위 규제

□ 불공정거래행위 사건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점유하는 부당고객 유인행
위의 경우 대부분의 사건유형이 신문매체의 무가지 제공이거나 혹은
제약사의 리베이트 행위

○ 리베이트에 대해 일률적으로 위법으로 제한할 경우 사회후생을
증진시키는 행위를 억제시킬 우려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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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사 리베이트 행위의 경우 기본적으로 비대칭 정보 상황에
서 의약품의 선택권이 의료진에게 주어져서 발생하는 문제인
데, 이를 규제할 경우 의약품시장에 대한 진입장벽으로 작용
할 수 있음

－ 신문시장 경품제공행위의 경쟁촉진적 효과를 분석결과로 제
시하고 있어 신문사의 경품류제공행위를 규제할 경우 오히려
경쟁을 제한할 수 있음

○ 경제적 이익 제공을 일률적으로 위법행위로 판단하기보다는 합
리의 원칙(Rule of Reason)에 따라 판단해야할 필요
다. 재판매가격유지에 대한 당연위법의 문제

□ 경제학적으로 제품의 명성을 유지하고 관련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소가격 유지행위가 필요한데, 한국에서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해 당연위법으로 처리하고 있음
(3) 기업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1) 실효성이 없는 사외이사 제도

□ 사외이사는 이사회 내 점유비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본연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 정보제공을 강
화하고 전문성 있는 사외이사를 모색하는 일이 보다 중요한 과제

○ 사외이사의 비율증대가 기업가치에 긍정적 효과를 갖는다는 분
석결과도 있지만, 기업성과의 향상과 무관하거나 오히려 감소시
킨다는 결과도 있어 일률적인 판단은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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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증권집단소송제도의 문제점

□ 현행 증권집단소송제도는 ① 피고에게 입증책임이 전가돼 있으며, ②
손해배상금 산정방식이 외국에 비해 피고에게 과중하게 부담하도록
규정됐고,

③ 경영상의 책임이 적은 관련자에게도 동일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연대책임의 문제를 갖고 있음
3) 회사기회 유용금지규정의 법리적 취약성과 모호성

□ 회사기회 유용의 법리는 장기간에 걸쳐 판례를 통해 형성된 개념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 판단규정이 없어 기업활동을
회사기회유용이라는 일반화된 개념 속에 포함하여 규제할 우려가 큼

○ 회사기회 유용금지규정의 이러한 불명확성이 기업투자 유치나
경영활동에 위축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3. 차기정부 정책과제
(1) 대규모 기업집단 규제의 개선과제

□ 정부는 시장규율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처하고 시장의
자율감시제도를 활성화하는 등 자율적 기능이 원활히 작동하도록 지
원함으로써 지배구조의 견제 역할을 수행

○ 기업 내부통제시스템이 견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증권집단
소송제도, 주식매수청구권, 적대적 M&A 위협 등 현존하는 제도
는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외부적 견제장치 기능을 수행

○ 전자공시제도의 도입, 분기보고서제도의 도입, 대규모 내부거래
의 이사회 의결 이후의 공시 등 공시제도가 강화되었으며, 결합
재무제표의 작성의무, 감사인선임위원회의 구성 등 외부감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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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 강화되어 있는 상황에 있어 이러한 제도를 통해 충분히 기
업지배구조가 개선될 수 있음
1) 지주회사제도에 대한 정책과제

□ 지주회사의 지배구조를 제약하는 계열사 소유지분율 규제 및 금융계
열사 소유금지 규제는 폐지하고 시장규율과 조세제도 등에 따라 자율
적으로 출자구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
2) 내부거래규제에 대한 정책과제

□ 상증세법상의 내부거래 과세제도를 재검토하고 공정거래법상 내부거
래규제를 통해 규율하는 방식으로 회귀되어야할 것임

○ 공정거래법상 내부거래에 대해 당연위법이 아니라 경쟁제한 여
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이른바 합리의 원칙을 견지
하도록 개정

(2) 경쟁법 개선과제
1) 기업결합심사제도의 개선과제

□ 기업결합제도는 ① 시장획정 기준을 명확화․유연화시키고, ② 경쟁
제한성 판단의 실효성을 제고하며, ③ 경쟁제한 완화요인 판단의 실
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

○ 경쟁법

선진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가상적 독점자(Hypothetical

Monopolist)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SSNIP검정을 관련시장의 정

의로 규정

○ 법률상 경쟁제한성 추정(공정거래법 제7조 제4항)을 삭제하고 경
쟁제한성 판단을 경쟁당국이 현대화된 심사기준에 맞게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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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현행 법률상 추정요건을 심사기준에 포
함시킬 수 있을 정도로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
2) 부당공동행위에 대한 정책과제

□ 카르텔 규제개선을 위해서는 ① 이중 추정규정을 폐지하고, ② 경제
분석 인력 증원을 통한 경쟁법의 실효성을 제고하며, ③ 카르텔 규제
목적의 정합성 확보하도록 정책 추진

○ 제19조 제5항의 삭제와 더불어 경쟁당국의 조사기능을 제고시켜
정황적 증거확보능력을 배양시키는 것이 합리적 정책

○ 경제전문가와 법률전문가의 증원과 분석력 제고를 통해 조사능
력을 증진

○ 부당공동행위 규제조항도 법률적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이고 분석적으로 개정
3)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정책과제

□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서 제8호에 규정된 모든 불공정거래
행위들이 합리의 원칙(Rule of Reason)을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는 본
규정을 법의 내용대로 충실하게 운영해야

○ 공동의 거래거절,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그리고 부당염매에 대해서
당연위법을 적용하고 있는 바, 법률의 위임사항을 정하는 시행령이
법률의 위임범위를 넘어 법체계상의 일관성을 훼손하고 있는 바, 원
래의 법 취지에 따라 합리성 원칙을 적용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

－ 신문업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유형 및

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27호)의 제3조(제공제한) 규정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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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매가격유지 대상상품의 지정규정(공정거래법 제29조 제2항
및 시행령 제44조) 폐지

(3) 회사법 개선과제
1) 사외이사제도의 개선방향

□ 사외이사의 비율을 1/2이상으로 규정하는 제도는 기업에 따라서는 성
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정관에 의한 자율적 결정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

○ 사외이사비율 규정을 폐지하는 대신, CEO 및 이사회 구성원과의
관계로부터 독립적인 사외이사의 선임을 할 수 있도록 제도의
방향을 개선할 필요

○ 사외이사 추천, 선임배경, 경력 등 정보에 대한 공시 강화
2) 증권집단소송제도의 개선방향

□ 증권집단소송제도는 ① 입증책임 관련 규정을 개선하고, ② 배상금액
산정방식을 개선하도록 개선

○ 증거개시제도(Disclosure)의 도입과 연계하여 구체적으로 유통시
장과 발행시장을 구별하기 위하여 자통법 제159조 및 제160조에
서 피고의 입증책임에 관한 제125조, 제126조의 준용규정을 삭제
하는 것이 바람직

○ 주식 취득․소유기간 동안에 발생한 다양한 사건들의 영향을 통
제하면서 불법행위로 인한 주식가격의 변화만을 산정하는 경제
통계학적 방식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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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사기회 유용금지규정에 대한 정책과제

□ 회사기회의 유용금지규정은 사업기회의 개념이 매우 추상적이어서
실무적으로 적용하기에 상당한 혼란을 초래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
에, 최선의 정책은 해당 규정을 삭제하고 기존 임원의 경업규정을 적
용하도록 하는 방안

○ 그러나 신설된 규정을 폐지하는 작업은 궁극적인 정책과제인데
비해 단기적으로 해결하기에는 현실성이 낮으므로 단기적인 보
완과제로서 회사기회의 유용금지규정 적용의 혼란을 막기 위해
회사의 사업기회에 대한 구체적 조항을 회사법 내에 규정하는
방안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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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 제기(서론)

(1) 제도 선진화의 필요성: 경제력집중 억제 정책의 평가
1) 헌법 조항의 해석 문제
‘경제력집중 억제 목적’의 근거로서 헌법 제119조 제2항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
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조항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헌법 제119조 제2항은 대규모 기업집단을 직접적으로 제한
하는 등 경제력집중을 억제하라는 뜻이 아니라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 남
용을 방지하라는 의미로 해석돼야한다. 중요한 사실은 공정거래법 제1조
에서 동 법의 목적이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기 위하여 과도한
경제력집중을 방지해야 하는데 있다는 점이다.1) 경제력집중 억제규제는
공정한 경쟁 속에서 성장한 기업도 억제하도록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헌법 제119조 제1항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
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는 규정에 배치될 수 있음을 유념
해야한다. 따라서 공정거래법상 입법목적으로서 ‘경제력집중 억제’는 부
적절한 규정에 해당한다.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은 경쟁을 저해시키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제
를 통해서 해소하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제도운영 방향으로 평가된다. 대
1) 공정거래법 제1조에서 “이 법은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
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
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目的으로 한다”라고
입법 목적이 정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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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기업집단의 성장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경쟁저해행위로는 시장지
배적 지위의 남용,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
행위 등이 있으며, 이에 대한 규제는 시장기능을 제고하고 경쟁을 촉진한
다는 측면에서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규제
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경제력의 집중은 경쟁의 결과로서 나타나는데, 이
러한 경제력집중을 억제할 경우 오히려 기업의 경제상 자유를 제약하고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2) 시장집중과 일반집중의 혼돈
우리나라의 경제력 집중은 계열사가 성장하면서 대규모기업집단의 규
모가 증가하는 일반집중(Overall Concentration)에 해당하는데, 이는 산업을
독점화 시키는 시장집중(Market Concentration)과는 구별되어야할 개념이
다. 일반집중이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는 기업집단의 계열사가 시
장집중된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남용하여 다른 시장에서 경쟁하는 계열사
에게 유리하도록 거래하려는 행위에서 비롯된다.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
용하거나 부당하게 계열사가 아닌 기업을 차별하여 거래하는 등의 행위
는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가 되며 당연히 경쟁법을 적용하여 철저하게 조
사하여 엄중하게 처벌해야할 대상이다. 그러나 기업집단의 계열사들이
시장지배력의 남용이나 불공정한 거래 등과 같이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없이 성장하여 기업집단의 규모가 증대되고 일반집중이 이루어졌다면 이
는 제재해야할 대상이 아니다. 외국의 경우 대기업의 규모 거대화 및 이
에 따른 일반집중 문제에 대해서 경쟁법제의 강화와 엄격한 집행으로 대
처하였다.2)

2) 신광식, 공정거래정책 혁신론, 나남출판, 2006, p.1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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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경제력 집중에서 나타날 수 있는 시장집중의 문제를 경쟁법적
으로 해소하려한 것이 아니라 기업집단을 직접 규제하는 방식으로 대응
하고 있다. 경제력 집중 억제를 목적으로 도입된 기업집단에 대한 직접적
규제는 계열사 시장지배력의 전이와 같은 시장집중의 문제를 해소하는
효과가 미미할 수밖에 없는 반면, 기업경영의 주요 사항을 결정하는데 제
약조건이 되어 부작용을 양산한다. 이상승(2006)은 대규모 기업집단의 사
업다각화는 시장경쟁을 촉진시키는데도 불구하고 출자총액제한 규제를
통해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신규 사업 진출을 억제하여 오히려 해
당산업의 경쟁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3) 기업의 예측 가능성 악화
기업집단에 대한 직접적 규제의 가장 원천적인 문제는 기업이 미래에
대해 예측하는 것을 현저히 어렵게 만든다는 점이다. 대규모 기업집단이
출자를 통해 기업을 설립할 경우 이러한 투자의 규제위반 여부가 시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면 기업은 경영전략을 수립하는데 주저할 수밖에 없
다.3) 또한 대기업집단에 대한 직접 규제는 동일하게 유지한 채 초기의
도입목적에서 벗어나 규제의 목적이 시대에 따라 변천되고 있어 기업집
단의 예측 가능성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4)

3) 출자총액제한은 1987년 도입할 당시 순자산의 40%까지 허용하였으나, 1994년
에 25%로 축소하였으며, 1998년 폐지시켰다가 1999년 재도입을 결정하였고,
2007년 40%로 변경됐고 적용대상도 큰 폭으로 완화됐다. 이후 출자총액제한은
2009년부터 폐지됐다.
4) 1986년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경제력집중 억제를 목적으로 출자규제가 도입
됐으나, 문민정부에서는 문어발식 다각화 억제, 국민정부에서는 기업구조 조
정, 참여정부에서는 지배구조개선의 수단으로서 출자규제의 목적이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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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도선진화의 기본방향
1) 경쟁 활성화 정책방향
가. 공정거래법에서 경쟁법으로 전환

현재의 공정거래법은 분배문제, 경제력집중의 억제와 같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이라는 목표가 경쟁촉진이라는 본래의 목적과 혼재되어
있으며 법이 지향하는 목표와 우선순위가 정연하지 않고 절제되어 있지
않다. 공정거래법이 지향하는 목표를 경쟁촉진으로 일원화하여 법이 목
표로 하는 바를 선명하게 제시하고 법의 집행력과 공정거래당국의 규제
권위를 강화해야할 필요가 있다.
나. 경쟁법이 추구해야할 목적

경쟁법은 시장의 경쟁을 촉진시키는데 목적이 있으며, 법위반행위에
대하여 단호하게 처벌함으로써 경쟁질서 유지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
다. 기업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시장지배력을 남용하거나 경쟁을 제한
하는 기업 간 결합을 통해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여 사회적 후생을
악화시키려할 경우 이를 억제하는 것이 경쟁법의 의무이다. 경쟁질서의
유지란 경쟁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을 보호하는 것이므로, 경쟁
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제가 공정거래법에 도입된다면 오히려 경쟁력 있
는 기업을 차별하는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한다.
다. 시장경쟁의 촉진을 통한 집중문제의 해소

경제력집중을 억제하기위해 도입한 현재의 규제로는 기업집단의 경쟁
제한행위를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경쟁력
있는 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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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고 일률적인 규제를 공정거래법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적절한 정책방
향이다. 경쟁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경쟁제한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정확히 이루어져야하며 이를 위해 법위반 여부를 분석하는데 합
리의 원칙을 적용하는 범위를 확대해야한다. 일률적인 기준으로 경쟁제
한성을 판단하지 말고 경쟁자의 배제, 연관시장과의 관계, 사회후생과 소
비자후생에 대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법위반 여부를 판단해
야 시장경쟁의 촉진이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2) 지배구조개선 정책방향
가. 사전적 규제에서 사후적 규제로 전환

대규모 기업집단에 대한 직접규제로 기업집단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려
는 정책은 기업의 효율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 계열사 간 출자에 대한 의

․

결권 제한과 같은 규제는 오히려 기업 내 외부의 견제시스템을 구축
(Crowding Out)하는 역효과가 있으며 기업의 전략변수에 악영향을 줄 우

려가 있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대주주 및 계열사 간 출자에 대한 규제는
배제하고 기업의 지배구조 견제시스템이 자율적으로 원활하게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외이사제도, 감
사위원회제도 등 기업 내부통제시스템이 견제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증권집단소송제도, 대규모
외부투자자의 의결권 허용 등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외부적 견제장치가
적절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지속함으로써 개선이 필
요한 부분을 모색해야한다.

나. 시장경쟁 촉진을 통한 기업지배구조 개선

도덕적 해이와 같은 대리인 문제는 시장의 경쟁압력이 높을수록 감소하

138

기 때문에 규제완화를 통해 시장의 경쟁을 촉진시키는 정책이 우선적으로
추진돼야 할 사항이다. 기업집단은 시장의 경쟁압력이 증대될수록 효율적
인 조직구조를 선택하게 되며 기업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스스로 줄이
려는 유인 증대한다. 규제완화를 통한 경쟁촉진 정책은 기업집단이 보유한
내부거래의 유인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대주주 소유지분 및 계열사 출자지
분에 대한 의결권 제한보다 효과적이다. 즉, 시장에 대한 진입규제, 가격규
제 및 금융관련규제는 시장의 경쟁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
에 기업집단으로서는 계열사 간 출자를 통해 여러 산업계열사들과 금융계
열사들을 보유함으로써 기업집단 내에 효율적인 내부금융시장과 인력시장
을 유지하고자하는 유인이 증대한다.

2

현황과 문제점

(1) 경제력집중 규제의 현황과 문제점
1) 출자구조의 발전과정과 회사법 영역 내 문제해소의 중요성
가. 사업다각화와 출자구조의 확장

기업집단이 급속한 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던 계기는 정부의 중화학
공업육성정책이었으며, 부족한 금융재원을 지원받기 위해 정책에 순응
하는 과정에서 기업집단은 확장성을 수익성보다 우선시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대규모 기업집단의 이러한 경영활동성향이 외환위기 이전
까지 계열사의 열악한 수익성으로 연결됐다. 1970년대 말부터 기업집
단에서는 지배주주의 소유지분보다 계열사의 소유지분이 더 높아지는

선순환구조를 위한 공정거래 및 대기업 정책

139

․

[제4권] 공공개혁 | 기업 시장제도

현상이 나타나고 있었는데, 이러한 현상은 기업집단의 규모별로 차이
가 있었다. 1970년대 5대그룹의 경우 지배주주의 지분보다 계열사 지
분이 더 높았으나, 6대 이하 30대 그룹에서는 계열사지분보다 지배주
주의 지분이 높았다.5) 이러한 현상은 1990년대에도 나타났다. 기업집
단의 규모별로 지배주주의 소유구조 및 계열사의 출자구조 간에 차이
가 나타나는 현상은 기업집단의 사업다각화와 관련이 있다. 신규 사업
에 진출하기 위해 출자여력이 있는 계열사가 지분을 소유하게 되므로
사업다각화가 진행될수록 계열사의 지분은 증가한다. 반면에 신규 사
업을 위해 새로운 계열사가 기업집단내로 편입되면 지배주주가 보유하
고 있던 소유지분은 상대적으로 감소하게 된다. 이러한 사실은 계열사
의 출자지분과 진출업종수간의 관계를 1970년대와 1990년대에 대해
횡단면적으로 살펴보면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30대
기업집단 간에도 사업다각화 여부에 따라 소유구조 및 출자구조 간에
차이가 나타났다. 5대그룹이 비교 기간 동안 사업다각화에 성공함으로
써 다양한 분야로 진출하게 되자, 기업집단의 사업다각화에 대해 “문
어발식 다각화”라고 폄하하는 성향이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1990년대
에는 기업집단에 대한 주요 공정거래정책이 “업종전문화”라는 목표에
맞추어졌다. 한편, 전술한 바와 같이 사업다각화를 위한 소유구조 및
출자구조의 동태적 변화는 소유권과 출자지분(지배권)간의 차이를 형
5) 1970년대를 살펴보면, 자산규모 순위로 5대 그룹의 경우 평균적인 지배주주(자
연인)의 소유지분율이 19.8%였으나, 6위 이하의 30대 그룹의 경우 지배주주의
평균 소유지분율이 29.3%로서 10%정도 더 높았다. 반면, 1970년대 계열사의 출
자지분은 5대그룹의 경우 평균치가 17.6%였으나, 6위 이하 30대 기업집단의 경
우 8.1%로 10%정도 더 낮았다. 이러한 현상은 1990년대에도 나타났는데, 5대그
룹의 경우 지배주주의 평균지분(6.9%)가 6위 이하 30대 그룹의 평균지분
(11.7%)보다 낮았다. 또한 1990년대 계열사의 출자지분의 경우에도 5대 그룹
계열사의 평균 출자지분(17.8%)이 6위 이하 그룹 평균치(13.7%)보다 높게 나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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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케 했는데, 외환위기 이후에는 이러한 괴리가 기업집단의 지배구조
상의 중요 문제로 부각되게 되었다.
나. 수익성 추구와 사업다각화․출자구조의 특성변화

한국 대규모 기업집단의 상장 계열사는 영업수익률 측면에서 외환위
기이전에 비대규모 기업집단 계열사에 비해 낮았던 것이 사실이지만
외환위기를 전후로 하여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대기업집단 상장계열사의 자산대비 영업이익률이 평균적으로 약 6%정
도의 수익률을 유지하고 있는데 비해 비대규모 기업집단의 영업이익률
은 외한위기 이전 8%이상이었으나 위기이후 6%미만으로 감소했다. 이
러한 비교를 통해 대규모 기업집단의 계열사가 외환위기를 전후하여
영업이익률에 큰 변화가 나타난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즉, 본연의
사업에서는 수익률이 유지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반면에 외환위기
이후 큰 변화를 나타낸 것은 경상이익률이다. 외환위기를 전후로 영업
이익률은 유지됐으나, 외환위기 이전에 상대적으로 낮았던 대규모 기
업집단의 경상수익률이 외환위기 이후 급속히 증가한 원인은 외환위기
이후 금융시장이 재원배분을 시장기능에 따라 수행하게 됐음을 의미한
다. 이로써 외환위기 이후 기업집단 계열사들이 본연의 사업영역뿐 아
니라 출자에 따른 수익성을 고려하게 됐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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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그림 1> 상장기업 자산대비 영업이익률 추이 비교

(단위: %)

<그림 2> 상장기업 자산대비 경상이익률 추이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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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위기 이후의 이러한 변화는 사업다각화와 출자구조에도 영향을 주
었다. 2000년도와 비교하여 한국의 2010년 현재 30대 기업집단의 계열사
수와 영위업종 수가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2010년 현재 업종전문화 지

․

표가 2000년대에 비해 더 높아졌다. 장지상 이근기(2011)는 대기업집단
의 특화율(총매출액대비 1대, 3대 업종 매출액의 점유비중) 추이가 2000년대
중반까지 급상승하여 60%에 이르렀으며, 2000년대 후반에도 여전히 유지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엔트로피 지수로 계산한 결과에서
도6) 평균 총다각화 지수는 2000년대 후반에 4대 그룹 및 20대 그룹의 경
우 모두 2000년대 전반과 사이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계열사 및 영위업종 수의 증가가 비관련부문으로의 다각화가 아님
을 시사한다. 한편으로 경제력집중 지표도 2000년대 들어 대규모기업집
단의 일반집중이 심각해지지 않았음을 알려주고 있으며, 출자총액제한
규제폐지로 해당 기업집단의 경제력집중이 특별히 심화된 것이 아니라는

․

사실을 제시하고 있다. 장지상 이근기(2011)는 2000년과 2010년의 매출
액을 비교한 결과, 비금융업종의 경우 4대그룹, 20대그룹, 출총제 규제그
룹의 경우 모두 2000년에 비해 2010년 비중이 모두 감소한 한편, 제조업
의 경우 4대그룹(25.8%
그룹(27.9%

→ 31.0%), 20대그룹(37.6% → 39.9%), 출총제 규제

→ 33.5%)로 소폭으로만 상승했다고 설명했다.7)

다. 자본시장의 역할과 정부개입 축소의 중요성

과거 기업집단이 수익성을 도외시하거나 소액주주를 무시해서 주주간

6) 엔트로피 지수 값은 1개 업종에 전문화되어 있을수록 0에 가까우며 진출업종
의 다각화가 진전될수록 지수의 값이 커짐. K개 업종에 진출하여 매출액이 균
등할 경우 지수 값은 ln(K)가 됨
7) 이는 출총제 폐지이후 출총제 규제그룹의 경제력집중이 특별히 심화됐다는 주
장이 설득력 없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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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을 유발했던 것이 아니라 기업집단 성장에 있어서 수익성추구, 외부
투자자중심의 경영전략이 덜 중요한 요인이었기 때문으로 이해해야한다.
외환위기 이후 자본시장의 영향력과 역할 증대에 따라 지배주주의 관심
이 증가했으며, 이에 따라 우수한 성과를 제출하고 주주 간 갈등문제에
관심을 갖게 됐다. 전술한 바와 같이 자본시장의 위상제고가 대기업집단
의 사업다각화를 전문화된 분야로 집중하도록 유도했으며, 계열사에 대
한 출자의 수익성을 고려하도록 만들었다. 그리고 기업지배구조에서 이
해관계자의 이익을 모두 고려하도록 하였던 정부개입성향이 감소됨으로
써 대기업집단 내에 주주가치극대화를 기업지배구조상 중요한 가치로 수
용할 수 있는 여지가 마련됐다. 이러한 변화는 인위적인 정부정책이었던
출자총액제한이나 지주회사제한에 의해 초래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
해야한다. 정부개입성향의 감소와 기업집단 지배구조에 대한 자본시장의
견제력 증대가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있어서 보다 효율적인 제도였다고
평가되는 부분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대규모 기업집단에 대한 정책은 일
률적인 사전규제가 아니라 회사법과 경쟁법을 통한 해결이 최선의 정책
이라고 판단된다.
2) 일률적 대기업집단 규제의 문제점
전술한 바와 같이 기업집단과 관련된 지배구조문제와 경쟁기업 간 문
제는 회사법과 경쟁법을 통해 해소하는 것이 적절하다. 기업집단의 현행
소유출자구조를 문제시하고 이에 대해 일률적인 규제를 적용하여 규제하
려는 정책은 소유출자구조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출발한 것이며, 이러한
정책은 과거 실패한 경험을 갖고 있다. 현재 폐지된 출자총액제한 규제는
투자를 억제시키는 영향 때문에 도입이후 지속적인 논란이 되어 왔었다.
당시 출자총액제한제도가 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연구결과에 따라 상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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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나타나고 있었다. 기업집단의 계열사 간 출자와 계열사의 실물투자는
관련이 없다는 주장에 따라 출자총액제한제도가 실시되어도 기업의 실물
투자는 위축되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고 출자총액제한 제도를 지속하였으

․

나,8) 김현종 이인권(2005)은 계열사의 출자와 피출자 계열사의 실물투자
간에 정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하면서 출자총액제한제도로 인하여 기
업의 실물투자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여러 논의를

․

통해 출자총액제한 규제의 사전적 일률적 규제의 특성상 투자를 위축시
킬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는 점이 확인됐으며, 이러한 이유로 출자총액제
한규제는 참여정부말기에 대폭 완화된 바 있으며, 이명박 정부 초기에 완
전 폐지된 것이다.
지배주주의 현금흐름권과 의결권 차이를 지배주주-소액주주 간 대리
인 문제의 척도로 보고 이 지표를 잣대로 규제를 적용하는 정책은 일률
적인 판단에 따른 부적절한 정책이다. 규제 찬성론자는 지배주주는 지분
이 낮은 계열사의 이익을 지분이 높은 계열사로 부당하게 이전시키려는
유인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유인(터널링)으로 말미암아 소유지배괴리도
가 높은 기업의 성과는 낮다고 주장하지만, 이미 1980년대에 Demsetz가
연구한 바와 같이 기업의 소유구조는 기업의 성과 및 여러 요인들과 내
생적으로 결정되는 것으로서, 단순히 소유구조가 기업의 성과에만 영향
을 주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성과도 소유구조에 영향을 주는 내생변수인
것이다. 대규모 주식소유의 유형은 기업, 기관, 가족 및 정부 등 여러 형
태이며, 각각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도 다양하다. Claessens, Djankov,
Fand & Lang (2000)은 동남아 9개국을 대상으로 실증분석한 결과, 기업의

8) 이건범(2003)은 1998년부터 2003년까지의 자료를 이용하여 출자와 투자 간
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히면서
이는 출자를 제한하여도 투자에는 영향이 없다고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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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지분은 경영성과에 음( )의 영향을 준 반면에 정부의 소유지분은 양

＋

( )의 효과를 발휘하였다고 발표하기도 했고, Lemmon & Lins(2003)는 의

결권승수가 증가할수록 누적주식수익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밝
힌 바 있다. 그러나 Mitton(2002)은 의결권승수가 누적주식수익률에 영향
을 주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한국 기업집단 연구의 경우 외환위기 이전의
대규모 기업집단을 대상으로 분석한 Joh(2003)는 소유지배괴리지표가 증
가하면 기업집단 계열사의 성과가 악화됐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외환위

․

․

기 이후의 기업집단 계열사를 분석한 강원 신현한 장진호(2005) 및 김
현종(2006)은 그러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지배주주는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 지분보다 더 많은 의무를 맡고 있는
데, 이러한 소유권을 넘는 책임을 무시할 경우 소유지배괴리지표의 개념
은 기업집단의 출자구조를 과도하게 단순화한 것이 된다. 지배주주는 기
업집단의 실질적인 책임자로서 계열사가 주인 없이 방만하게 운영되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을 해주며, 보유하고 있는 지분은 적지만 기업의 문제
가 발생할 경우 사재출현 등과 같은 방식으로 소액주주보다 더 많은 책
임을 수행한다.9) 지배주주는 실제 지분보다 더 많은 책임을 맡고 있으며,
한편으로 소액주주 보다 경영자에 대하여 더 많은 감시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 정부가 지배하는 공기업의 경우에도 정부는 적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만 높은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10) 기업집단의 출자구조는 단순히
9)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시에도 지배주주가 사유재산을 담보(입보)로 대출하
는 경우도 발생한다.
10) 정부는 한국전력공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전력공사는 한국가스공
사에 출자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전력공사에 비하여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정
부의 소유지배괴리지표는 높지만, 정부가 이러한 출자구조를 통해 한국가스
공사 소액주주의 이익을 한국전력공사로 이전시키고 있다고 주장하기는 어렵
다.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 소유지분과 간접지분과의 차이를 살
펴보면 격차가 증대되는 경향이 나타나지만, 이러한 격차는 정부가 적은 지분
으로 막대한 영향력을 의도적으로 행사하기 위해 출자구조를 조정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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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주주-소액주주 간 대리인 문제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
본시장, 노동시장, 상품시장 등 여러 요인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주어 결
정된다는 점을 유념해야한다.11)
3) 지주회사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지주회사제도는 경제력집중을 이유로 1987년 이후 금지되었다가 1999
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개정을 계기로
허용되었으며 금융지주회사제도도 2000년에 도입됐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주회사를 허용하면서 외국과는 달리 지주회사의 요건을 아주 엄격하게
규정하였기 때문에 지주회사로의 전환비용이 높고 전환한 뒤에도 기업경
영에 장애요소가 많은 실정이다. 특히 지주회사제도에 도입된 금산분리
의 원칙으로 인해 이미 금산결합을 이루며 성장한 대기업집단의 지주회
사 전환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드는 결과가 초래된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규제개혁 차원에서 금산분리 완화가 추진되면서 2009년 7월 금융
지주회사법 개정(2009년 12월부터 시행)으로 비은행지주회사의 경우 비금
융자회사의 소유가 가능해졌고, 이로써 은행지주회사의 경우 산업자본에

볼 수 없다.
11) 기업의 규모가 성장하면서 사업부문의 독립이 필요하게 되며 따라서 분사시
켜 자회사로 만들 필요가 발생하는데, 기업규모의 거대화로 사업부의 통제비
용이 높아져서 분사시키기도 하며 사업부의 자립성을 확보하고 성적이 부진
한 사업부의 처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사업부문을 별도의 자회사로 분사
하려한다. 한국 등 경직적인 노동시장구조를 갖고 있는 국가에서는 해고가 용
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분사화 혹은 자회사를
통한 사업진출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모회사가 자회사에 100% 출자하면 두
회사는 외형상으로만 분리되어 있을 뿐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기업과 같기 때
문에 분사화의 효과를 거두기 어려우나, 모회사가 자회사의 일부 지분만을 보
유할 경우 모회사와 자회사는 각각 다른 주주에 의해 일부 소유되어 있기 때
문에 비록 출자관계가 있다고 하여도 서로 경쟁력 있는 다른 기업과 거래할
수 있는 효율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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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은행소유한도가 확대됐다. 금융지주회사제도에서의 금산분리 완화
와 동일한 맥락으로 일반지주회사제도에서의 금산분리 완화를 공정거래
법 개정을 통해 추진 중이나 계류 중인 현재 법안은 정치적 논의로 인해
통과되지 못한 채 폐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계류 중인 공정거래법 개정안
에서의 규제완화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주회사제도는 여전히 외국에 비해
규제가 강한 편이어서 지주회사로의 전환비용이 높은 상태에 있음을 유
념해야 한다.
가. 계열사 소유지분율 규제

현행 제도에서는 지주회사의 계열사에 대한 지분이 증가할수록 지배주
주의 지배권 남용 가능성이 감소하며 배당도 증가하여 주주이익이 증대
될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계열사 소유지분율에 대한 하한선을 규정하고
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가 자회사에 대해, 자회사가 손자회사
에 대해 주식지분을 40%(상장법인의 경우, 국외상장법인의 경우, 공동출자법
인의 경우 및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경우는 20%) 미만으로 소유하는 행위

․

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손자회사는 금융사 보험사를 제외한 회사의 주
식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예외적으로 증손자회사의 소유가
허용되며, 증손자회사의 다른 국내 계열사 소유행위는 금지되고 있다.

․

2011년 9월 30일 현재 자회사 손자회사에 대한 평균 지분율은 각각
72.7%와 76.3%로 규제기준을 상회하고 있다. 특히 자회사에 대한 일반지
주회사의 평균 지분율은 상장회사의 경우 40.8%, 비상장회사의 경우
81.5%이며, 손자회사에 대한 자회사의 평균 지분율은 상장회사의 경우

․

평균 43.8%, 비상장회사의 경우 80.8%이다. 즉, 자회사 손자회사에 대한

․

지주회사 자회사의 평균 소유지분율은 하한 규제기준의 2배정도를 상회
하고 있다. 그러나 지분율이 규제기준에 미달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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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을 부과 받은 사례가 발생한 바 있다. 2006년 농심홀딩스의 자회사
인 농심과 율촌화학은 메가마트에 대한 지분율 규제로 인해 공정거래위
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았으며, 이후 메가마트 지분을 매각해야했
다.12) 또한 2005년 지주회사인 풀무원은 비상장자회사인 (주)푸드머스의
지분율을 19.94%만 보유하고 있어 규제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 받은 바
있다.13)
상장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20% 이상 및 비상장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40% 이상이라는 지분보유 요건을 충족시키도록 규정한 규제는 현행의 기
업집단 체제에서 지주회사로 전환하려는 유인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
용하고 있다. 전술한 바와 지분율 보유 규제에 미달하여 과징금을 부과
받은 사례가 나타나는 등 지분율 규제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14) 기
존 지분율이 규제기준에 미달할 경우 추가로 지분율을 매입해야 하므로
기존 계열사를 매각하여 추가적인 자금을 마련해야 하는 등 전환비용 증
가 효과 유발한다.
손자회사 및 증손자회사에 대한 소유 규제는 소액주주의 이익을 보호
하는 차원을 넘어 지주회사의 확장을 인위적으로 제약하는 전형적인 사
전규제에 해당한다. 손자회사에게 100% 지분을 보유하는 경우에 한하여
증손자회사에 대한 출자를 허용하거나 증손자회사의 계열사 보유를 전면
금지하는 규제는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행위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15)
12)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2006-096호 및 의결 제2006-171호 참조
13) 2005년 풀무원은 비상장회사의 지분율 규제(당시 50%, 2007년 이후 40%)를 충족
시키지 못하였기에 시정조치를 부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2005-126
호 참조
14) 전국경제인연합회(2009)는 2009년 3월 국내 55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에 대
해 조사한 결과, 응답한 지주회사의 48.8%가 타계열회사에 대한 출자제한을
기업활동에 가장 부담이 되는 규제로 지목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전국경제인
연합회, 현행지주회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2009, p.11 참조
15) 전술한 바와 같이 2010년 9월 30일 현재 지주회사 자회사가 자회사 및 손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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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회사 및 증손자회사의 출자행위로 인해 소액주주의 이익침해가 우려
된다면 이 또한 시장기능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사전적으로 금지
해야 하는 것은 부적절한 판단이다.
따라서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 및 운영부담을 감소시키면서도 기업가
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시장기능에 따라 계열사에 대한 소유

․

지분율을 스스로 결정하도록 허용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자회사 손자회
사에 대한 평균 보유 지분율이 규제기준을 크게 상회하는 것은 규제로
인한 효과보다는 시장기능의 작용 등 기업 스스로 선택한 결과에 해당한
다. 외환위기 이후 적대적 M&A의 허용으로 상장회사에 대한 보유 지분
율이 현저히 낮을 경우 외부로부터의 공격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시
장평가에 따라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유지분율을 선택할
것이다. 또한 소액주주 이익침해가 우려될 경우 증권집단소송의 대상이
될 확률도 높아지는 등 불리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어 외부주주 지분율
을 감소시키기 위해 지주회사, 자회사 및 손자회사 스스로 자회사, 손자
회사 및 증손자회사에 대한 지분율을 상승시킬 유인이 존재한다. 한편,
현행 법인세법은 일반지주회사 및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배당금에 대해
서 법인세과세 상의 특례조항을 두고 있는데(법인세법 제18조의2), 배당
에 대한 이중과세 면제혜택을 부여받기 위해 지주회사가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을 증가시킬 유인을 부여하고 있다.16) 지주회사의 경우 높은 소유
지분을 통해 법인세법상 익금불산입의 혜택을 얻기 때문에 전술한 바와
같이 자회사 및 손자회사에 대한 소유지분율을 하한선의 2배 이상 보유

회사에 대해 소유하고 있는 평균 지분율은 상장사의 경우 40% 정도, 비상장사
의 경우 80% 정도인데, 손자회사가 되는 피출자 계열사의 지분을 100% 보유
해야 한다는 규제는 실행하기 곤란한 규제이다.
16) 비상장자회사에 대한 출자지분율이 80%(상장회사의 경우 40%)를 초과하면 자
회사의 배당금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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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유인이 큰 것이다.
나. 금융계열사 소유금지에 대한 평가 및 과제

현행 제도는 일반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 외의 지주회사)가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금융지주회사법에서는 금융지주회사가 제조업 자회사를 소유할 수 있도
록 허용하고 있는 반면, 현행 공정거래법은 금융지주회사의 경우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 외의 국내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 일반지주회사의 금융계열사 소유를 금지함으로써 지주회사
로 전환을 시도하는 기업집단은 금융기관을 매각해야 하며, 지주회사는
민영화되는 금융기관 인수 경쟁에서도 배제된다. 이와 같이 지주회사로
전환하기 위해 금융기관을 강제매각해야 한다면 지주회사로의 전환유인
이 감소할 수 있다. 금융산업과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효과를 창출하고자
하는 지주회사에는 차별적인 규제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지주회사 형태
를 취하고 있는 외국 기업도 금융기관을 보유하고 있어, 지주회사의 금융
계열사 소유제한은 글로벌 스탠더드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 외국 대기업의 금융업 영위 현황
그룹명

주요 금융회사

사업 내용

GE

GE Capital

리스, 보험, 소비자 금융, 신용카드, 자산관리

FORD

Ford Credit

자동차 금융, 보험, 리스, 렌탈

SONY

Sony Life Insurance,
Sony Bank

생명보험, 인터넷은행, 리스, 투자신탁, 모기지론

BOEING Boeing Capital Corporation

자산담보대출, 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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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내부거래규제의 문제점
가. 내부거래에 대한 규제

․

계열사 간 상품 용역거래를 ‘일감몰아주기’로 명칭하면서 비판하는
주장은 크게 경쟁법적 관점과 기업지배 구조적 관점으로 분류된다. 경쟁
법적 관점에서 계열사 간 거래가 형성됨으로써 계열사와 경쟁관계에 있
는(더 경쟁력있는) 기업은 거래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공정한 경쟁기회를
상실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공정거래법에서는 계열사 간 거래를 통한
경쟁자에 대한 부당한 배제를 억제시키기 위해 해당행위를 불공정거래
행위로서 위법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

․

7호는 “부당하게 특수 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 대여

․ ․

․

․ ․ ․

금 인력 부동산 유가증권 상품 용역 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
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특수 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경쟁법상의 이러한 규정은 모든 계열사 간
거래를 일률적으로 금지시키는 것은 아니며 사안에 따라 검토하여 위법
성을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조건의 현저한 차이 등 특정요건
을 중시하여 위법성을 판단하는 경향이 크다는 점이 특징이다.
기업지배 구조적 관점에서는 지배주주 가족이 지분이 없거나 적은
계열사가 지배주주 가족의 지분이 높은 계열사에게 현저하게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특히 구매)해줌으로써 지배주주 가족의 지분이 낮은 계
열사의 몫이 높은 계열사로 이전된다고 비판한다. 구매해주는 계열사
의 주주 이익이 판매하는 계열사의 주주에게 이전된다고 비판을 제기
하고 있다. 이러한 비판에 따라 2011년 12월 31일 정부는 상속증여세
를 개정하여 특수 관계 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을 증여로 의제하는
제45조의 3을 신설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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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합리성이 결여된 내부거래규제

기업집단은 기업 간 거래를 위해 소요되는 정보비용 등 거래비용을
줄이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단계까지 기업집단 내 계열사관계를 형성
한다.17) 외부 아웃소싱 거래에서부터 발생하는 거래조건의 다양성을
관리하고 환경변화에 따른 불안정성을 해소하는 목적으로 기업집단의
계열화가 진행되는 것이다. 거래비용이 결합관계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높을 경우 지속적으로 기업집단으로 통합되는 단계가 지속되며 추가적
인 결합비용의 증가와 추가적인 효율성 증가가 동일해지는 수준에 이
르러 기업집단의 수직결합은 중단된다.18) 계열사 간 거래는 증여목적
의 유무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며 거래를 통한 시너지 창출에 있
으며 이러한 효율성을 목적으로 기업집단이 형성된다. 계열사 간 거래

① 거래정지(Hold-Up)의 예방, ② 생산-디자인 협조 , ③
정보유출의 방지 , ④ 예측성 향상과 장기적 거래관계 확보 등에 있
19)

의 목적은

20)

으며, 이러한 효과가 클수록 거래비율이 증가된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지배주주가 없어 사익추구의 문제가 없는 민간기업 집단에서도 계열사
간 거래는 발생하는 것이다.21)
17) 관련 논의에 대한 구체적 설명은 김현종(2011) 참조
18) 기업집단의 계열화를 통해 획득되는 효율성은 결합과정이 증가할수록 체감되
는 반면, 계열화에 소요되는 결합비용은 결합과정이 증가할수록 체증하며 한
계효율성과 한계비용이 동일해지는 수준에서 기업집단의 계열화가 균형으로
결정
19) 박승록 (2001)은 계열기업간 매입과 매출은 실증분석을 통해 개별기업의 생산
기술적 효율성의 증대에 기여해 왔다고 밝혔다. 기업집단 외부시장에 의존하
는 것보다 계열기업내에서 중간재를 조달하는 것이 보다 계열사의 기술적 생
산 효율성을 증대시키는데 기여했다고 강조하면서 계열사 간 거래를 통해 거
래비용을 감소시킨다는 가설의 타당성을 입증시켰다고 지적했다.
20) 신기술개발, 신규시장진출 등을 추진함에 있어서 최저가격으로의 거래보다 거
래의 비밀유지가 중요한 사항이 클수록 기업집단 계열사 간 거래가 활성화되
며, 이를 통해 외부 경쟁기업로의 정보유출의 가능성을 감소시킬 수 있음
21) 계열사 간 거래가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기능이 있어 포스코그룹이나 KT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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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공정거래법상의 부당지원행위규제는 독립기업의 거래배제 효
과, 가격차별의 가능성 등 내부거래의 독점화에만 주목할 뿐, 내부거래
의 효율적 측면에 대해서는 간과한다는 문제를 갖고 있다. 내부거래의
반경쟁적 효과는 입증된 사례가 거의 없으며, 선진국에서도 내부거래
를 규제하는 독점규제 판례는 찾기가 어렵다. 계약의 내부화에 따르는
효율증진 등 내부거래 자체가 가지는 효과를 감안한다면 정부가 경쟁
제한이나 불공정행위의 가능성을 들어 내부거래를 규제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수준의 반경쟁성이나 불공정성의 존재를 입증해야 한다. 계열
기업과의 계약에서 오는 계약의 안정성, 거래의 비밀보호 등 여러 가지
편익을 감안한다면 어느 정도의 가격 차이를 소위 지원성 내부거래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기술적으로 어려운 문제이다. 계열기업과의 거래계
약에는 계약 불이행이나 갑작스러운 거래 거절과 같은 기회주의적 행
동이 없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가격 프리미엄이 반영되는 것은 합리
적일 수도 있다. 선진국에서는 부당한 자금거래나, 내부거래를 통한 대
주주 및 경영진의 부당한 사익추구 행위는 회사법(Corporate Laws)에서
규제하고 있으며, 경쟁제한성과 무관한 경우 공정거래법에서 관할하지
않는다. 공정위의 내부거래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처벌은 기본적으로
계열 내부거래의 장점, 거래비용의 절감 등 효율성을 고려하지 않겠다
는 방침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재벌의 계열관계 자체를 부정하는
것으로 재벌이 가지는 고유한 특성이나 효율성마저 부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내부거래나 계열구조 자체가 시장의 내부화에 기
인한 것이므로 무리하게 내부거래를 없애려는 정책은 경영 효율성을

도 해당부문 계열사를 포함하고 있다. 포스코그룹은 시스템통합(SI) 계열사로
포스코ICT를 보유하고 있으며, MRO 계열사로 엔투비를 두고 있다. KT그룹은
KT커머스의 MRO사업부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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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손상할 수도 있다.

(2) 경쟁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경쟁법의 주요 규제대상은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경쟁제한적 기업결
합, 부당공동행위,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
다. 외환위기 이후 위반유형별 사건처리 실적을 보면 역대정부의 공정
거래 정책의 특성을 살펴볼 수 있다(아래의 표 참조). 참여정부시기에는
경제력집중억제와 기업결합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었던 반면, 이명박
정부에서는 경제력집중억제와 기업결합 규제적용은 완화됐지만 담합규
제의 적용이 강화됐음을 알 수 있다. 위반사건 중 실질적으로 경쟁제한
적 기업결합 사건의 수를 비교해보면,22) 국민의 정부(1998-2002년)
기간 동안 연평균 2.4건(총12건), 참여정부(2003-2007년) 기간 동안
연평균 4.8건(총24건), 이명박 정부(2008-2011년) 기간 동안 연평균
2.5건(총10건)였다. 이를 통해 참여정부에 비해 현 정부에서의 경쟁제
한적 기업결합 사건 수는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23)

22) 기업결합 사건의 경우 신고규정 위반행위가 위반유형의 90%를 넘기 때문에
신고규정위반행위를 제외한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사건 수를 실질적인 경쟁법
위반행위 사건으로 평가한다.
23) 이명박 정부의 경우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사건 수는 2008년에 4건, 2009년
에 3건, 2010년에 2건 및 2011년에 1건으로서 점차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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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공정거래법 위반유형별 사건처리 실적

(단위: 건)

연도

시장
지배적
지위남용

기업
1)
결합

경제력
집중

공동행위

사업자
단체

불공정
2)
거래행위

합계

1998~2002

41
(1.0%)

209
(5.0%)

171
(4.1%)

444
(10.7%)

675
(16.3%)

2602
(62.8%)

4142

2002~2007

75
(1.4%)

223
(4.2%)

366
(6.8%)

422
(7.9%)

491
(9.1%)

3792
(70.6%)

5369

2008~2011

87
(1.8%)

101
(2.1%)

278
(5.8%)

501
(10.4%)

570
(11.8%)

3288
(68.1%)

4825

합계

203
(1.4%)

533
(3.7%)

815
(5.7%)

1367
(9.5%)

1736
(12.1%)

9682
(67.5%)

14336

주: 1. 기업결합 신고위반 건수 포함
2. 국제계약 및 재판매가격유지, 1998년까지의 부당 표시 광고 건수 포함.
3. 괄호안은 구성비
자료: 공정거래위원회(2012), “2011년도 통계연보” p.26의 <표1-1> 편집하여 인용

․

반면,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면서 부당공동행위에 대한 사건처리 실
적이 상대적으로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담합의 전형적 형태인 가격
의 공동결정 유지(Price Fixing) 사건의 경우 국민의 정부(1998-2002년)
기간 동안 연평균 32.4건(총162건), 참여정부(2003-2007년) 기간 동안 연
평균 30.4건(총152건), 이명박 정부(2008-2011년) 기간 동안 연평균 54건
(총216건)이었다.24) 이를 통해 현 정부기간 동안 기업결합 사건의 적발

이 감소된 반면, 부당공동행위 규제가 강화됐음을 알 수 있다. 경쟁법
사건 수의 증감을 해당 정부의 경쟁정책 의지의 지표로서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해당 정부가 갖고 있는 특성을 개략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
준은 될 수 있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국내에서 기업결합의 경쟁제한

24) 가격의 공동결정유지 사건에는 2007년부터 적용된 입찰담합도 포함되어 계산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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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판단하는 분석방법이 지속적으로 발전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 들어서 기업결합 사건은 오히려 감소했던 반면, 현 정부 들어 담합
적발능력이 특별히 더 증가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담합사건 수가
급격히 증가했다는 특징을 갖는다. 차기정부에서는 경쟁제한적 기업결
합이나 부당공동행위에 대한 적발과 시정조치에 있어서 보다 균형있는
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다. 이하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법 운영과
관련된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1) 물가통제기구로서의 기능축소 필요성
경쟁당국인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법 위반행위에 대한 적발과 처벌
강화를 통해 경쟁을 촉진하기 보다는 물가감시당국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전술한 바와 같이 현 정
부 들어서면서 공동가격의 유지 사건이 증가한 요인에는 경쟁당국이
서민물가의 안정을 목적으로 카르텔 조사를 실시한데 따른 부분도 적
지 않다. 2009년 이후 경쟁당국이 과징금을 부과한 카르텔 대상 분야
는 명절선물세트, 침대, 의료폐기물, 신용평가, 청량음료, 수입복지, 소
방설비 입찰, 주류도매, 시내통신 등 다양하며, 심지어 고시학원에 대
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하였고, 대학등록금도 부당공동행위의 조사대상
이 되었다. 이와 같이 전방위에 걸친 카르텔 조사 및 과징금 부과가 경
쟁담당기관으로서의 역할수행이라고도 볼 수 있으나, 카르텔조사가 중
요한 사건에 집중하지 못하고 국민경제상 중요성이 약한 분야로 분산
되어 있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게 하고 있다.25)

․

25) 카르텔 처리사건 중 치약 명절선물세트는 과징금 규모가 총 19억 원이고 안
동지역 주류도매의 경우 과징금 총액이 1억600만 원 정도였다. 행시/외시/사시
대비 고시학원의 공동가격인상 사건의 경우 과징금 규모가 총 1,500만 원에
머무는 정도이다. 특히 새학기 철만 되면 교복가격 감시에 나서거나 정치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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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011년에 발표된 물가종합대책에서 시장감시방식
을 위반행위에 대한 사후적 대응에서 사전대응으로 전환했는데,26) 이는
가격인상 분위기를 억제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

경쟁당국은 각종 가격동향자료, 통계청 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의 자료
등을 활용하여 103개 품목별(주요 생필품 외 국제가격보다 높은 품목, 서민

․

밀접 품목 등) 개별동향을 을 주 단위 또는 수시 점검한다고 밝혔다. 특

히 밀가루, 음료(두유 등), 과자, 김치, 두부, 치즈 등 가격이 인상되었거나
인상우려가 있는 가공식품 등 서민밀접품목을 집중 감시대상으로 선정
하여 점검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경쟁촉진기구보다는 물가관리기
구와 유사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경쟁법 위반행위에 대한 철저한 사후
적발과 처벌이 경쟁촉진을 위해 중요한 경쟁당국의 업무임에도 불구하
고 한정된 인력과 재원을 물가관리에 배정하는 것은 본연의 업무를 무색
하게 하는 정책이다. 경쟁당국이 인상되어야할 가격을 인위적으로 억제
시킬 경우 오히려 경제 내 비효율성을 유발하여 문제를 증가시킬 우려가
있다. 경쟁법은 비효율을 유발하여 사회후생을 저하시키는 행위를 처벌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경쟁당국의 물가관리기구로서 역할
은 부적절하기 때문에 제한되어야한다고 평가된다.
2) 기업결합심사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미국 법무부과 연방거래위원회(FTC)는 2010년 8월 수평기업결합 가
이드라인(Horizontal Merger Guidelines) 개정을 통해 1992년 가이드라인
(1997년 일부수정 가이드라인)이후 경쟁당국이 20년 가까이 축적해온 분

쟁점으로 부각되자 4대강 입찰 조사에 나서는 등의 집행방식을 고려할 때, 경쟁
당국이 카르텔 규제를 객관적인 시각에서만 집행하고 있다고 평가하기 쉽지 않
다.
26) 관계부처합동, “서민물가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201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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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방식을 수평기업결합 심사지침에 포함시켰다. 영국의 경쟁위원회
(CC)와 공정거래사무소(OFT)도 2010년 9월 기업결합 평가 가이드라인

을 개정하면서 경제적 분석개념을 충실하게 포함시켰다.27) EU경쟁당
국의 수석 경쟁이코노미스트인 Damien Neven 교수는 미국의 가이드
라인 개정과 비교하여 EU 기업결합 규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
조한 바 있다.28) 경쟁법 선진국의 기업결합 가이드라인 개정작업에 비
해 국내 기업결합 심사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1-12호) 및 공정
거래법은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유용한 정보와
규율을 포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가. 모호한 시장획정 기준

한국의 기업결합 심사기준의 경우 기업결합의 위법성 판단 절차에
있어서 시장획정이 경쟁제한성 판단보다 선행되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
어 심사기준에서 밝히고 있는 순서대로 심사해야한다는 강제성, 즉 관
련시장이 획정되면 획정된 시장에 대해서만 경쟁제한성을 고려해야한
다는 규정은 없다. 그러나 실제 경쟁당국이 결정한 의결서들을 검토하
면 대체로 심사기준의 순서에 따라 검토절차가 이루어지며 획정된 관
련시장내의 경쟁제한성을 평가하는 성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평
가절차는 기업결합 해당 기업에게 예측 가능성을 높여준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런데 미국과 영국의 기업결합 가이드라
인은 경쟁당국이 시장획정에서부터 조사를 시작할 필요가 없다고 규정
한 의미가 보다 유연하게 실제 경쟁제한성을 근거로 검토하자는데 있

27) The Competition Commission and The Office of Fair Trading, “Merger Assesement
Guidelines,” 2010. 9
28) Neven(201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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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한국에 대해서도 이와 관련된 논의를 시작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일단 관련시장이 획정되면 해당 시장에서의 시장
점유율과 집중도를 검토하게 되므로 획정된 시장 내 세부 분야의 고객
이 가격차별 당할 수 있는 여지에 대해서는 조사를 등한시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 경쟁법의 경우 법적 추정조항을 시장점
유율을 근거로 하며 법률로 규정하고 있어 관련시장의 획정 비중이 상
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더 경쟁제한성을 실효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검
토단계의 순서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다.29)
또한 여러 연구문헌에서 지적되고 있는 바와 같이 한국의 기업결합
심사기준에서는 시장획정 방법으로서 가격인상에 따른 구매전환 등을
하도록 하고 있지만, 명확한 개념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를
갖고 있다. 미국과 EU의 SSNIP검정은 명확히 가상적 독점자(Hypothetical
Monopolist)를 고려하도록 하고 있으며, 일본의 기업결합심사 운용지침
(企業結合審査に関する独占禁止法の運用指針)도 가상적 독점자를 고려하는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 현재의 심사기준은 관련 시장획정 시 검토해야할
사항을 병렬식으로 정리하고 있어 판단의 중심이 되는 개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미국 가이드라인의 시장획정 관련 조항의 개정은
현실적이고 중요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다루도록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의 심사기준에 대해서도 보다 명확한 판단
기준이 필요하다.
나. 법률요건에 따른 경쟁제한성 추정

미국의 개정 가이드라인은 차별화된 상품시장에서 기업결합의 단독효
과를 평가하기 위해 전환율과 마진율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규정
29) 김현종(2011b)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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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지만, 그 구체적 평가기준이나 주의사항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
고 있다. 이러한 분석방식에 대해 전술한 바와 같이 호의적으로 평가하는
경쟁법 전문가들조차 제시된 방법론의 활용에 있어서는 주의를 당부하
고 있다. 미국의 경쟁당국에는 익숙한 분석방법이지만, 기업이나 법원
등 일반에게는 매우 생소한 분석방법들이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
는 미국 등 선진국 경쟁당국의 분석방법을 도입하여 기업결합의 경쟁제
한성을 평가해 왔지만, 자료수집이나 분석 등의 측면에서 미국의 경쟁당
국의 기준과 달리 고유의 평가방식으로 경쟁제한성을 평가한 측면이 크
다. 특히 한국의 현행 경쟁법은 시장점유율과 해당시장에서의 기업 순위
로 경쟁제한성을 추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공정거래법 제7조 제4항 및 제
4조). 경제학적 관점에서 보면, 현행 공정거래법상의 경쟁제한적 기업결

합 추정요건은 이론적인 근거가 부족하다.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더
라도 경쟁을 제한시킬 수 있는 기업결합이 존재할 수 있으며, 반면에 이
요건을 충족시켜도 경쟁제한성이 낮은 기업결합이 있을 수 있다. 현행법
상 이러한 법조항이 규정되어 있는 이상 경쟁당국이 이러한 규정을 도외
시하고 기업결합 사건의 실질적인 경쟁제한성을 평가하는 것은 용이하

․

지 않을 것이다.30) 김현종 전성훈(2011)의 조사에 따르면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으로 판단됐던 25개 사건 중 2건을 제외한 23개 사건이 모두
법정추정조항과 일치하고 있다. 미국의 기존 1992년도 가이드라인에서
35% 시장점유율 이상인 기업결합에 대해 단독효과로 인한 손실을 우려
한다는 규정은 Shapiro(2010)가 지적한 바와 같이 경제학적 근거가 빈
약하며,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2010년
30) 전성훈(2008)은 구속력이 강한 법상 추정요건에 기업결합 사건이 속하는 경우
경쟁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판정을 내리기가 사실
상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경쟁당국으로서는 ‘재정(discretion)’보다는 정해진
‘규칙(rule)’을 따르기 쉽다고 언급했다. 전성훈(2008), p.100 참조

선순환구조를 위한 공정거래 및 대기업 정책

161

․

[제4권] 공공개혁 | 기업 시장제도

개정에서 제외됐다. 이와 같이 선진국의 단독효과에 도입한 분석방식은
획일화된 경쟁제한성 평가기준보다는 직접적으로 경쟁상의 손실을 파악
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중요시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따라서 보다
실효성 있는 단독효과 분석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 위해서는 먼저 법률
상의 경쟁제한성 추정요건 조항부터 개정해야할 필요가 있다.
다. 실효성이 부족한 경쟁제한완화 요인규정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기준은 진입가능성에 대한 평가요인
이 모호하게 규정돼있다. 현행 심사기준은 “가까운 시일 내에 충분한 정
도로 용이하게 발생할 수 있는” 신규진입을 경쟁제한성 완화요인의 하나
로 규정하고 있다.31) 또한, 신규진입의 ‘가능성’을 평가에 대해서는 법

․

적 제도적 진입 장벽의 유무, 필요 최소한의 자금 규모 등의 요건을 고
려하도록 하고 있으며32), 당해 시장에 투자계획 등을 공표한 회사, 중대
한 진입/퇴출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당해 시장에 참여할 것으로 판단되
는 회사가 있는 경우 신규 진입이 ‘용이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33) 요
약컨대, 현행 심사기준은 ‘진입’의 요건으로서 ‘적시성(가까운 시일 내에)’,
‘용이성(용이하게)’, ‘충분성(충분한 정도로)’을 요구하고 있기는 하다. 반
면, 미국 등 다른 나라의 가이드라인은 다소 상이하게 설명하고 있다.
미국 가이드라인에서는 시장에 진입이 용이(Easy)한 경우 합병이 시장력
을 증대시킬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설명하면서, ‘용이한 진입’의 요건으
로서 적시성(Timeliness), 개연성(Likelihood) 및 충분성(Sufficiency)을 요구

․

하며, EU 및 영국의 경우도 동일한 방식의 서술을 하고 있다. 진양수 윤

31) 기업결합 심사기준
32) 기업결합 심사기준
33) 기업결합 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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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2.가
Ⅶ.1.마.(2)
Ⅶ.1.마.(2)

․

경수 김현종(2011)은 미국 등 여타 국가의 가이드라인이 동일하게 이
같은 요건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요건의 구체성과 실효성 측면에서 이
같은 방식이 현재 국내 심사기준의 방식보다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고 지적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적시성’에 대한 판단 기준 또는 원칙에
대하여 EU 가이드라인은 2년 이내에 진입이 발생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적시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고 미국 가이드라인은 구체적인
기간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진입은 경쟁제한 효과를 야기하는 합
병기업의 행동을 수익성이 없도록 만들만큼 충분히 신속하여야 한다”라
는 평가 원칙을 서술하고 있다. 또한 신규진입의 ‘개연성’ 원칙에 대해
미국, EU, 영국 등은 진입으로 인한 생산량 증가 및 기존사업자의 대응에
의해 발생하는 가격 효과 등을 감안할 때 신규 기업이 진입 후 이윤을
얻을 수 있는지(Profitable)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신규 기업이 진
입 후 이윤을 얻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위해서는 진입에 소요
되는 매몰비용(Sunk cost), 위험(Risk), 예상 수익(Likely return) 등이 종합
적으로 비교되어야 한다. 반면, 현행 국내 심사기준은 ‘가능성’을 판단할

․

때 고려하는 요소들로서 법적 제도적 진입장벽의 유무 등 다양한 사항
들을 열거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판단의 원칙은 언급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국내 심사기준도 현재와 같이 ‘용이성’과 ‘가능성’을 규정하는 것
이 아닌 ‘적시성’, ‘개연성’, ‘충분성’을 요구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각각에
대한 판단 기준을 상세히 서술할 필요가 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효율성 증대효과로서 다양한 예외인정 요건
을 두고 있다. 그런데 국내 심사기준은 효율성 항변 요건으로서 고용증
대, 지역경제발전,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환경오염 개선 등 관련시장
의 효율성 제고와 무관한 예외인정 요건을 규정해두고 있다. 이러한 요
건들은 거시경제 혹은 산업정책적 요건에 해당하지 기업결합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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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제한성을 고려하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미국은 물론 일본에
서도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 판단은 기업결합으로 인한 시장의 경쟁제
한성만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어 한국의 현행 효율성 평가기준은 경쟁
법의 영역을 벗어난 요건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경쟁촉진
이라는 고유의 목적을 위해 효율성 항변을 시장경쟁에 국한하여 평가
하도록 개선해야할 필요가 있다.
3) 부당 공동행위 규제의 문제점
가. 정책유행에 따른 카르텔 규제 지양되어야

미국에서는 2009년 오마바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기업결합이나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 사건에 대해 과거 부시정부의 경쟁당국이 미온적
인 태도로 경쟁법을 적용해왔다는 비판이 일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
하고 부시정권의 카르텔 사건집행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
다. 이는 부시정부와 같이 보수정권은 기업결합이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과 같은 개별 기업의 단독행위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요인이 있으
며 시장의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부분이 있다고 평가하기 때문이다.34)
구체적으로 부시정부에서는 개별기업의 행위보다는 경쟁법에 저촉되는
공동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규제를 집행했으며, 그중 반도체담합사건,
LCD담합사건, 항공수화물담합사건 등에서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연루
되어 벌금을 부과 받은 바 있다. 한국에서는 2008년 보수성향의 이명
34) 부시정부 기간 동안 미국 법무부가 단독행위(Single-Firm Conduct)에 대해
시카고학파의 의견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하여 논란을 일으킨 것도 이러한 맥
락에서 이루어진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부시정부시절인 2008년 미국 법무부
(DOJ)가 마련하여 발표한 단독행위보고서(Competition and Monopoly:
Single-Firm Conduct Under Section2 of the Sherman Act)는 연방거래위
원회(FTC)에 의해 채택이 거부되었으며, 이후 오바마정부의 크리스틴 바니
(Christine Varney) 미국 법무부 경쟁담당 차관보에 의해 철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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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정부가 출범한 이후 경쟁당국은 대형 기업결합 사건에 대해 온건한
처방으로 대응한 반면,35) 전술한 운영통계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바와
같이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공동행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규제를 집
행하고 있다. 물론 경쟁당국이 이러한 사안들에 대해 카르텔 여부를 조
사하는 데에는 국정감사에서의 지적 사항 등 정치권으로부터의 요구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36) 이러한 사안들이 정치적으로뿐 아니라 카르
텔 규제 상 중요한 사건일 수도 있으나 경쟁정책적 우선순위는 보다
사회후생을 크게 감소시키는 사건에 있다고 판단된다. 과징금 규모가 1
억 원에도 못 미치는 사건은 사회적 후생손실이 그만큼 적다는 사실을

․

의미하며, 이는 동일한 조사인력을 투입하여 더 중요한 사안을 조사
검토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으로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될 수 있다.
나. 부당공동행위에 대한 이중 추정규정

․ ․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에서 사업자는 계약 협정 결의 기타 어떠
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
위를 할 것을 합의하거나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37) 2007년 8월 공정거래법 제19조

35) 홈플러스/홈에버 사건과 유사한 대형 유통기업 간 기업결합 사건(이마트/월
마트 사건, 이랜드/까르푸 사건)에 대해 이전 정부의 경쟁당국은 일부지역에
서의 점포매각과 같은 과도한 수준의 처방을 집행했었다. 2008년 신정부 출
범이후 한국의 경쟁당국은 이마트/월마트 사건에 대한 고등법원의 패소판결
을 수용했으며, 이후 홈플러스/홈에버 기업결합을 허용했다. 옥션/G마켓 사건
이나 홈플러스/홈에버 사건은 이전 정부 경쟁당국의 시각에서라면 쉽게 허용
되기 어려운 대형 유통기업 간 기업결합 사건이었다.
36) 2009년도 국정감사에서 대학등록금 담합이나 4대강사업 입찰담합에 대한 의
원들의 조사요청이 있었다. 민주당 조경태의원은 대학등록금의 담합 가능성
에 대해 2009년 10월 8일 및 10월 22일 국정감사에서 조사를 요청했으며, 민
주당 이석태의원은 2009년 10월 22일 국정감사에서 4대강 턴키입찰담합 의혹
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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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항이 개정되면서 부당공동행위를 추정 요건으로 ‘실질적인 경쟁제
한성’ 부분은 삭제한 대신 ‘합의가 이루어진 정황사실’ 부분이 추가되
었다.38) 제19조 제5항에서‘합의가 이루어진 정황사실’을 요건으로 하였
는데, 이 조항의 존치에 대한 논란이 있다. 직접증가가 확보되지 못한
사건의 경우 여전히 정황증거를 토대로 하여 합의를 추정하여야 할 필
요성이 있어도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이 적용되고 있는 추세이다.39)
홍대식(2010)은 제19조 제5항의 근본적인 문제는 규정된 요건의 내용이
나 그 판단방식이 법 제19조 제1항의 해석 및 적용 문제인 사실상 추정
의 그것과 별로 차별화되지 않는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거래 분

․

야 또는 상품 용역의 특성, 해당 행위의 경제적 이유 및 파급효과, 사

․

업자 간 접촉의 횟수 양태 등과 같은 정황사실은 사실상 추정에도 활
용될 수 있는 요건들이므로 병행행위를 포함하여 여러 정황증거를 종

①

․ ․
②
․ ․ ․
⑤ ․
⑥ ․
․

․

37) 이러한 담합행위 유형으로
가격 결정 유지 결정 행위,
상품 용역의
거래조건, 지급조건 규정 행위,
생산 출고 수송 거래 제한, 용역거래의
제한 행위,
거래지역, 거래상대 제한 행위,
생산 용역거래 설비의 신설
증설 도입에 대한 방해 제한 행위,
생산 거래시 종류 규격 제한행위,
영업 주요부문의 공동 수행 관리 행위 및 이를 위한 회사의 설립, 입찰 경
매의 낙찰자, 경락자(競落者), 투찰(投札)가격, 낙찰가격, 경락가격 등을 결정하
는 행위,
그밖에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 내용을 방해 제한함으로써 일정
한 거래 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38) 공정거래법 제19조 제5항에서는 사업자가 제19조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 분야 또는 상품 용역의 특성, 해당 행위의 경제적
이유 및 파급효과, 사업자 간 접촉의 횟수 양태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그 행
위를 그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때
에는 그 사업자들 사이에 공동으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를 할 것을 합의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9)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합의를 인정할 직접증
거가 없이 경쟁사업자들 사이에 병행적 가격책정이 존재하는 상황에 2007년
개정 전 공정거래법 제19조 제5항의 ‘실질적 경쟁제한성’이 주로 적용된 까닭
에 합의의 추정 법리보다도 ‘행위의 외형상 일치’와 ‘경쟁제한성’이라는 단순
한 요건에 의하여 법률적으로 효과가 부여된 합의의 추정을 번복하기 위한 법
리가 더 발전하는 기형적인 상황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다.

․

④

⑨

․

․

③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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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⑦
⑧ ․

합하여 합의를 사실상 추정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제19조 제1
항과 별도로 제5항이 독자적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으로 평
가받고 있는 상황이다.
다. 카르텔 분석력 배양의 필요성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4월부터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도입이후 2004년까지 연 평균 1건에 머물 정도로 활용실적이
저조했으나, 2005년 4월부터 지위확인제도를 도입하여 요건 충족 시

․

감면자로서의 지위를 확인 통보해주도록 개정했는데, 이러한 변화가
감면여부의 불확실성을 감소시켜 이후 연평균 8건 정도로 활용실적이
급증했다. 2005년 4월의 개정이후 카르텔 사건에서 자진신고자 감면
제도가 활용된 사례가 급증했으며, 과징금 부과금액도 자진신고자 감
면제도 적용 사건의 비율이 현저하게 높다(아래의 표 참조).
<표 3> 자진신고자 감면제도가 활용된 카르텔 사건 수

(단위: 건)

연도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계

카르텔사건
과징금
부과건수

15

15

8

14

11

14

21

27

24

43

21

26

239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적용건수

1
(1)

1
(1)

-

2
(1)

1
(1)

2
(0)

7
(6)

7
(6)

10 21 17 18 87
(10) (20) (13) (18) (67)

비율

6.7

6.7

-

7.1

9.1

0

28.6 22.2 41.7 46.5 61.9 69.2 28.0

주: 1. 자진신고자 감면제도가 적용된 18건에 대해서 전부 과징금이 부과됨
2. [자진신고자 감면제도가 적용사건 중 과징금이 부과된 사건 수/ 과징금이 부과
된 카르텔 사건 수] × 100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2011년판 공정거래백서, p.166의 <표2-4-1>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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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공정거래법은 카르텔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고 카르

․

텔 신고 제보 및 입증자료 제출 시 10억 원한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
하고 있다. 카르텔 신고포상금제도는 2007년까지 소극적으로 운영됐으
나, 2008년 이후 연도별 해당사건 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40)
<표 4> 카르텔 신고포상금 지급내역

건수

2002-2004

2005

2006

2007

2008

4

2

2

1

6

2009
3

2010
4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2011년판 공정거래백서, p.167-168의 <표2-4-2> 편집하여 인용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나 카르텔 신고포상금제도는 카르텔사건에 대
한 경쟁당국의 적발확률이 높아야 카르텔 규제로서 실효성이 제고된
다. 그러나 신고포상금제도가 적발능력의 배양을 대체하는 형식으로
운영되거나 혹은 자진신고자 감면제도가 카르텔 조사비용과 노력을 감
소시키기 위해 피의자에 대한 일종의 회유책으로 활용된다면 카르텔
규제로서의 효과가 반감될 우려가 있다.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는 카르
텔 가담자들의 협조를 획득하여 확실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용이하게 한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카르텔 형성에 대한 증거가 불분
명하고 개연성이 낮은 단계에서 기업에 대한 회유도구로 남용될 수도
있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이러한 경우 자진신고 감면제도에 의존하
게 됨으로써 합리적이고 과학적 적발조사가 감소하게 되며 따라서 카
르텔 규제의 목적 장치로서의 효과가 반감되어질 우려가 있는 것이다.
즉, 적발확률은 낮아지는 반면 자진신고 감면제도의 활용이 높아져 장
기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게 할 수 있다.
40) 2010년에는 4건의 신고에 대해 총4,248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됐고 2002년부터
2010년까지 총 22건의 카르텔 신고에 대해 3억 9,289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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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경쟁당국은 선진국 경쟁당국과 달리 과거 카르텔 사건에 대

․

해 조사 검토한 과정을 살펴보면 경제 분석이 수반되는 경우가 드물
며, 기업 간 유사한 가격동향이라는 겉으로 드러난 결과만으로 판단하
여 카르텔 규제를 적용하려는 성향이 있었다. 최근에는 경제 분석을 통
한 위반행위 여부를 판단하려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으나, 여전히 경제
학적 분석의 관점보다는 행정기관의 시각에서 접근하려는 경향이 있
다. 경쟁기업 간 가격 동조화 현상은 카르텔 이외에도 다양한 요인에
의해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드러난 정황만으로 카르텔 의도여부를 평
가할 수는 없다. 또한 실제 경쟁당국이 부당공동행위로 판단한 사건 중
에는 담합행위가 아니라 다른 이유로 발생한 가격고정 현상도 포함되
어 있다.41) 따라서 카르텔의 형성과 붕괴에 대한 원인, 요인 등을 고려
하여 살펴봐야하며, 카르텔과 유사한 행위로서 이해되는 부분과 카르
텔과 전혀 다름에도 불구하고 카르텔과 같은 성격을 갖게 되는 행위
등을 살펴봐야한다. 시장특성 등 다양한 요인도 검토해야할 뿐 아니라
기업의 행동유인에 대해서도 다각적으로 분석해야 카르텔 의도여부와
손해추정규모 등이 정확하게 계산될 수 있다. 물론 경제 분석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도 고려대상이 되어야하겠지만, 경제 분석의 오류로 위
해성이 없는 기업활동이 제한되거나 처벌받는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
서는 보다 정교한 경제 분석을 적용하여 신중하게 검토해야할 것이다.
라. 불분명한 카르텔 규제목적

카르텔 규제는 가격담합, 거래조건의 공동행위, 공동 공급제한, 시장분

․

․

할과 같은 가격을 공동으로 결정 유지하거나 상품의 생산 거래를 제

41) 예를 들어, 최저가격유지전략과 같은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모든 경쟁자가 채
택하게 되면 외형상으로는 카르텔과 유사한 가격동향이 나타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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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제도이다. 그런데 적용제외 조항에서는 기술

․

․

향상 품질개선 원가절감 효과가 있는 산업합리화를 위한 공동행위,
사업곤란이 지속되는 불황기간 동안의 공동행위, 공급과잉 상태에 있거

․

나 생산능률 국제경쟁력이 현저히 저하된 경우의 공동행위 등에 대해
서는 공동행위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가 경쟁억제 효과보다 클 경우 허용
하도록 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적용제외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카르
텔 규제가 추구하는 목적이 궁극적으로 사회후생 감소에 대한 억제인지

․

혹은 가격고정 행위로 인한 단기적 생산 거래 제한을 억제하기 위한 것
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의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산업합리화를 위
한 카르텔이나 불황카르텔에 사회후생 증진효과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
에 카르텔을 허용하는 것이라면, 카르텔 규제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
적이 효율성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못하다. 카르텔 규제가
궁극적으로는 사회후생 등 경제적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
면 거래상의 손실보전을 위한 법규제인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충분히 이

․

루어지지 못하였다. 柳川範之 大東一郞(1999)은 일본에서도 카르텔 규제
가 효율성의 실현을 위한 것인지 공평성의 확보 혹은 소비자이익의 극대
화에 있는지 논의가 분분하다고 언급했다. 이들은 카르텔 규제목적이 어
디에 있는지 여부가 정책에 대한 평가로 연결된다고 지적했다.
카르텔 행위에 대해 규제를 하되 예외조항에 해당하면 카르텔 규제
의 적용을 면제시키는 카르텔 규제의 이중적 태도에서 벗어나 규제목
적을 명확히 하고 일관되게 통일시킬 필요성이 있다. 현재 공정거래위
원회의 “공동행위 심사기준(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57호)”에서는 공동행
위의 위법성을 심사하는데 있어서 제3단계에서 효율성증대 효과를 분
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공동행위 심사기준은 효율성 증대효과가
인정되는 경우 해당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위법으로 판단하지 않도록

170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효율성을 인정하는 공동행위 심사지침
조항과 부당공동행위의 적용제외 법조항간에는 정합성에서 차이가 발
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산업합리화나 불황기 극복은 공동행위로 인한
효율성의 결과이지 그 자체가 효율적 공동행위가 될 수는 없다. 또한
越後和典(1985)의 지적처럼 오히려 이러한 카르텔 적용제외규제가 경

제 내 역기능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즉, 그는 불황기에 카르텔에 호소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낙관적인 기대가 업계에 있기 때문에 호황기에
기업의 설비투자가 제대로 조정되지 않고 따라서 경기변동이 크게 증
폭되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越後和典(1985)
는 적용제외 조항규정은 자의적인 정부의 재량이 개입되도록 하는 문
제를 양산한다고 언급했다.42) 이러한 측면에서 카르텔 규제의 목적이
사회후생을 고려한 효율성에 있다면 현재와 같은 산업합리화나 불황카
르텔과 같은 적용제외 법조항은 적합하지 않다.
4)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의 문제점
가. 경쟁제한성과 괴리된 불공정거래행위규제

공정거래법 제23조에서 사업자는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
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으로는 거래거
절, 부당염매, 경쟁 사업자를 배제하는 행위 끼워 팔기, 부당한 거래의
강제, 지위의 우월함을 이용한 부당한 거래, 거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42) 越後和典(1985)는 정부의 재량에 따라 적용제외 여부가 결정되므로 이러한 제
도의 운영은 카탈락시(Catallaxy) 기능의 개선을 방해하는 요인이 된다고 지적
하면서, 이러한 제도운영과 정책적 관점에서는 카르텔의 법률적 무효를 선택
하는 것이 현재의 카르텔 규제정책보다 확실히 더 낫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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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하게 구속 등이 있다.43) 여기에 덧붙여 법 제29조에서 규정하고 있
는 재판매가격유지금지 규제도 불공정거래행위규제에 포함된다. 이러한
다양한 유형의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에 대해 박병형(2011)은 규제목적
별로 분류한 바 있다. 이 분류에 따르면 불공정거래행위 금지규제 중 경
쟁제한성을 규제하는 항목은 거래거절, 차별적 취급, 경쟁사업자 배제,
구속조건부 거래 및 부당지원행위이다. 이외에 부당한 고객유인, 거래강
제, 거래상 지위의 남용, 사업활동 방해 등은 모두 경쟁제한성을 규제하
는 목적이 아닌 경쟁수단의 불공성 혹은 거래내용의 불공성을 규제하기
위한 목적의 규제에 해당한다. 즉, 이러한 규제들은 경쟁법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경쟁제한성 배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문제시된다.
<표 5> 공정거래법 (제23조) 및 시행령 (제36조, 별표)의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법 제23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시행령 제36조 (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1. 거래거절

1.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
래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
2. 차별적 취급

공동의 거래거절
기타

A
A/B

가격차별
거래조건 차별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집단적 차별

A
A
A+
A

①
②

43)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된 구체적 사항은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去
來의 相對方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
위,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
위,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및 부당하게 특수 관계인 또는 다른 회
사에 대하여 가지급금 대여김 인력 불동산 유가증권 상품 용역 무체
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특수 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등의 사항이외의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다.

⑤

③
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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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 ․ ․

․ ․ ․

법 제23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시행령 제36조 (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2.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
3. 경쟁사업자 배제
위

부당 염매
부당 고가매입

A
A

부당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4. 부당한 고객 유인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
3.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
기타
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
끼워 팔기
하는 행위
5. 거래강제
사원판매
기타
구입 강제
이익제공 강요
4.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 6. 거래상 지위의 남
판매목표 강제
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용
불이익 제공
경영 간섭

A/B
B
B
C
C
C
C
C

배타조건부 거래
거래지역 거래상대방 제한

A
A

기술의 부당 이용
인력의 부당 유인 채용
거래처 이전 방해
기타

B
B
B
B

10. 부당한 지원행위 자금, 자산, 인력의 지원

A+

7. 구속조건부 거래
5. 거래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
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
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8. 사업활동 방해
방해하는 행위

7. 부당 ... 지원하는 행위

B
B
B

․

․

8. 기타
주: *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의 위법성 판단기준
A: 경쟁제한성, B: 경쟁수단의 불공정성, C: 거래내용의 불공정성, (
자료: 박병형(2011), p.159의 <표 5-1> 인용

＋ 경제력집중).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경쟁당국의 사건처리 추이를 살펴보면 역대
가장 많은 사건처리 유형은 32.6%를 기록한 부당고객 유인행위이며,
그 다음으로는 22.5%에 해당하는 거래상 지위남용행위이다. 즉, 전체
불공정거래행위 사건의 과반수를 넘는 55.1%가 경쟁제한성과 관련 없
는 행위로 규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비록 해당행위가 경쟁수단의
불공정성을 갖고 있거나 혹은 거래내용이 불공정한 요건에 포함된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시장경쟁을 제고시킬 수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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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행위는 경쟁제한성을 갖지 않는다. 따라서 경쟁제한성이 없을 뿐
아니라 해당행위로 사회적 후생이 증가되는 경쟁촉진적 행위일 경우에
대해서는 규제적용이 제외되어야할 필요가 있다.
<표 6> 불공정거래행위 유형별 사건처리 실적
연도

거래
거절

(단위: 건)

차별 경쟁 부당한 거래 거래상 구속 사업
적 사업자 고객
조건부 활동
취급 배제
유인 강제 지위남용 거래 방해

부당 재판매
가격 기타1)
지원 유지

합계

’81~’90

17

4

6

92

6

123

43

0

0

49

441

781

1991

4

0

0

78

5

25

13

1

7

6

241

380

1992

11

0

0

107

3

57

12

0

0

17

155

362

1993

24

29

9

104

10

90

19

0

0

12

191

488

1994

42

51

2

57

31

53

15

0

0

4

218

473

1995

35

18

3

76

29

135

21

2

0

2

159

480

1996

62

20

18

103

18

179

11

17

0

5

197

630

1997

126

25

15

135

39

269

16

24

1

8

348

1,006

1998

96

59

16

80

22

216

15

28

29

14

272

847

1999

116

12

24

72

28

168

8

17

66

11

14

536

2000

75

8

17

39

30

86

17

22

38

12

30

374

2001

71

11

10

50

20

75

7

18

92

15

46

415

2002

65

15

5

39

10

168

11

30

22

12

53

430

2003

78

13

12

67

18

89

8

17

20

11

47

380

2004

62

5

11

294

18

77

9

13

28

13

40

570

2005

51

4

4

485

23

104

13

16

11

28

43

782

2006

90

6

7

385

33

138

9

24

11

8

64

775

2007

76

7

2

892

19

147

14

28

7

7

86

1,285

2008

61

14

3

582

31

227

11

39

16

4

72

1,060

2009

57

5

0

407

56

255

23

31

7

16

44

901

2010

54

6

2

328

17

244

5

33

4

20

14

727

8

600

2011

35

5

8

182

24

282

8

31

8

9

합계

1,308

317

174

4,654

490

3,207

308

391

367

283

구성비 9.2% 2.2% 1.2% 32.6% 3.4% 22.5%

․

2.2% 2.7% 2.6% 2.0% 19.5%

주: 1) 1998년까지의 부당 표시 광고 건수 포함, 국제계약 등임
자료: 공정거래위원회(2012), “2011년도 통계연보”

174

2,783 14,282
100%

나. 경쟁촉진행위도 제한할 수 있는 부당고객 유인행위 규제

불공정거래행위 사건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점유하는 부당고객 유인
행위의 경우 대부분의 사건유형이 신문매체의 무가지 제공이거나 혹은
제약사의 리베이트 행위이다. 먼저 제약사의 리베이트 행위를 살펴보
면, 기본적으로 비대칭 정보 상황에서 의약품의 선택권이 의료진에게
주어져서 발생하는 문제이다.44) 성분명 처방방식(약품브랜드가 아닌 약
성분으로만 처방하는 방식)을 제약사 리베이트의 대안으로 제기하는 주

장도 있지만, 이 경우 제약사가 약국에 리베이트를 제공하게 될 뿐 적
절한 해경 방안은 되지 못한다. 시장에서 인정된 약품일수록 더 많이
수요되는 성격을 갖는 제약시장의 속성상 리베이트는 일종의 시장지배
력 견제 및 진입방벽 완화의 역할로도 작용한다. 특히 PMS(사후시장조
사)라는 외부성이 추가로 있을 경우 의료진에 대한 제약사의 리베이트

관행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최근 PMS의 대가로 제약사의 리베이트를
수령했던 의사의 면허취소가 부당하다는 판결(대법원 2011두938)을 받
은 바 있다. 이 판결은 리베이트 수령을 연구용역의 수행으로 해석하고
있어 해당행위의 순기능을 인정하고 있다. 부당고객 유인행위 요건에
해당하는 리베이트에 대해 일률적으로 위법으로 제한할 경우 사회후생
을 증진시키는 행위를 억제시킬 우려가 있다. 한편, 경품류제공행위에

․

대한 일반 규제는 2009년에 폐지됐으나45) 신문업에서의 무가지 경품

44) 의료서비스산업에서의 진료요금규제, 약값규제 등 규제로 인한 문제도 포함되
지만, 기본적으로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정보가 없다는 비대칭정보 상황이
문제의 근원이 되고 있다.
45) 기존 경품고시(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7-16호)는 상품거래가액의 10%를 초
과하는 경품지급, 경품가액의 합계액이 예상매출액의 1%를 초과하여 제공되
거나 경품가액이 500만 원 초과하여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었으나,
2009년에 개정된 경품고시(공정위 고시 제2009-11호)에서는 이러한 일률적 규
제조항이 삭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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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제공행위를 제한하는 규제는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부
당고객 유인행위에 따른 불공정거래사건 유형이 여전히 가장 높은 비
중을 점유하고 있다. 그러나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의 유형 및 기준(공정위 고시 제2009-27호)”에

․

서는 무가지 경품류의 2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김현

․

․

종(2006)과 김재홍 신힘철 김지훈(2008)은 신문시장 경품제공행위의
경쟁촉진적 효과를 분석결과로 제시하고 있어 신문사의 경품류제공행

․

위를 규제할 경우 오히려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 신문시장의 무가지

경품류 제공행위의 근본적 원인은 신문매체의 시장축소로 경쟁이 격화

․

되어 나타난 현상이다. 신문시장에서의 무가지 경품류 제공행위는 신
문사의 점유율, 광고시장 인지도, 독자성향의 분포도, 지역적 특성 등
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일률적인 수치로 규제해서는 곤란
하다. 그러므로 제약사의 리베이트 제공행위나 신문업에서의 경품류제
공행위에 대해서는 일률적인 규제보다는 합리의 원칙(Rule of Reason)에
따른 판단이 적절하다.
다. 재판매가격유지에 대한 당연위법의 문제

공정거래법 제2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법 제29조 및 동
시행령 제44조에서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금지하고 최저가격유지행
위를 당연위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최저가격유지행위란 제조사가 당사
의 제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에 일정가격 이하로 판매하는 것을 금지시
키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품공급을 중단하는 등 불이익을 부여
하는 행위이다. 경제학적으로 제품의 명성을 유지하고 관련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소가격 유지행위가 필요하다고 제기해왔으나 법원들
은 이에 대해 당연위법으로 처리해왔었다. 그러나 재판매가격유지행위

176

의 하나인 최저가격유지행위를 일률적으로 위법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미국 대법원에서 결정된 바 있다. 2007년 6월 28일, 미연방대법
원은 Leegin 사건에서 제조업자가 유통업자에게 일정한 가격을 설정하
여 그 이하의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최저재판매가
격유지행위를 100년 가까이 당연히 반경쟁적 행위라고 판단해 오던 종
전 평가기준을 바꾸는 역사적인 판결을 내렸다.46) 새로운 판례는 최저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경쟁촉진적인 효과와 경쟁제한적인 효과를 동시
에 가질 수 있으므로 경제 분석을 전제로 한 합리의 원칙을 적용하여
구체적으로 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하라는 취지의 판결 선고로 당연위법
으로 운영되는 한국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규제에 시사하는 바
가 크다. 이호영(2012)도 최저가격 유지행위에 대한 당연위법으로 판단
하고 있는 현행 규정에 대해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3) 기업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외환위기 이후 도입된 내부견제시스템으로서는 소유권 및 의결권에
대한 규제, 사외이사제도, 감사위원회제도 및 이사의 책임규정 등을 들

46) Leegin 사건에서 Leegin은 Brighton이라는 상표로 여러 피혁제품을 만들어 온
회사로, 대형 유통점 판매보다 고객중심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규모 판매점을
중시하고 있었으며, Brighton제품을 할인판매할 경우 공급을 중단하겠다는 방
침을 표명함으로써 판매자들에게 리진사가 제시한 최저가격에 맞게 좋은 서
비스를 제공하도록 독려했다. PSKS의 유통점인 Kay’s Kloset 점포들이
Brighton제품을 20% 할인하여 판매하자, Leegin은 거래를 중단하였고 이에
PSKS사는 리진사를 재판매가격유지행위로 고소했다. 1911년 의약품제조사인
Dr. Miles가 도소매업자와의 계약을 통해 할인을 금지시키는 등 최저가격유지
행위를 하였는데, 대법원은 이를 경쟁제한 행위로 판단하였고, 이후 미국에서
는 100년 가까이 최저가격유지행위는 당연위법으로 판결돼왔다. 2007년 6월
28일, 미국 대법원은 Leegin의 행위를 당연위법이 아니라 합리의 원칙에 따라
판단해야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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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또한 주주대표소송제 및 증권집단소송제도, 적대적 M&A 허
용 등 투자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도입한 정책은 기업 외부견제시스템
을 강화해왔다. 이밖에 외환위기 이후 전자공시제도의 도입, 분기보고
서제도의 도입, 대규모 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이후의 공시 등 공시제
도를 강화하여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을 제고시켜왔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도입된 정책 중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중요 사항에 대해 문제점
을 지적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도록 하겠다.
1) 실효성이 없는 사외이사제도
외환위기 이후 기업경영에 대한 전문지식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외이사제도를 도입했다.47) 사외이사의 선임은 지배주주
의 이익을 우선하는 경영방침으로 소액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하지 못하
도록 독립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효과가 있으며, 한편으로 기업 내에서
확보하기 어려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측면이 긍정적으로
평가되어 제도가 도입됐다. 현행 제도에서 일반 상장회사의 경우 이사
회 구성원의 1/4 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자산규
모가 2조 원을 초과하는 대규모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1/2 이상을 사외
이사로 선임해야하며 사외이사는 최소한 3인 이상이 되도록 규정되어

․

있다(상법 제542조의 8 제1항, 동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2항). 사외이사
47) 상법상 사외이사(社外理事)눈 “해당 회사의 상무(常務)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상법 제382조
제3항 제1문): (i)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 및 피용자 또는 최근 2년 이내
에 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이사 감사 및 피용자, (ii) 최대주주가 자연인인 경
우 본인과 그 배우자 및 직계 존속 비속, (iii)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
인의 이사 감사 및 피용자, (iv) 이사 감사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 비속,
(v) 회사의 모회사 또는 자회사의 이사 감사 및 피용자, (vi) 회사와 거래관계
등 중요한 이해관계에 있는 법인의 이사 감사 및 피용자, (vii) 회사의 이사
및 피용자가 이사로 있는 다른 회사의 이사 감사 및 피용자.

․

․

178

․

․
․
․

․

․

제도가 도입된 이후 상장회사의 경우 이사회에서 사외이사의 비중이
증가하는 추이에 있었으나, 최근 다소 감소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
다.48) 이러한 변화요인은 2조 원 규모 이상 상장법인에 비해 신규 상장
기업의 진입이 증가되었기 때문으로 평가된다.
<표 7> 사외이사 현황

(단위: 개사, 명)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구분

2010.3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2009.3

2010.3

2009.3

전체
2010.3

2009.3

대상회사수

717

712

874

866

1,591

1,578

사외이사수

1,705

1,693

1,399

1,432

3,104

3,125

2.38

2.38

1.60

1.65

1.95

1.98

1사당 사외이사수

자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2010년도 상장법인 사외이사 현황분석,” 2010.4.

<표 8> 상장법인 평균 사외이사 수 추이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1.85명

1.90명

1.92명

1.99명

1.98명

1.95명

자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2010년도 상장법인 사외이사 현황분석,” 2010.4.

사외이사제도를 도입하게 된 배경에는 사외이사의 선임이 기업성과를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는

실증연구가 역할을

했다.

Weisbach(1988)는 이사회의 다수를 사외이사가 점유할 경우 효과적인 경
영통제가 이루어진다고 지적하였으며, Rosenstein & Wyatt(1990)는 사외이
사의 선임이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발표한 바 있다. Hermalin
48) 상장협의회의 자료에 따르면 2010년 3월 31일 현재 1,591개사의 상장법인에서
총 3,104명(중복선임 제외 시 2,935명)의 사외이사가 선임되어 활동 중인데,
유장증권시장 상장법인의 경우 1사당 사외이사수가 전년대비 동일한 수준이
지만, 코스닥시장에서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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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isbach(2003)는 사외이사가 기업인수, 경영자보상 및 경영자 교체와
같은 중요 사항을 고려하는데 있어서 더 현명한 결정을 유도한다는 실증
결과를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사외이사의 비율 증대가 기업성과의 향
상과 무관하다는 실증분석 결과도 있다. Hermalin & Weisbach(2003)는 실
증분석을 통해 사외이사의 비중 증대는 기업성과와 관련이 없다고 발표
하였으며, 조성빈(2005)의 실증분석에서는 사외이사비율이 대부분 기업
가치와 무관하게 나타났으며, 일부 추정식에서는 기업가치에 부정적 영
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대기업집단을 대상으로 분석한
김현종(2009)은 사외이사비율이 증가해도 경영효율성이 개선되지 않는다
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제시했다. 사외이사의 비율증대가 기업가치의 향
상과 무관하다는 분석결과는 첫째, 사외이사의 선임과정에서 독립성이
훼손되었기 때문이거나, 둘째 적절한 전문가를 선임하지 못하였기 때문
으로 판단되고 있다. 사외이사 선임과정에서 CEO나 지배주주가 개입할
경우, 사외이사의 포섭은 독립성을 훼손시킬 수 있다. Hermalin &
Weisbach(1998)은 CEO가 사외이사 선임에 개입할 경우 주주이익극대화보
다 CEO의 이익극대화 경영방향을 견제하는 것이 어려워진다고 언급하고
있으며, Shivdasani & Yermack(1999)는 사외이사 선입에 대한 CEO의 개입
이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적절한 인재를 물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에서 사외이사로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인재를 선임하지 못한 채, 법률로 규정한 사외이사 수를 채우려 한다면
오히려 이사회 구성에 비효율적인 요소로 작용하여 기업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조차 있다.49)

49) 조성빈(2006)은 매출액 대비 접대비 및 기밀비의 비율(접대비비중)에 대한 사
외이사비율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 사외이사비율이 증가할수록 기업의 대리
비용인 접대비비중이 증가하였다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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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자산총액 2조 원 이상인 상장회사는 사외이사가 총위원의 2분의
1 이상인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이사회 내 위원회의 하나로서 설치
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상법 제542조의 8 제4항), 위의 상장회사가 주주총
회에서 사외이사를 선임하려는 경우에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
천을 받은 자 중에서(이 경우 소수주주가 주주제안권을 행사하여 사외이사후
보를 추천한 때에는 그 자를 포함시켜야 함) 선임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상법 제542조의8 제5항). 따라서 사외이사제도 및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

회 제도에 따르면, 자산총액 2조 원 이상의 상장사의 경우 이사회 구성원
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선정해야하며, 또 그 사외이사의 과반수를 사외
이사후보추천위원회로 구성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제도에서는 사외이
사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선정하고 이렇게 선정된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이 다시 사외이사를 추천하는 순환식 임명구조가 형성되게 된
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사외이사로 하여금 고유 업무와 역할에 충실하도
록 하기보다는 동료 사외이사 간의 관계를 더 중요시하도록 하는 유인을
유발한다.
사회이사의 경우 동일 업종 회사 임직원으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 재직경
험이 사외이사활동에 도움을 주는데, 정찬형(2010)은 한국상장회사협의회
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사외이사 중 61.9%가 재직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했다.50) 또한 이 보고서는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위
한 선결과제를 조사한 결과, 사외이사에 대한 회사경영정보 제공강화가 가
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사외이사의 전문성 증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즉, 사외이사가 본연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정보제공의 강화와 전문성있는 사외이사의 모색이 보다 더

50) 정찬형(2010), p.2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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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과제이다. 따라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구성과 같은 강제규정
은 실효성이 낮은 제도로 평가된다.
2) 증권집단소송제도의 문제점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은 유가증권의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집단적인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하고 이를 통하여 기업의 경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례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2004년 입법되
어 2005년 1월부터 시행중에 있다.51) 증권집단소송이란 유가증권의 매매
그 밖의 거래과정에서 다수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중의 1인 또는
수인이 대표당사자가 되어 수행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말한다(증권집
단소송법 제2조 제1호).52)

가. 피고에게 부과된 입증책임

한국에서 자본시장통합법 및 기타 관련 법제도는 유가증권신고서, 사
업설명서, 사업보고서 등의 허위, 부실공시와 부실감사로 인한 손해에 관
하여는 가해자의 고의, 과실 및 인과관계의 입증책임이 피고에게 전환된
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자통법 제125조 제1항에서는 배상책임과 관련
하여 “다만, 賠償의 責任을 질 者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有價證券의 取得者가 취득의 請約시
에 그 사실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자통

51) 증권집단소송법 제1조
52) 증권집단소송이란 유가증권의 거래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 중요한 쟁점을 공통으로 하는 상당한 다수의 피해자 집단
(Class)중 집단구성원들의 이익을 공정하고 적절히 대표할 수 있는 자가 대
표당사자가 되어 집단구성원들의 손해배상청구 등의 소송을 수행하고 집단
구성원은 별도의 제외신고(Opt-Out)를 하지 않는 한 그 소송판결이나 화해
등의 효력을 받게 되는 소송이다. 한석훈(2004), p.67

182

법 제126조 제2항에서는 “배상책임을 질 자가 청구권자가 입은 손해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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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 또는 일부를 허위로 기재 표시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기재 표시하
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 아님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자통법 제159조 및
제160조에서는 발행시장 규정인 제125조 및 제126조를 사업보고서, 반기
보고서 및 분기보고서의 경우에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유
가증권 유통시장에서도 피고에게 입증책임이 부과된다.53)
증권집단소송에서 피고에게 입증책임을 부과하고 있는 이유는 유가증
권 거래의 특수성으로부터 기인한다고 알려져 있다. 입증책임이 피고에
게 있어야하는 이유에 대하여 증권거래에서의 불법행위는 일반적 대면거
래로부터 발생하는 보통의 사기 사건과는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특수 상
황에서는 피고와 원고간의 입증책임의 분배가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
다.54) 미국의 경우, 증권집단소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1934년 증권거래
법 §10 (b) 및 증권거래위원회규칙(SEC rule) 10b-5에 기한 사기나 허위,
부실공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에 원고가 가해자의 고의, 자신이
그 공시된 기재나 진술을 신뢰한 사실, 이러한 신뢰는 원고가 입은 피해
의 직접 원인이 된 사실 등과 같이 가해자의 고의 및 인과관계의 입증책
임도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미국의 증권집단소송의
경우 입증책임이 원고에게 있으나 연방대법원은 “시장에 대한 사기이론”

53) 대법원의 판례에서도 입증책임이 피고에게 있다고 판결된 바 있다. 대법원 판
례 (2002.10.11. 선고 2002다38521 판결)에서 “유가증권의 취득자가 주권상장
법인 등에 대하여 사업보고서의 허위기재 등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유가증권의 취득자는 같은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보고서의 허위기재 등과 손해발생간의 인과관계의 존재에 관하여 입증할
필요가 없고 주권상장법인 등이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이러한 인과관계의 부
존재를 입증하여야한다”라고 판결됐다.
54) 김정수(2004), p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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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그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있을 뿐이다.55) 상장협의회(2003)은 자본시
장통합법상 입증책임 체계는 피고에게 지나치게 과도한 입증책임을 부과
하고 있어 민사소송의 일반원칙에 배치될 뿐 아니라 형평성 차원에서도
어긋난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가 인
용되기 위해서는 고의성, 의존성, 거래인과 관계, 손해인과 관계, 손해액
등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을 일반적으로 제소하는
원고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나. 손해배상금 산정방식의 문제점

현행 자본시장통합법은 분식회계로 인한 허위공시책임의 손해배상액
을 주주의 취득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산정범위를
청구원인 발생시점으로부터 변론종결시점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자통법
제126조 제1항은 “배상금액은 청구권자가 당해 유가증권을 취득함에 있
어서 실지로 지급한 액에서 다음중 하나에 해당하는 액을 공제한 금액으

①당해 유가증권에 관하여 소송제기되어 있는 때에는 변론종결
시에 있어서의 시장가격, ②변론종결 전에 당해 유가증권을 처분한 때에
로 규정:

는 그 처분가격”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손해액을 당해증권의
취득가격에서 소 제기 당시의 가격을 공제한 가격으로 산정하고 있으나,
한국에서는 자통법 제126조 제1항에 따라 유가증권신고서, 사업설명, 사
업보고서 등의 허위, 부실공시의 경우에 손해배상액은 원칙적으로 당해
증권의 취득가격에서 소송변론종결시의 시가를 공제한 가액으로 산정하
55) ‘시장에 대한 사기이론’이란 증권투자자들은 모든 적절한 정보들이 즉시 증권
가격에 반영되는 효율적인 시장에서 증권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그들이 허위,
부실공시를 신뢰하고 거래하였음을 입증하지 않더라도 허위, 부실공시와 손
해발생사이의 인과관계는 추정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원고는
자신이 매매한 주식이 효율적인 시장에서 거래되었다는 사실을 주장, 입증해
야한다. 윤창설(2005) p.120 각주 45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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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한석훈(2004)은 통상 정정 정보가 증권시장에 유포되는 시기는
소송제기 이전이고 집단소송의 변론종결 시기는 개별소송보다는 상당히
장기간이 될 것임에 비추어보면, 한국의 배상액 산정방식은 정정 정보가
시장에 유포된 후 소송 변론종결 시까지 사이에 다른 요인으로 변동되는
증권가격까지 반영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더구나
증권집단소송의 제기 이후 소송진행에 따라 당해 증권가격이 하락할 가
능성이 높기 때문에 피고에게 매우 불리한 결과가 될 것이고 원고에게는
그만큼 남용의 원인을 제공하게 될 우려가 있다.
다. 손해배상의 연대책임 문제

증권집단소송의 피고는 자통법 제115조, 제125조, 제159조, 제160조 및
외감법 제17조 제4항에 의거하여 부진정연대책임을 부담해야한다. 부진
정연대책임이란 수인(數人)의 채무자가 동일한 내용의 채무에 관하여 각
각 독립해서 전부의 급부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그중 1인 혹은 수인
이 급부를 이행하면 모든 채무자의 채무가 소멸하는 점은 연대채무와 동
일하지만, 채무자 사이에 주관적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 1인에 대해서 생
신 목적도달(변제 등) 이외의 사유는 다른 채무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
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56) 전국경제인연합회(2005)는 증권집단소송은 고
액의 손해배상 청구사건이므로 다수 피고 간에 막연하게 부진정연대책임
을 부담하게 하면 고의나 과실의 정도가 높은 행위자보다는 지급능력이
있는 자가 우선적으로 엄청난 배상책임을 지게 된다고 문제점을 제기한
바 있다. 직접 위법행위를 행한 자 이외에 이를 적발하지 못한 책임밖에
없는 사외이사, 공인회계사 등에게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규정으로 평가된다. 한석훈(2004)은 미국의 경우, 증권관련 불법행
56) 전국경제인연합회(2005), pp.10-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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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가 수인(數人)인 경우에 상호 연대채무를 지도록 한 결과, 변제능력이
있는 자만을 상대로 막대한 청구금액의 증권집단소송을 제기한 후, 전체
손해의 부담가능성을 위협수단으로 삼아 화해를 거의 강요하다시피 하는
소송을 남발하는 사례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남소문제로 인하여
미국에서는 1995년 사적증권소송개혁법(Private Securities Litigation Reform
Act of 1995)을 통해 연대책임에서 비례책임제로 전환한 바 있다.

3) 회사기회 유용금지규정의 법리적 취약성과 모호성
2011년 상법 개정을 통해 이사가 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도가 신설됐다. 상법 제397조의2 제1항은 이사가 이사
회의 승인 없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되거나 회사의 정보를 이용한
사업 기회 또는 회사가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할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기회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안 된
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 이사회의 승인 시 이러한 기회 유용 행위가 허용
되는데, 이사회에서 이사의 2/3의 승인을 얻어야 가능하다(상법 제397조의
2 제1항). 이는 개정 이전 상법에서 겸업 또는 자기거래의 승인을 위한 이

사회의 결의가 통상 결의(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로 하였던 것에 비하
여 강화된 것이다. 이러한 회사 기회의 유용금지제도를 도입한 목적은 기
존 이사의 경업 금지 및 자기거래를 금지를 통하여 규율되지 못하였던
장래의 기회 유용 행위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다. 제도도입의 근거가 됐던
외국의 경우 도입에 대한 논의가 상당기간 이루어져왔으며 회사기회 유
용의 법리도 장기간에 걸쳐 형성된 개념이다.57) 이윤석(2011)은 독일과
영국에서는 판례법상 회사기회유용에 관한 이론이 형성되어 왔고 일본에
57) 심지어 Enriques(2004)는 프랑스에서는 ‘회사기회’라는 개념이 없다고 지적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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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아직 직접적으로 회사기회유용을 인정한 판례는 나타나지 않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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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지적했다. 조성봉 신석훈(2010)은 미국의 “회사기회유용의 법리”가
100년 동안 구체적 사안을 해결하기 위한 판례법에서 출발한 개념인 반
면, 우리나라는 입법으로 회사기회유용의 개념을 일반적으로 도입하고
구체적인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 이러한 일반적 개념의 적용 여부를 검토
하는 것으로 상당부분의 기업활동을 회사기회유용이라는 일반화된 개념
속에 포함하여 규제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회사기회의 유용금지 규정은 법리적 논의뿐 아니라 실제 기업경영에
있어 애로요인으로 작용할 우려도 지적되고 있다. 전삼현(2011)은 회사기

①기존회사의 기회를 제3자인 합작파트
너에게 귀속시켜야 하는 합작투자가 어려워질 수 있으며, ②기업이 사업
회 유용금지규정이 신설됨으로써

구조 조정을 하거나 시너지효과 창출사업 조정을 위해 분사하거나 M&A

③중소기업과 회사기회를 공유하려는 대기
업에게 고유유인을 감소시키도록 하는 한편, ④회사기회의 개념이 포괄
하는 활동이 위축될 수 있고,

적이고 불명확해서 남소 등 경영상의 어려움을 발생시킬 우려가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3

차기정부 정책과제

(1) 대규모 기업집단 규제의 개선과제
1) 지주회사제도에 대한 정책과제
지주회사의 지배구조를 제약하는 계열사 소유지분율 규제 및 금융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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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소유금지 규제는 폐지하고 시장규율과 조세제도 등에 따라 자율적으
로 출자구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도록 한다.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
는 기업의 경영활동마저 제약하여 비효율적 선택을 하도록 하는 등 기업
의 전략 변수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시장규율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처하고 시장의 자율감시제도를 활성화하
는 등 자율적 기능이 원활히 작동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지배구조의 견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사외이사제도, 감사위원회의 설치, 집중투표제의
도입 등 기업 내부통제시스템이 견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증권집단
소송제도, 주식매수청구권, 적대적 M&A 위협 등 현존하는 제도는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외부적 견제장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전자공시제도
의 도입, 분기보고서제도의 도입, 대규모 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이후의
공시 등 공시제도가 강화되었으며, 결합재무제표의 작성의무, 감사인선
임위원회의 구성 등 외부감사제도도 강화되어 있는 상황에 있어 이러한
제도를 통해 충분히 기업지배구조가 개선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2) 내부거래규제에 대한 정책과제
상증세법상의 개정조항은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계열사의 영업이익을
일률적으로 증여로 간주하여 효율적인 계열사 간 거래를 규제하려하고
있어 기업집단의 효율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킬 수 있다. 이러한 세법은 재
검토를 통해 공정거래법상 내부거래규제를 통해 규율하는 방식으로 회귀
되어야할 것이다. 한편, 내부거래에 대해 당연위법이 아니라 경쟁제한 여
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이른바 합리의 원칙을 견지해야 한
다. 기업결합이나 계열화에 따라 거래를 내부화하는 것은 경쟁을 제한하
려는 의도보다 거래를 효율화하기 위한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지금
과 같이 독점적 관점에만 치우쳐 있는 규제당국의 내부거래규제는 재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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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되어야 한다. 경제적 효율성의 관점에서 내부거래의 부당성에 대한 객
관적 판단기준을 조속히 마련하여 업계의 혼란과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할 것이다. 내부거래에 수반되는 탈세 및 불법증여, 재산권 침해, 지배주
주의 사익추구 행위 등은 공정거래법이 아닌 관할 개별법으로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쟁제한적인 내부거래가 아닌 한 공정거래법으로 내
부거래를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공정거래정책의 범위를 일탈하는 것
이기 때문이다.

(2) 경쟁법 개선과제
1) 기업결합심사제도의 개선과제
가. 시장획정 기준의 명확화 ․ 유연화

기업결합 규제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명확히 규정해야할 필요가 있다. 우선적으로 시장획정의 기본 개념에 해
당하는 관련시장의 정의기준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개선해야한다.
이를 위해 미국 등 경쟁법 선진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가상적 독점자
(Hypothetical Monopolist)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SSNIP검정을 관련시장의

정의로 규정하도록 한다. 또한 심사기준 순서에 있어서 시장획정의 선행
성이 강제된 것이 아님을 명확히 기술하도록 한다. 미국 및 영국과 같이
시장획정이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라 경쟁제한성을 평가하기 위한 수단
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규정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경쟁당국이 시장
집중도 측정을 위한 관련시장의 획정이 경쟁제한성 판단에서 가장 중요
한 비중을 점유하고 있는 현행 방식에 전환을 가져오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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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경쟁제한성 판단의 실효성 증대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 조사의 실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차기정부에
서 우선적으로 수행되어야할 작업은 기업결합 심사기준의 현대화 작업이
다. 경쟁법 선진국은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분석방식을 가이드라인에 포
함시켜 실무와 심사기준간의 일체화를 실행한 바와 같이 한국의 기업결
합 심사지침도 실제 분석방식을 심사기준에 포함시키도록 한다. 기존 기
업결합 사건에서 선진국에서 사용됐던 전환율 분석, 기업결합 시뮬레이
션 등이 적용된 바 있는데, 이러한 분석기법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심사
기준에 포함시켜 기업결합 당사자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주도록 한다.
또한 법률상의 추정조항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 전성훈(2008)과 김현
종(2011b)이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법률상 경쟁제한성 추정(공정거래법
제7조 제4항)을 삭제하고 경쟁제한성 판단을 경쟁당국이 현대화된 심사기

준에 맞게 판단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현행 법률상 추
정요건을 심사기준에 포함시킬 수 있을 정도로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58) 물론, 경쟁당국이 법률상의 규제에서 벗어나 경제학
적 분석방식을 기업결합 사건에 적용하여 경쟁제한성을 판단할 수 있도
록 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곧 경쟁법이 가질 수 있는 과잉/과소규제
의 오류를 완전히 제거시키는 것은 아니다.59) 그러나 기업결합의 경쟁제
한성 판단에 있어 주어진 조건을 원칙적으로 따라 평가하는 방식보다는

․

이론적 실증적 검증절차를 통해 판단력을 높이는 과정이 수반되는 평가

58) 법률적 추정조항과 실제 경쟁당국의 심사결과간의 일치성을 검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와 동시에 경쟁당국의 실제 조사결과와 법률상 요건에 의해 큰
영향을 받았는지, 혹은 법조항과 달리 경쟁당국의 평가방식에 따라 얼마나 달
라졌는지를 측정하는 작업도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59) 경쟁법이 가지는 기업결합 사건에 대한 과잉규제의 오류란 경쟁당국이 경쟁
제한성이 없는 기업결합임에도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을 의미하며, 과소규
제의 오류는 경쟁제한성이 있는 기업결합을 없다고 판단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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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이 규제가 가질 수 있는 오류를 최소화시킬 수 있게 된다.

다. 경쟁제한 완화요인 판단의 실효성 제고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 판단의 실효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경쟁제한 완
화요인으로 규정되어 있는 효율성 효과와 신규진입효과에 대한 제도를
개선해야한다. 먼저 효율성 효과와 관련해서는 고용증대, 지역경제발전,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환경오염 개선 등 관련시장의 효율성 제고와 무관
한 예외인정 요건(기업결합 심사기준 VIII.1.가.(2) 조항)을 삭제하도록 한다.
대신 미국 수평결합 가이드라인처럼 “기업결합심사기준”에 비용절감에
따른 가격하락, 품질향상, 신제품 개발 등의 효율성 증대가 기업결합에
의해서만 가능하도록 개정한다. 둘째로, 경쟁제한성 완화요건에서 신규
진입의 효과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 경쟁법 선진국의 경우처럼 ‘적시성’의
판단 원칙 또는 기준에 대한 설명을 갖추도록 한다. EU와 같이 구체적인

․

․

기간(2년)을 명시하기는 곤란하다 하더라도 진양수 윤경수 김현종
(2011)의 제안처럼 적어도 ‘적시’의 의미가 진입이 발생하기까지의 기간인

지 아니면 진입이 발생하여 합병의 경쟁제한 효과를 복구시키기까지의
기간인지에 대한 설명을 명확히 하도록 한다.60) 국내 심사기준은 신규
진입의 ‘적시성’에 대해 “가까운 시일 내에”라고만 언급하고 있어 판단의
원칙 또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데, 이러한 개정을 통해 과거 심결에서
‘적시성’의 판단에 혼선이 발생한 사례를 축소시킬 수 있게 된다. 또한 국
내 기업결합 심사기준의 개연성 요건에 신규 기업이 진입 후 이윤을 얻
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위해서는 진입에 소요되는 매몰비용
(Sunk Cost), 위험(Risk), 예상 수익(Likely Return) 등이 종합적으로 비교하도

․

60) 경쟁제한성 완화요인 중 진입 규정에 대한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진양수 윤
경수 김현종(2011), pp.283-290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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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규정한다. 이를 통해 국내 심사기준에서도 이를 심사기준과 심결의 일
관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며 동시에 기업결합 당사자들의 예측 가능성도
제고시킬 수 있다.
2) 부당공동행위에 대한 정책과제
가. 이중 추정규정의 폐지

부당공동행위 관련 합의에 관한 명백한 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증거가
충분한 경우에는 합의가 ‘사실상’ 입증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굳이 현
행 법 제19조 제5항의 사실상 추정규정을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없다. 따
라서 제19조 제1항의 합의의 규정을 적용하여 위법성을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이다. 법해석의 혼선의 여지가 있는 현행 법 제19조 제5항
은 삭제하고 암묵적 담합의 경우 충분한 사실적 정황증거를 기초로 하여
법위반 여부를 제19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고 판단이다. 사실상 추정이든 법률상 추정이든 그 추정의 요건이 사실
상 동일하다면 추정의 번복에 관한 입증책임을 어떻게 분배하더라도 그
효과의 차이는 미미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편으로 부당공동행위에
대한 정치한 통계적 검증 방법이 개발되고 있고, 이러한 통계적 검증자료
들이 선진국에서는 유효한 증거물로 채택되어 부당공동행위를 추정하는
중요한 정황사실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제19조 제5항은 공정위가 단지
추정의 번복에 관한 입증책임을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효과를 얻기 위한
효과만을 갖고 있어 오히려 경쟁당국의 분석능력 확장을 지연시킬 가능
성도 있다. 제19조 제5항의 삭제와 더불어 경쟁당국의 조사기능을 제고
시켜 정황적 증거확보능력을 배양시키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정책이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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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경제 분석 인력 증원을 통한 경쟁법의 실효성 제고

부당공동행위를 사후적으로 적발하고 입증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분석

․

능력이 제고되어야한다.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는 해당 시장의 수요 공

․

급상의 특성, 규제 진입장벽의 여부, 시장구조, 소유권, 제품별 특성, 동
태적 변동성 등 다양한 요인에 대해서 검토되어야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
해 경쟁정책관련 학제 간 연구를 활성화시켜야한다. 현재 공정위 및 산하
기관에서는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연계 연구를 의뢰하고 있는 수
준이지만, 보다 적극적으로 분석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현재 학제 간 연구는 이슈에 대한 정책적 논의에 머물러 있으나 실
제 사례를 바탕으로 경쟁당국의 분석력을 검증하는 절차가 활발히 진행
되어야 한다. 경쟁당국의 판단과 실제 사건 후 결과간의 실증적 연계성을
분석하여 조사방식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한다. 이를 위해 경쟁 당국

․

내에 전문가를 양성 확보해야한다. 미국을 비롯한 경쟁법 선진국은 부
처 내에 상당수의 경제학자(In-House Economist)와 법률전문가를 두고 있는
데 비해 한국은 소수인력에 불과한 실정이다. 따라서 경제전문가, 법률전
문가의 증원과 분석력 제고를 통해 조사능력을 증진시키도록 해야 한다.
<표 9> 주요 경쟁당국의 시장연구인력
(단위: 명, 괄호 안은 총 정원대비 연구인력 구성 비율, 2010년 5월 기준)
국가별

미국 FTC

미국 DOJ 반독점국

일본 FTC

EU 경쟁총국

경제학 박사
[이코노미스트]

49(4.5%)
[175(16%)]

113(15%)

3(0.4%)
[40(5%)]

19(2.7%)
[245(35%)]

변호사

804(74%)

642(85%)

56(7%)

315(45%)

자료: Global Competition Review (2010. 6. 10), 한국공정거래조정원(2010)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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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카르텔 규제목적의 정합성 확보

공정거래법 제19조 제2항의 예외규정인 산업합리화(제1호) 및 불황
의 극복(제3호)은 2009년에 있었던 레미콘 업계 사례에서와 같이 카르
텔 규제의 목적에 부합되지 못하며 사회적으로 수용되는데 한계가 있
다.61) 실제로 불황카르텔은 1980년대에 7건이 허용됐으며 이후의 신청
에 대해 가격의 공동결정이나 공동구매처럼 실질적인 카르텔행위를 허
용하는 사례는 없다. 카르텔 규제의 목적이 사회후생을 고려한 효율성
에 있다면 현재와 같은 산업합리화나 불황카르텔과 같은 적용제외 법
조항은 적합하지 않으며 오히려 효율성항변 조항이 포함되는 것이 규
제목적에 보다 근접하게 될 것으로 판단한다. 카르텔로 인한 사중손실
이 발생하더라도 카르텔의 효율성으로 인해 그 만큼의 사중손실을 회
복할 수 있다면 무해한 행위로 판단할 수 있는 검토기준이 구체적으로
만들어져야할 것이다. EU는 효율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심사지침을
마련해 놓고 있으며, 미국은 조인트벤처 등 효율성을 높이는 행위에 대
한 판단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공동행위의 안전영역도 마련해 놓고
있다. 또한 외국의 경쟁법은 부당공동행위와 관련하여 대상시장을 제
조물품, 지적재산권, 연구개발부문으로 분류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
다. 국내 부당공동행위 규제조항도 법률적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보
다 구체적이고 분석적으로 개정해야 한다.

①

②

61) 2009년 레미콘 업계는 불황카르텔로서 원재료 공동구매, 영업의 공동수행(공
동수주, 물량배분, 공동운송 등), 공동의 품질관리 및 연구개발을 신청했으나,
공정거래위원회는 공동의 품질관리 및 연구개발만 2년간(2010.2.1.-2012.1.31.)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 “레미콘업계 신청 공동행위, 부분인
가”2010.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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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정책과제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서 제8호에 규정된 모든 불공정거
래행위들이 합리의 원칙(Rule of Reason)을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는 본
규정을 법의 내용대로 충실하게 운영해야 한다. 시행령에서 이 행위의
구체적인 유형과 기준을 정함에 있어서는 공동의 거래거절, 계열회사
를 위한 차별, 그리고 부당염매에 대해서 당연위법을 적용하고 있는
바, 법률의 위임사항을 정하는 시행령이 법률의 위임범위를 넘어 법체
계상의 일관성을 훼손하고 있는 바, 원래의 법 취지에 따라 합리성 원
칙을 적용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 필요가 있다. 현재 신문시장에서는

․

무가지 경품류는 일정범위(매출액의 20%) 이내에서만 제공하도록 제한
하고 있으나, 이러한 제한규정은 자유로운 마케팅 활동을 억제하고 소
비자 이익에 반할 수 있으므로, 신문업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시장지배
적 지위 남용 유형 및 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27호)의 제3조
(제공제한) 규정을 폐지하도록 한다. 대신 경쟁제한성을 고려할 수 있는

평가요인을 고려하여 위법성을 판단하도록 개선하도록 한다. 또한 재
판매가격유지행위를 일반 불공정 거래행위와 별도로 구별할 사유가 없
으므로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조항 제29조를 일반 불공정 거래
행위 조항인 제23조과 통합하도록 한다. 자발적인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는 합리의 원칙(Rule of Reason)에 의해 위법성을 판단하도록 법을 개
정하도록 한다. 법률에서 재판매가격유지를 규제할 경우 오히려 경쟁
을 제한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재판매가격유지 대상상품의 지정규정(공
정거래법 제29조 제2항 및 시행령 제44조)도 폐지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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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사법 개선과제
1) 사외이사제도의 개선방향
사외이사제도는 경영자를 감시하기 위한 제도로서 미국이 도입한 제
도인데, 우선적으로 이러한 제도가 한국의 현실에 적절한지에 대한 신
중한 연구가 필요하다. 한국은 대주주와 소액주주간의 대리인문제가
논쟁의 중심이 되어 있는데, 경영자에 대한 견제를 실시하는 미국의 사
외이사제도의 도입이 적절한 판단인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기 때문이
다. 비용만 높은 비효율적 제도일 수 있으므로 보다 효과적인 감독수단
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업별 특성에 맞는 효과적인 감독수단을
모색하지 않은 채 사외이사의 강제구성을 강요할 경우 비효율적 기업
경영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다. 한국은 경영인재가 대기업집단에 속해
져 있고 경영자시장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환경인데, 이러한 환경에
서 미국과 동일한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는 한계를 고려해야하기 때문
이다. 사외이사의 비중을 일정비율로 규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
라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외이사의 비율을 1/2이상으로 규정하는 제도는 기업에 따
라서는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정관에 의한 자율적
결정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외이사비율 규정을 폐지하는 대신,
CEO 및 이사회 구성원과의 관계로부터 독립적인 사외이사의 선임을
할 수 있도록 제도의 방향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외이사 추천,
선임배경, 경력 등 정보에 대한 공시 강화하도록 한다.
아울러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개선도 차기정부의 정책과제가
되어야한다. 사외이사에게 동료 사외이사와의 관계에 충실하기보다는
본연의 업무를 중요시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사외이사후보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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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제도는 개선되어야한다. 사외이사 선임과정을 중요시하기 위해
순환식 임명구조를 형성케 하고 있는 현재의 사외이사 총수의 과반수
를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으로 임명하도록 하고 있는 현재의 조항을 삭
제하도록 한다.62) 그 대신 회사정관에 따라 기업별로 사외이사 추천위
원회를 별도로 구성하도록 하여 사외이사를 추천하고 임명하도록 하는
절차를 갖도록 개정한다.
2) 증권집단소송제도의 개선방향
가. 입증책임 관련 제도의 개선

미국에서 원고는 소송의 사실심리 이전에 증거개시제도(Disclosure
제도)를 통해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용이한데 비하여, 이러한 제도가

마련되어있지 않는 한국의 실정에서 효율적인 제도의 운용을 위해 입
증책임을 피고에게 부과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한국에는 비록
증거개시제도가 도입되지 않았으나, 일반 민사소송에 비하여 증거조사
에 관한 특칙(직권증거조사, 증거보전 등)이 다수 도입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소송을 제기한 후 금융감독원에 감리를 요청하여 구체적인 입증
자료를 획득하는 것이 가능하다.63) 따라서 이러한 자료획득의 가능성
에도 불구하고 입증책임을 피고에게 부담시킬 경우 실험적 소송의 남
발이 우려될 수 있다. 이러한 우려에 대하여 기업소송연구회(2006)는
증권거래법(현행 자통법)을 개정하여 원고가 피고의 위법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사실의 입증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
하고 있다.64) 윤창술(2005)은 비교법적으로 검토해 볼 때 불법행위
62) 정찬형(2010)도 이러한 방식을 제안하고 있다. 정찬형(2010), p.112 참조.
63) 직권증거조사의 보충성 완화 및 증거보전요건 완화에 대해서는 전국경제인
연합회(2005) p.21 참조.
64) 기업소송연구회(2006), pp.46-4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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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는 것이지만 특별히 이를 완
화시키거나 피고에게 전환시키는 것은 그 입증자료와의 근접성, 입증
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형평의 이념에 따라 정할 문제라고 언급했
다.65) 한석훈(2004)은 개개사건의 유형에 따라 사정을 달리할 수 있
는 문제이므로 일률적으로 피고에게 입증책임을 전환시키는 우리나라
의 증권거래법(현행 자통법) 등의 규정은 불합리하고 남소의 우려도 있
으므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66) 증거개시제도(Disclosure)
의 도입과 연계하여 구체적으로 유통시장과 발행시장을 구별하기 위하
여 자통법 제159조 및 제160조에서 피고의 입증책임에 관한 제125조,
제126조의 준용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배상금액 산정방식의 개선 및 비례책임제로의 전환

적절한 손해배상금을 산정하기 위해 시장가격을 추정하고 이를 기초
로 손해액을 산정하는 방식을 도입할 필요하다. 단순히 취득가격에서

․

손해발생시점의 주식가격을 제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주식 취득 소유
기간 동안에 발생한 다양한 사건들의 영향을 통제하면서 불법행위로
인한 주식가격의 변화만을 산정하는 경제통계학적 방식을 도입하도록
한다.

․

한편, 법인의 이사, 유가증권신고서의 작성 지시자 집행자, 공인회

․

․

계사 감정인, 유가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을 동의 확인한 자, 유가증

․

권의 인수계약을 체결한 자, 사업설명서를 작성 교부한 者 등 증권거
래법 제14조에서 규정한 책임자들은 각자의 역할과 책임정도에 있어서
차이가 있으므로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각자의 책임정도에 따라 비

65) 윤창술(2005) p.120 참조
66) 한석훈(2004) p.8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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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회사기회 유용금지규정에 대한 정책과제
회사기회의 유용금지규정은 사업기회의 개념이 매우 추상적이어서
실무적으로 적용하기에 상당한 혼란을 초래시킬 가능성이 높다. 따라
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는 최선의 정책은 해당 규정을 삭제하고 기존
임원의 경업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신
설된 규정을 폐지하는 작업은 궁극적인 정책과제인데 비해 단기적으로
해결하기에는 현실성이 낮다. 따라서 단기적인 보완과제로서 전삼현
(2011)이 차선책으로 제시한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즉, 회사기회의
유용금지규정 적용의 혼란을 막기 위해 회사의 사업기회에 대한 구체
적 조항을 회사법 내에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해당 사안
이 미래의 사업범위에 속하는지, 그리고 속하더라도 그 내용이나 절차
면에서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다면 책임을 면제하는 가능성을 남겨둘
수 있도록 공정성 기준을 법에 명시하고 불공정성에 대한 입증책임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한다. 또 다른 방안으로는 회사기회유용에 해당하
는 사례를 법률이나 시행령에 예시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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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추진 로드맵
1년차
경제력집중규제 개선

－ 지주회사제도 개선
－ 내부거래 규제의 합리화
경쟁법 합리화

－ 기업결합제도의
합리화

SSNIP기준 명문화
경쟁제한성판단 법조항개정
경쟁제한완화요인 구체화

－ 부당공동행위
규제 합리화

이중추정조항의 폐지
경제 분석인력 충원

－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의 합리화
회사법 제도개선

－ 사외이사 제도개선
－ 증권집단소송 제도개선
－ 회사기회 유용금지규정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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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부문의 경쟁력 향상
한국경제연구원 이병기

1. 문제 제기

□ 중소기업 부문은 사업체수 고용, 부가가치 측면에서 우리경제에서 차지
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중요한 부문이지만,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생산
성이 낮고 기업규모가 영세하고 광범위하게 부실이 존재하는 등 경쟁력
낮은 상태

□ 최근 중소기업 부문은 정부의 집중적인 지원정책에도 불구하고 효율성
과 생산성이 급격히 저하

○ 총요소생산성 및 노동생산성 모두 수준 및 증가율 측면에서 대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고 또 저하하는 상태

□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금융, 조세지원, 기술혁신 등
관련제도와 정책들을 조정해 나갈 필요

○ 중소기업정책은 혁신과 창조를 통한 경쟁력 향상을 강조하는 방
향으로 기조를 잡아 가는 듯하였지만, 여전히 보호와 육성이라는
과거의 기조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음

□ 본 고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을 경쟁력의 관점에
서 현실의 데이터를 가지고 점검

204

○ 우리나라 중소기업 정책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며, 차기 신정부에
서 추진해야 할 중소기업 정책을 제시

2. 우리나라 중소기업 현황 및 문제점

□ 낮은 생산성과 혁신능력
○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안고 있는 핵심적인 문제점 중 하나는 대
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의 생산성이 매우 낮다는 것

○ 중소 제조업의 경우 총요소생산성은 중견 제조업이나 대기업에
비해 상당히 낮고 정체

○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은 대기업 노동생산성의 약 54.4%, 10-19
인 규모의 중소기업은 대기업 노동생산성의 약 23.5% 수준

○ 중소기업이 전체경제 내에서 비중이 확대되고 있지만 중소기업
의 생산성 수준이나 증가율 측면에서 낮다는 것은 경쟁력 저하
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반증

□ 규모의 영세성과 취약한 대기업 비중
○ 부가가치 및 생산 비중이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면서 중소기업
부문의 고용이 급속히 증가하면서 생산성이 저하하고 사업체 단
위당 규모가 감소하는 현상, 즉 중소기업의 영세화와 생산성 저
하 현상이 지속

○ 기업규모가 중소기업 부문에 영세한 기업구조가 유지되면서 중
소기업 경쟁력 저하, 연구개발투자 저하 근로조건의 악화 및 양
질의 인력 유입 억제 등 많은 문제들이 발생

중소기업 부문의 경쟁력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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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부실화 문제
○ 중소기업의 부실비율은

외환위기 이전 시기인 1995년도 약

30.8%였다가 그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나타내다가 금융
위기 직전부터 다소 증가하여 2009년 19.6%로 나타남

－ 전체 부실기업 가운데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기업 수 비중은
1995년도의 경우 87.1%, 2009년도의 경우 88.5%로 매우 높게 나
타남

○ 중소기업의 부실기업의 수익성은 대기업의 그것보다도 매우 낮
으며 부채비율은 매우 높은 상태

－ 부실 대기업의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1.2% 정도인 것에 비추어
볼 때 부실 중소기업의 수익률은 –5.1%를 나타나고 있음
－ 부실 중소기업의 부채비율은 약 95.9%에 이르러 부실 대기업
의 부채비율 77.3%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

□ 중소기업 국제경쟁력 저하와 국제화 미흡
○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내수산업이라는 인식이 팽배하여 국제화
노력이 미흡하였다는 점임

－ 2001년 전체 수출액의 약 42.9%를 점하던 중소기업의 수출은
2008년에는 전체 수출의 30.9%로 감소

－ 기업규모별로 살펴볼 때 중소기업의 해외직접투자 비중은 감
소하고 있는 반면에 대기업의 해외투자 비중은 증가

3. 중소기업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 창업 및 혁신형 중소기업 정책
206

○ 세계은행에서 발표하는 우리나라 기업환경(Doing

Buisness) 전

체 순위는 2006년 155개국 중 27위, 2012년은 183개국 중
8위로 크게 개선

○ 혁신형 중소기업을 활성화시키는 정책을 추진으로 혁신형 중소
기업의 창업이 지속적으로 증가

－ 그러나 이노비즈 기업의 R&D투자가 미흡하고 직원의 교육훈
련에 대한 투자는 낮은 수준이며 해외시장 진출이 저조

－ 이노비즈 인증을 받은 약 90%에 해당되는 기업이 상대적으로
낮은 기술평가 B등급을 받은 기업

□ 중소기업 관련 재정 및 정책자금
○ 정부부처별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재정지원 사업은 중소기업청
이외에 여러 부처가 관여

－ 각 부처별로 시행중인 중소기업 지원 사업 간에 유기적인 연
계가 미흡하고, 이로 인해 사업 간에 유사․중복성 특정 업체
에 대한 중복지원 현상이 발생하고 투자의 효율성 저하 발생

○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의 지원 중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
증기금, 지역신용보증기금 등과 같은 보증기금을 통한 금융지원
은 비중이 높음

－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중소기업
정책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지원정책이 지나치게 중복․다기화
－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정책금융이 크게 확대되면
서 중소기업의 구조 조정을 오히려 지연시킨다는 논란도 제기

□ 비대칭적인 기업규제와 기업성장 애로
중소기업 부문의 경쟁력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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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과다한 지원과 보호가 주어지고 있지만, 중
견기업이 되면서 기존의 지원혜택이 줄어들고 규제는 증가

－ 대한상공회의소는 중소기업유예제도 적용기업 중 58.9%가 중
소기업으로 복귀를 희망하였다는 설문조사결과를 제시

○ 중소기업의 성장인센티브를 억제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지
적되는 것은 중소기업에 제공되는 지원혜택

－ 대출금리 우대 등의 정책자금 지원정책, 외국인 산업연수제, 산
업기능요원제, 청년채용 패키지 사업 등 중소기업청에서 제공

－ 한국중견기업연합회(2012)에 따르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
로의 성장에 따라 부담이 증가하는 조세제도 수는 총 32건

○ 최근 한 기업성장 경로 분석결과에 따르면 기업연륜이 높아지면
서 정책금융에서 직접금융으로 자금조달이 필요하고 시장확대가
필요함을 실증

4. 신정부의 중소기업 정책 방향 및 과제

□ 기술혁신형 기업 활성화
○ 혁신형 중소기업 정책은 양적인 증가만을 추구하기 보다는 평가
제도의 개선이나 유사․중복제도 간 통폐합을 통해서 기술개발
능력이 있는 혁신형 중소기업이 선정이 되고 이러한 기업이 성
장할 수 있어야 함

－ 이노비즈 기업을 포함한 혁신형 중소기업의 인증제도 전반에
대한 개편이 필요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등으로 다
기화된 구분을 통폐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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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금융 지원기관의 혁신

○ 신용보증제도의 운영 방식을 주요 선진국처럼 보다 시장친화적
으로 개선할 필요가

－ 한국정책금융공사의 온랜딩 방식 등 시장원리에 기반하여 중
소기업에게 자금 지원하고 정책자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공급
할 수 있도록 제도 개편

○ 혁신형 중소기업이나 신생기업에 대해서도 온랜딩 방식의 지원
이 가능하도록 대상기업 선정에 유연성을 부여하고 한국정책금
융공사의 신용위험비율을 점진적으로 증대시켜 나갈 필요

○ 중소기업 정책금융 지원제도는 효율적인 정책수단 중심으로 단
순화하고 체계화

－ 중소기업의 과도한 정책금융 의존을 시정하고 효율적인 금융
시장의 발전을 유도하기 위하여 단계적 신용보증 지원과 보증
졸업제를 시행

－ 중소기업지원 정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
에서 장기목표와 시한을 가지고 중소기업지원 체제의 변화와
함께 정부지원기관의 기능조정 추진

○ 중소기업의 신용위험 평가․관리에 기초한 신용대출을 확대할 필요
－ 중소전문 신용정보회사를 활성화하고 또 경쟁체제로 전환
□ 부실 중소기업의 구조 조정
○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소기업 부문에 비효율적 한계
기업이 온존하고 있는 상태로 한계 중소기업의 구조 조정이 필요

－ 부실 중소기업이 정상 중소기업의 고용 및 투자를 억제하는
효과는 매우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

중소기업 부문의 경쟁력 향상

209

․

[제4권] 공공개혁 | 기업 시장제도

○ 은행권의 상시평가 기준을 더욱 명확하게 적용하여 부실 중소기
업의 구조 조정을 촉진

○ 부실기업이 효율적으로 처리되기 위해서는 부실자산 거래시장
형성이 필요

－ 부실채권이 거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부실채권의 공급
기반 정비가 필요

－ 부실채권을 현가 매각하거나 출자전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내 구조 조정 시장과 부실채권시장을 활성화

□ 성장촉진 관련제도 정비
○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경우가
매우 드문 환경

－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다시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하
는데 따르는 제약을 극복하기 위한 이를 가로막는 규제는 철폐

－ 중소기업 범위를 넘지 않으려는 유인을 억제하기 위한 관계회
사 제도는 더욱 보완․발전이 필요

○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기업인 업
력이 늘어나면서 이에 걸맞은 정책을 마련할 필요

－ 중견기업이 민간은행과 자본시장을 통한 직접금융을 통해 자
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

○ 중소기업의 자본조달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직접금융 조달
을 위한 주식시장과 회사채 시장의 활성화 필요

－ 회사채 유통시장의 선진화를 위해 전자거래시스템의 도입 등
이 필요하며 비우량채권형펀드의 개발 및 비우량 회사채 지급
보증제도의 도입으로 비우량회사채 시장의 활성화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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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견기업의 국제화
○ 대기업 납품 중소기업의 수출기업화를 모색
－ 한국경제에는 전자, 반도체, 자동차 등의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지닌 대기업들이 출현하였고 다수의 부품 중소기업
들이 참여

－ 중소․중견기업과 함께 해외 진출을 꾀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세금감면 등 인센티브를 확대해 줌으로써 중소기업의 국제화
에 기여

○ ‘기술집약형’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특화된 기술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지원할 필요

－ 강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유도하고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연
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할 필요
－ 중견기업 중 매출액 1조 원 미만 기업이 지출하는 연구․인력
개발비에 대해 당기분 세액공제율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평
균 수준(약 15%)으로 신설하여 중견기업의 R&D 투자를 활
성화할 필요

○ 대기업 퇴직 전문가를 활용한 중견기업 글로벌화 마케팅 지원
및 제품․기술개발을 통한 질적 경쟁력 제고가 필요
－ 미국의 퇴직자자문위원단 및 SCORE(Counselors to America’s
Small Business) 등 퇴직 대기업 전문가들을 활용하여 중견기업

․ 경영적․기술적 문제 해결을

의 수출 잠재력 평가, 재무적
위해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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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의 제기

한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도약을 위해서는 생산, 고용 등에서 차지
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중소기업 부문의 경쟁력 강화가 절실하다. 중소기
업 부문은 사업체수 고용, 부가가치 측면에서 우리경제에서 차지하는 비
중이 매우 높은 중요한 부문이다. 이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
의 경쟁력 향상은 하나라의 경쟁력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
미를 갖는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생산성이 낮고 기업규모가
영세하고 광범위한 부실존재, 국제경쟁력 취약성 등은 물론 중소기업 지
원제도에도 문제가 있어 경쟁력이 낮은 상태에 있다. 한국경제의 선진화
를 달성하기 위해서 중소기업 부문의 발전이 긴요하다. 중소기업의 경쟁
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금융, 조세지원, 기술혁신 등 관련제도와 정책들
을 조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 취약성의 근본원인은 구조적인 문
제로서 세계 경제환경과 산업구조 변화 과정에서 중소기업 경쟁력의 원
천이 빠르게 상실된 데 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 정책을 구성하고 있는 지원정책이나 보호정책은 비효율적인
부문에서 보다 효율적인 부문으로 자원이동을 억제 또는 지연시키는 장
치로 작용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중소기업은 오랜 기간 동안 정책적인 보
호와 육성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최근 중소기업 부문은 정부의 집중적인
지원정책에도 불구하고 효율성과 생산성이 급격히 저하하는 현상이 나타
나고 있다. 사업체수, 종업원 수, 생산액 부가가치 등에서 중소기업 비중
이 높지만 중소기업 생산성 저하가 나타나고 있다. 생산성의 저하는 기술
개발이 저하되거나 저생산성 부문에서 고생산성 부문으로의 자원이동이

․

제약되는 경우에 발생한다. 제도적 정책적 제약으로 인해 자원이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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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려지거나 제약되는 상태에서 생산성 저하가 뚜렷하게 발생하게 된다.
중소기업 문제는 진입과 퇴출의 원활화, 혁신을 통한 기업의 성장 및 부

․

문 간 투입요소의 이동을 가로막는 제도적 정책적 결함도 한 원인일 가
능성이 크다.
중소기업 부문은 여전히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만 최근 중소
기업의 성장추세는 둔화되고 있고 성장이 한계점에 도달한 상태이다. 1
인당 부가가치는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고 또 저하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나고 있고 중소기업 임금은 1990년 이래 대기업 대비 계속 하락하
였다.
한편 중소기업 정책 측면에서 볼 때 2010년 6월 지방선거 이후로 중소

․
추진하였다. 현 정부 출범 초기에 대․중소기업 협력정책에 소극적 자세
기업의 기조가 급격히 바뀌면서 대 중소기업 동반성장 정책을 빠르게

를 견지하였으나, 지방선거 이후 친중소기업 정책으로 급격히 전환된 것
이다. 현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은 사업영역 보호 및 동반성장 전략의 확
산 그리고 중소기업의 자생력 강화 지원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중소
기업정책은 혁신과 창조를 통한 경쟁력 향상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기조
를 잡아 가는 듯하지만, 여전히 보호와 육성이라는 과거의 기조에서 탈피
하지 못하고 있다. 중소기업 부문에 존재하고 있는 한계기업이 퇴출되는
구조 조정 정책은 미흡한 상태로 남아 있다. 이 같은 부실기업이 중소기
업 부문에 남아 있는 경우 정상기업 조차도 부실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한계
기업의 존속

→ 수익성 악화 → 한계기업 유지를 위한 정책투입 → 한계

기업 존속 등 악순환이 반복되는 형국이다.
본 고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을 경쟁력의 관점
에서 현실의 데이터를 가지고 점검해 보고, 그 동안에 추진되어 온 우리

중소기업 부문의 경쟁력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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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중소기업 정책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며, 차기 신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중소기업 정책을 제시하는 것이다.

2

우리나라 중소기업 현황 및 문제점

(1) 중소기업 경쟁력의 현황과 문제점
1) 낮은 생산성과 혁신능력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안고 있는 핵심적인 문제점 중 하나는 대기업
에 비해 중소기업의 생산성이 매우 낮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중소기업
은 생산, 부가가치, 고용 측면에서 급속히 성장해왔고 또 그 비중도 매
우 높은 수준이지만, 총요소생산성이나 1인당 부가가치로 측정한 생산
성이 대기업에 비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같은 낮은 생
산성은 중소기업 경쟁력을 낮추는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
다.
<그림 1>은 우리나라 제조업을 대상으로 한 총요소생산성을 보여준
다. 기업규모 간 총요소생산성의 변화 추이가 뚜렷하게 차이가 나타나
고 있다. 300인 이하의 중소제조업, 300인 이상 500인 미만의 중견제조
업, 그리고 500인 이상의 대규모 제조업으로 나누어 효율성 변화지수
(EI), 기술진보지수(TI) 및 총요소생산성 변화지수(MPI)를 계산한 결과

가 <그림 1>이다. 중소 제조업의 경우 총요소생산성(MPI)는 중견 제조
업이나 대기업에 비해 상당히 낮고 정체되어 있는 것을 보여준다. 2005
년 까지는 그나마 완만하게 증가하였으나 그 이후 감소하고 있다. 중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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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과 대규모 제조업의 총요소생산성 추이는 비슷하지만 대기업의
생산성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총요소생산성에 큰 영향을 미
치는 것은 기술진보보다는 효율성 개선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두 집
단 모두 2006년까지는 기술진보가 감소하다가 2007년과 2008년에 기술
진보가 반등하고 있다.1)

․

자료: 박창수 이윤재(2011)

<그림 1> 제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총요소생산성 변화

2009년의 경우 중소기업의 1인당 부가가치를 고용규모별로 살펴 본
것이 <표 1>이다. 2009년의 경우 대기업을 100으로 하였을 때 200-299
인 규모의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은 대기업 노동생산성의 약 54.4%,
10-19인 규모의 중소기업은 대기업 노동생산성의 약 23.5% 수준인 것

․

1) 박창수 이윤재(2011)의 연구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생산성 향상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개선이 필요하
다고 지적하였다.

중소기업 부문의 경쟁력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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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타났다. 기업규모별 노동생산성을 계산해 보면 중소기업의 생
산성은 고용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일수록 노동생산성 수준이 낮은 것으
로 나타나고 있다. 노동생산성 향상이 부진한 영세 소기업이나 중기
업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중소기업 전반의 노동생산성이 크게 저하되
고 있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생산성 격차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또
한 1인당 부가가치로 측정한 노동생산성은 중소기업의 경우 1983년도
대기업의 약 51.0%에서 1988년도 55.8%까지 증가하였으나 그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09년에는 대기업 1인당 부가가치의 약
33.5%까지 저하하였다.
<표 1> 제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1인당 부가가치(대기업

＝ 100)

기업1인당
부가가치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10-19

26.5

24.8

24.1

25.5

23.8

24.8

25.4

23.6

23.6

23.5

20-49

30.7

29.8

28.5

29.4

27.8

29.0

29.9

28.9

27.6

29.1

50-99

38.8

39.0

36.9

37.7

36.4

38.9

38.9

37.3

34.5

35.5

100-199

51.0

51.3

48.3

47.8

44.8

48.4

47.8

44.5

44.6

41.7

200-299

67.5

64.3

57.6

62.6

55.4

58.2

58.8

51.4

48.4

54.4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통계조사보고, 각 년도

생산성은 수준변화와 함께 그 증가율이 중요하다. <표 2>는 대기업
과 중소기업의 생산성 변화율을 보여주고 있다. 2000년대 들어 노동생
산성 증가율이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비해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이 전체경제 내에서 비중이 확대되어 가
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의 생산성이 그 수준이나 증가율 측면에서 낮
다는 것은 중소기업 부문의 전반적인 경쟁력 저하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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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 및 총요소생산 증가율
대기업

(단위: %)
중소기업

2000~
2009

2000~
2005

2006~
2009

2000~
2009

2000~
2005

2006~
2009

부가가치 노동생산성 증가율

7.9

8.6

6.9

6.1

6.8

5.0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6.9

8.5

4.6

4.9

6.3

2.7

자료: 김원규(2011)

한편 생산성의 변동요인으로 R&D 집약도를 고려하는 연구들이 많이
제시된 바 있는데, 이는 혁신의 결정요인으로 R&D투자가 매우 중요하
기 때문이다. 기업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인 민간기업의 R&D
투자는 대기업이 주도하고 있다. 기업규모 별 R&D 투자비중 및 각 기
업규모별 매출액 대비 R&D 비율을 보여주는 것이 <표 3>과 <표 4>이
다. 2010년의 경우 전체 R&D지출 중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79.6%, 중소기업은 20.4%로 나타나고 있다. 중소기업은 2010년의 R&D
투자비중은 2001년의 23.0%에 비해 다소 감소한 것이다. 반면 1000명
이상 대기업의 R&D 투자비중은 2001년에는 67.6%였으나, 2010년에는
71.9%로 높아졌다.
한편 1998-2009년 기간에 기업규모별 R&D/매출액 비율을 보면 대
기업의 경우 지속적인 증가추이를 나타낸다. 대기업의 경우 1998-2000
년에는 1.75%, 2006-2009년 기간에는 2.17%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중
소기업은 같은 기간 중 0.6%에서 1.18%로 증가하기는 하였지만 그 수
준이 대기업에 비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2)

2) 안숙찬(2011) 참조. 우리나라는 연구개발 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조세지
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시행하여 왔다. R&D 조세감면율은 2011년 잠
정 8.6%로 10년간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연구개
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조세지원제도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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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우리나라 각 고용규모별 R&D투자 비중
종사자
규모
99명 이하

(단위: %)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13.4 13.3 11.4

9.4

8.6 10.8 13.1 14.1 14.7 12.8

100-299명
9.6 9.6 7.3 6.8 7.1 7.6 8.4 9.4 8.5 7.6
총연구
9.4 9.1 10.1 8.8 8.5 9.1 9.6 9.3 8.2 7.7
개발비대비 300-999명
각 규모별 1000명 이상 67.6 67.9 71.2 75.1 75.7 72.5 69.0 67.1 68.7 71.9
R&D비중
중소기업
23.0 22.9 18.7 16.2 15.8 18.4 21.4 23.6 23.2 20.4
대기업

77.0 77.1 81.3 83.8 84.2 81.6 78.6 76.4 76.8 79.6

자료: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과학기술통계조사보고, 각 년도

․

<표 4> 제조업 대 중소기업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
대기업
업종

(단위: %)
중소기업

1998~
2000

2001~
2005

2006~
2009

1998~
2000

2001~
2005

2006~
2009

제조업

1.75

1.93

2.17

0.60

0.90

1.18

음식료품

0.20

0.36

0.38

0.25

0.28

0.58

섬유

0.45

0.60

0.85

1.14

0.21

0.53

의복 모피

0.06

0.07

0.15

0.08

0.20

0.22

0.27

0.89

0.96

0.63

0.76

0.54

0.18

0.03

0.05

0.12

0.13

0.25

0.13

0.13

0.21

0.16

0.26

0.26

0.16

0.17

0.14

0.07

0.47

0.85

화학제품

1.26

0.86

1.09

0.81

1.13

1.36

고무 플라스틱

1.14

1.00

1.92

0.28

0.57

0.74

비금속광물

0.43

0.57

0.76

0.17

0.22

0.28

1차금속

0.72

0.70

0.55

0.13

0.17

0.23

금속가공

0.92

0.49

1.10

0.37

0.52

0.54

․
가죽․가방․신발
목제․나무
펄프․종이․종이
코크스․연탄․석유정제
․

공제 제도와 연구인력 개발준비금 손금산입 제도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최근
에 이루어진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의 확대는 정책의도와는 달리 중
소기업의 연구개발을 유의하게 증가시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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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업종

중소기업

1998~
2000

2001~
2005

2006~
2009

1998~
2000

2001~
2005

2006~
2009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등

4.34

5.04

5.78

1.93

2.42

2.94

정밀기기

1.66

1031

4.60

1.73

3.17

3.59

전기장비

0.82

0.66

1.12

0.64

1.65

1.87

기타기계

1.33

1.34

1.59

0.88

1.23

1.62

자동차 트레일러

2.49

1.98

2.45

0.73

0.76

1.18

기타운송장비

0.92

0.99

0.88

0.64

0.53

0.80

가구 기타제조

1.08

0.48

0.20

0.51

0.33

0.56

․

․

․

․

주: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자료: 김원규(2011) 재인용

2) 규모의 영세성과 취약한 대기업 비중
최근 기업규모별 사업체 현황을 보여주는 <표 5>를 살펴보면 중소기
업의 비중은 2000년 이후 약 99%를 유지하고 있지만 300-999명 고용
규모의 사업체수는 매우 낮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고 또 그 비중 또한
1995년 0.26%에서 2009년 0.14%로 다소 감소하였다. 이 처럼 기업규모
가 중소기업 부문에 영세한 기업구조가 유지되면서 중소기업 경쟁력
저하, 연구개발투자 저하 근로조건의 악화 및 양질의 인력 유입 억제
등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3) 사업체 규모별 고용자수 비중의 변
화를 보여주는 <표 6>을 살펴보더라도 위의 추세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전체 사업체 중 고용규모 중소기업의 비중은 1995년에 71.2%
였고, 2009년에 80.4%로 나타났다. 대기업의 고용비중은 1995년

․

3) 김세종 홍성철(2011) 참조. 이들은 기업규모가 영세하게 된 데에는 중소기업
지원대상이 300인 미만인 법 제도적인 요인, 창업과 폐업을 반복하는 기업생
태계적 요인, 하도급구조 생산품목 수 등과 같은 산업 구조적인 요인이 작용
하였다고 지적하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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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에서 2009년 19.6%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부가가치
및 생산 비중이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면서 중소기업 부문의 고용이 급
속히 증가하면서 생산성이 저하하고 사업체 단위당 규모가 감소하는
현상, 즉 중소기업의 영세화와 생산성 저하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표 5> 제조업 고용규모별 사업체 수의 비중

(단위: %)

종사자규모별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1~4명

67.41 67.14 66.30 65.72 60.82 62.65 64.15 63.48 62.67 63.67 63.41

5~9명

14.32 15.07 15.65 16.20 20.81 19.27 17.60 18.17 18.60 17.94 18.49

10~19명

8.89 8.99 9.29 9.36 9.41 9.29 9.45 9.60 10.00 9.66 9.35

20~49명

6.13 5.88 5.81 5.92 6.07 5.93 5.97 6.06 6.09 5.92 5.97

50~99명

1.85 1.72 1.73 1.67 1.71 1.69 1.74 1.65 1.58 1.67 1.65

100~299명

1.05 0.94 0.96 0.89 0.94 0.92 0.89 0.87 0.87 0.94 0.95

중소기업

99.65 99.74 99.74 99.76 99.76 99.75 99.80 99.83 99.81 99.80 99.82

300~499명

0.15 0.14 0.13 0.13 0.13 0.12 0.10 0.10 0.10 0.10 0.09

500~999명

0.11 0.08 0.08 0.07 0.06 0.08 0.06 0.06 0.05 0.06 0.05

1000명이상

0.08 0.05 0.04 0.04 0.04 0.04 0.04 0.03 0.03 0.04 0.03

대기업

0.34 0.27 0.25 0.24 0.23 0.24 0.20 0.19 0.18 0.20 0.17

자료: 통계청,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 각 년도.

<표 6> 제조업 고용규모별 고용자 수의 비중
종사자규모별
1~4명
5~9명

1995

2000

2001

2002

2003

(단위: %)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12.70 13.65 13.81 13.95 11.84 12.27 12.92 12.76 12.77 12.82 12.83
7.86

9.27 10.07 10.45 12.48 11.74 11.20 11.60 11.93 11.54 12.02

10~19명

10.05 11.32 11.99 12.28 12.02 11.88 12.41 12.67 13.23 12.59 12.30

20~49명

15.58 16.69 16.90 17.49 17.52 17.17 17.67 18.05 18.17 17.30 17.56

50~99명

10.63 11.10 11.48 11.23 11.20 11.10 11.73 11.23 10.80 11.22 11.07

100~299명

14.43 14.17 14.99 14.00 14.23 14.23 14.05 13.71 13.72 14.45 14.61

중소기업

71.25 76.20 79.24 79.40 79.29 78.39 79.98 80.02 80.62 79.92 80.39

220

종사자규모별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300~499명

4.86

4.82

4.74

4.64

4.91

4.46

3.95

3.62

3.72

3.81

3.51

500~999명

6.61

4.83

5.43

4.78

4.20

4.96

4.08

3.94

3.38

3.73

3.57

1000명이상

17.28 14.16 10.59 11.17 11.61 12.19 11.98 12.44 12.26 12.54 12.54

대기업

28.75 23.81 20.76 20.59 20.72 21.61 20.01 20.00 19.36 20.08 19.62

자료: 통계청,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 각 년도

<그림 2>는 중소기업의 규모별 고용자수 비중을 국가별로 보여준다.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의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우리나라
의 경우 10인 미만의 중소기업 비중은 약 41.1%이지만 다른 선진국의
경우 중소기업의 비중이 그리 높지 않다. 다만, 이탈리아의 경우
47.0%, 스페인은 약 38.4%로 나타났다. 국제비교를 통해서 살펴보더라
도 우리나라 소기업의 비중이 매우 높은 수준인 것을 알 수 있다.

주: 1) 한국,
2) 한국
자료: 한국
한국:
미국:

미국 및 일본은 2009년 기준

․일본의 경우 대기업은 300명 이상, 미국은 500인 이상
․미국․일본을 제외한 자료는 모두 Eurostat에 구함.

통계청 사업체기초통계조사 보고서,
2009 County Business Patterns
(http://www.census.gov/econ/susb/methodology.html)
일본: Statistical Survey Department, Statistics Bureau,
Ministry of Internal Affairs and Communications.

<그림 2> 전 산업 국별 사업체 규모별 종사자수 비중 국제비교(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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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소기업 부실화 문제
최근 우리나라 기업의 부실비중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998년 외환위기 이후 대기업은 대규모의 구조 조정이 이루어진 반면
에 중소기업은 구조 조정이 지연되었다. 특히 외환위기 이전의 중소기
업의 존속률에 비해 외환위기 이후 존속률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그 중
절반 이상은 생산이 감소한 부실중소기업의 존속이 증가한 것에 기인
한다. 이러한 기현상은 외환위기 이후 대폭 증가한 정부의 중소기업 지
원이 그 후에도 지속되었기 때문이다. 즉 위기 국면에서 긴급한 지원증
가가 불가피 하였지만 경제가 정상화된 후에도 여전히 지속되어 부실
중소기업의 퇴출이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4) 금융위기 이후 우리
나라 정부는 외환위기 직후와 마찬가지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
화하였다. 이 같은 상황은 중소기업 부문에 부실이 누적되는 계기를 마
련해 주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나누어 기업부실의 정도를 분석한 이병기
(2010)의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부실비율은 외환위기 이

전 시기인 1995년도 약 30.8%였다가 그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나타내다가 금융위기 직전부터 다소 증가하여 2009년 19.6%로 나타났
다. 전체 부실기업 가운데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기업 수 비중은 1995년
도의 경우 87.1%, 2009년도의 경우 88.5%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
다.5)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업규모 별로 측정된 매출액 영업이익

․

․

4) 김주훈 김동석 이시욱(2009) 참조
5) Fukuda and Nakamura(2010) 방법론을 이용한 추정은 CHK(2008)가 주장
한 방법론에 가설적인 이자보상비율을 추가적으로 적용하여 추정함으로써 부
실기업을 더 정확히 추정해 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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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영업이익/매출액)의 변화를 보면 대기업의 수익성보다도 중소기업의
수익성이 낮다. 특히 1995-2009년 기간 중 중소기업의 부실기업의 수
익성은 대기업의 그것보다도 매우 낮은 상태로 나타났다. 부실 대기업
의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1.2% 정도인 것에 비추어 볼 때 부실 중소기
업의 수익률은

–5.1%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보아 중소기업의 부실의

정도가 매우 심각한 수준인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대기업에 비해 중소
기업의 부채비율(총부채/총자산)이 매우 높은 것을 보여준다. 기업규모
별로 보았을 때 1995-2009년 기간에 중소기업의 총부채/총자본으로 계
산한 부채비율은 72.3%로 나타나고 있으나 대기업은 약 60.1%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더구나 부실 중소기업의 부채비율은 약 95.9%에 이르
러 부실 대기업의 부채비율 77.3%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 중소기
업 부문의 부실수준을 낮추고 그 정도를 개선하고 또 중소기업의 경쟁
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부실 중소기업의 구조 조정이 필요하다.
<표 7> 제조업 부문 정상기업과 부실기업의 매출액 영업이익률과 부채비율
기업규모

부실여부

대기업 중소기업

매출액
영업이익률

대기업

중소기업

정상

부실

정상

부실

정상

부실

1995-1999

6.5

3.3

7.2

0.8

7.5

3.3

6.3

-4.6

2000-2004

7.4

4.1

7.8

-0.6

8.5

1.3

5.9

-5.4

2005-2009

5.7

4.3

6.3

-2.8

6.5

-1.4

5.8

-5.5

1995-2009

6.4

4.0

6.9

-0.8

7.3

1.2

6.0

-5.1

1995-1999

72.7

84.6

69.7

87.1

68.4

80.8

73.5

103.9

2000-2004

59.0

71.2

56.8

82.9

55.1

76.6

63.0

99.6

2005-2009

54.4

65.9

54.1

76.8

52.0

72.8

61.6

84.5

1995-2009

60.1

72.3

58.0

82.8

56.0

77.3

64.6

95.9

부채비율

자료: 이병기(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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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소기업 국제경쟁력 저하와 국제화 미흡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또 다른 문제점은 내수산업이라는 인식이 팽배
하여 국제화 노력이 미흡하였다는 점이다. <표 8>은 총수출 중 중소기
업과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여준다. 우선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수출비중이 대기업에 비해 현저히 낮고 최근 그 비중이 현저히 저하하
고 있다는 점이다. 2001년 전체 수출액의 약 42.9%를 점하던 중소기업
의 수출은 2008년에는 전체 수출의 30.9%로 떨어졌다. 2009년부터는
중견기업 수출입통계가 새롭게 추가되었다. 이를 보면 2010년의 중견
기업의 수출 비중은 약 13.4%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기업의 수출
비중은 2001년 57.0%에서 2008년 약 69.0%로 약 12%포인트 증가한 것
으로 나타났다.
<표 8> 기업규모 별 수출비중

(단위: %)

항목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중소기업

42.9

42.0

42.2

35.6

32.4

31.9

30.6

30.9

21.1

21.1

15.8

13.4

62.8

65.1

0.3

0.3

중견기업
대기업
기타

－

57.0

－

－

57.9

－

－

57.8

－

－

64.3

－

－

67.5

－

－

67.9

－

－

69.4

－

－

69.0

－

주: 1.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대기업은 상호출자제한기업, 중견
기업은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뺀 나머지를 의미
2. 2009년 이후 중견기업 신설로 통계 불일치 발생
3. 관세청 통관자료 기준
자료: 중소기업청(http://stat2.smba.go.kr/dbsearch_re_02.jsp)

한편 기업규모별 해외투자를 보여주는 것이 <표 9>이다. 기업규모별
로 살펴볼 때 중소기업의 해외직접투자 비중은 감소하고 있는 반면에
대기업의 해외투자 비중은 증가하고 있다. 2001-2005년에 63.3%였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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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2006-2010년에 65.9%로 증가한 반면 중소기업의 해외투자액 비
중은 감소하였다. 2006-2010년 기간 중 중소기업의 해외투자 증가율이
급격히 감소한데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9>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해외직접투자 비중 및 증가율
제조업부문 투자액
증가율

전체산업 투자액 증가율

투자비중

(단위: %)
투자비중

대기 중소
대기 중소
대기 중소
대기 중소
기타 합계
기타 합계
기타
기타
업 기업
업 기업
업 기업
업 기업
2001
~ 39.0 24.0 41.9 32.1 9.0 19.5 35.7 8.8 63.3 32.0 4.7 73.2 18.6 8.2
2005
2006
~ 29.8 9.7 -4.1 21.0 56.5 27.2 8.4 45.2 65.9 30.2 3.9 75.6 19.5 5.0
2010
2001
~ 34.4 16.8 18.9 26.5 32.7 23.4 22.1 27.0 64.6 31.1 4.3 74.4 19.0 6.6
2010
자료: 한국수출입은행(2012)

(3) 중소기업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지난 10년 전에 비
해 경쟁력을 상실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생산성이 현저히 저하하
고 있고 영세 중소기업이 전체 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여전히 높다.
더구나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수출비중 및 해외적접투자 비중이 낮
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더구나 부실기업의 비중이 여전히 높은 수준
이지만 구조 조정이 지연되고 있고 부실 중소기업의 부채비율이 대기
업의 그것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인 것으로 파악된다. 중소기업의 경쟁
력 향상을 위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하지만 중소기업 정책은 최근 다시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정책으로 옮겨가고 있는 상태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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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창업 및 혁신형 중소기업 정책
우리나라는 오랜 기간 동안 창업하기 어려운 환경이었다. 그러나 현
정부 들어 기업의 창업환경이 빠르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세
계은행에서 발표하는 우리나라 기업환경(Doing Buisness) 전체 순위는
2006년 155개국 중 27위, 2012년은 183개국 중 8위로 크게 개선되었다.
이중 창업절차, 창업 소요시간 및 소요비용은 물론 최소자본비용 규제
가 폐지되면서 창업하기 좋은 기업환경 순위가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
타났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2008년 4월 유사상호규제 폐지, 정관
및 의사록의 공증의무 면제, 주금납입보관증명서 제출 면제, 법인등록
세 납부와 설립등기 절차 통합, 법인설립 시 채권매입의무 면제 및 최
소자본금제 폐지 등을 발표하였다.6) 특히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을 납
입하지 않으면 주식회사 설립이 불가능하였으나, 이 제도를 폐지함으
로써 소액의 자본금으로 주식회사 설립이 가능해져, 회사설립을 위한
자본금 조달 부담이 없어졌다.
<표 10> 세계은행 창업환경 변화
2005

2011

창업절차(수)

12

5

소요시간(일)

22

7

소요비용(1인당GNI 대비%)

15.2

14.6

최소자본비용(1인당GNI 대비, %)

308.8

0

27위/155국

8위/183국

순위

주: 2005년과 2011년은 내용연수로 자료발표연도는 각각 2006, 2012년도
자료: 세계은행, Doing Business, 2006, 2012.

6)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창업절차간소화, 2008.4.월 자료와 중소기업청, 창업
절차 간소화 제도개선 내용, 2009.5.28.자료는 창업절차 간소화의 주요내용을
정리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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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현 정부는 혁신형 중소기업을 활성화시키는 정책을 꾸준히 추
진하였다. 혁신형 중소기업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높은 경제적 부가가
치를 창출할 수 있지만 사업위험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표 11>을
보면, 혁신형 중소기업은 2001년도에 중복업체를 제외하고 약 11,783개
의 기업이 존재하였다. 2011년 말 혁신형 중소기업은 약 4만 6천개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11> 혁신형 중소기업 현황
기업형태별

2001

2002

2003

(단위: 개)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총계
(중복업체제외)

11,783 9,500 8,558 8,839 10,731 17,014 24,401 32,363 39,086 43,137 46,302

벤처기업

11,392 8,778 7,702 7,967 9,732 12,218 14,015 15,401 18,893 24,645 26,148

이노비즈기업

1,090 1,856 2,375 2,762 3,454 7,183 11,526 14,626 15,940 16,243 16,944

경영혁신기업

2,619 6,510 11,324 13,988 16,642 17,558

합계
중복업체

－ － － － －

12,482 10,634 10,077 10,729 13,186 22,020 32,051 41,351 48,821 57,530 60,650
699 1,134 1,519 1,890 2,455 5,006 7,650 8,988 9,735 14,393 14,348

주: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지정은 2006. 7월부터 시행
자료: 중소기업청(http://stat2.smba.go.kr/dbsearch_re_02.jsp)

혁신형 중소기업은 양적으로 매우 빠른 성장을 나타냈다.
그러나 최근의 서정대(2009)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일반적인 기대와
는 달리 이노비즈 기업의 R&D투자가 매우 미흡하고 직원의 교육훈련
에 대한 투자는 심각하게 낮은 수준이며 해외시장 진출이 상당히 저조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짧은 기간 동안에 이노비즈 기업의 인증을
양산함으로써 전반적으로 하향 평준화되었으며, 이노비즈 인증을 받은
약 90%에 해당되는 기업이 상대적으로 낮은 기술평가 B등급을 받은
기업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더구나 기술혁신형 기업의 범주에 포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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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이노비즈 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등 인증제도 및 기업
간에 뚜렷한 구분기준이 없다. 그 결과 각종 인증제도 간의 차별성 부

․

족으로 이노비즈 벤처기업 중복인증이 양산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
로 지적하고 있다.
2) 중소기업 관련 재정 및 정책자금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정책금융을 포함한 정부의 각종 재
정지원사업, 공공구매, 세제혜택, 각종 규제의 비적용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금이나 기금은 중소기업진흥
공단이나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산하의 집행기관을 통해서 자금이
공급되는 구조이다.7)
우선 정부부처별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재정지원 사업은 중소기업
청 이외에 여러 부처가 관여하고 있으나 각 부처별로 시행중인 중소기
업 지원 사업 간에 유기적인 연계가 미흡하다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

․

다. 이로 인해 사업 간에 유사 중복성 특정 업체에 대한 중복지원 현
상이 발생하고 있고 투자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사업간 유사 중복성은 각 부처가 고유 정책 목적을 위해 중소기업 관
련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원대상, 지원내용 등에 대한 부처 간

․

협의 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
나고 있다. 인력지원의 경우 지경부, 고용부, 중기청 사업 간에 발생하
고 있고, R&D 사업의 경우 지경부, 중기청, 사업간 유사 중복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8)

7) 이기영(2011) 참조
8) 한국개발연구원(2011, 20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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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중소기업 관련 정부부처* 재정투자액
2010

(단위: 100만 원)

2011
중소기업
지원예산

예산

2012
중소기업
지원예산

예산

시책수
중소기업
지원예산

예산

합계 10,916,842 9,656,853 11,219,745 9,900,318 11,278,576 10,086,740

203

주: *정부부처: 중기청, 지경부, 고용부, 농림부, 문체부, 환경부, 특허청, 기재부, 국토부, 교과
부, 식약청, 관세청, 방사청, 금융위
자료: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연구원

또한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의 지원 중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
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기금 등과 같은 보증기금을 통한 금융지원 문
제이다. 2010년 말 70.5조 원의 보증을 제공하였는데, 이것은 GDP의
6.0%를 차지하는 것이다.9)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 GDP 대비 신용보
증 비율이 다소 높아졌다.
<표 13>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지원액 추이

(단위: 조,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신용보증기금
(A)

20.3

23.3

25.7

28.4

30.5

29.2

28.5

28.5

30.4

39.2

38.8

기술신용보증
기금(B)

12.5

13.7

14.1

14.4

13.4

11.5

11.2

11.3

12.6

17.1

17.4

지역신용보증
재단(C)

1.0

1.5

1.9

2.3

2.6

3.4

4.0

4.6

6.0

11.2

14.3

33.8

38.5

41.7

45.1

46.5

44.1

43.7

44.4

49

67.5

70.5

(A

＋ B ＋ C)
합계

GDP

(A

＋ B ＋ C)
/GDP

2008

2009

2010

603.2 651.4 720.5 767.1 826.9 865.2 908.7 975.0 1,026.5 1,065.0 1,173.3
5.6

5.9

5.8

5.9

5.6

5.1

4.8

4.6

4.8

6.3

6.0

자료: 중소기업청(2012) 및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2012)

9) GDP대비 신용보증잔액의 비율은 2006년의 경우, 우리나라와 같은 공공보증제도인
일본은 5.7%, 상호보증제도인 독일은 0.23%, 융자보증제도인 미국 영국의 경우에는
각각 0.14%, 0.04%로 나타났다. 신용보증기금, 세계의 신용보증제도, 200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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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에 제공되고 있는 다양한 정책자금 형
태와 지원조건을 비교한 것이다. 중소기업청 정책자금은 재무등급만으
로 지원대상을 선별하지 않으며 사업성 평가를 병행하고 있다. 다만,
신용등급 상으로는 투기등급에 해당하지만 자산건전성 기준으로 ‘정상’
으로 분류되는 F2등급 이상에 대한 지원비중이 2009년 말 잔액 대비
10.6%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국정책금융공사에서 제공하는 온랜딩
(On-Lending)의 경우에는 지원실적에서 기업은행 기준 A등급 이상에 대

한 지원비중이 53.9%(기업은행의 경우 전체 대출잔액의 22.3% 수준)를 차
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온랜딩은 지원 가이드라인 상으로도 은행
기준 여신 적격업체 수준인 10등급 이상을 주된 지원대상에 포함함으
로써 시장금융과 부분적으로 중복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표 14> 정책금융 지원대상 비교
구분

정책자금

On-lending

신용보증

은행자금

지원요건

기술사업성 우수

업력3년 매출
10억 원이상

담보력취약

신용도 우수

BB이상

BBB등급이하

BB 등급이상

회사채
신용등급

B

＋ 이하등급

․

자료: 이기영(2011)

지난 10년간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재정투자 및 정책금융이 지속적
으로 증가하였다. 이같이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확대되는 과정

․

에서 중소기업 정책의 실효성이 저하도고 지원정책이 지나치게 중복 다
기화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특히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이
후에 정책금융이 크게 확대되면서 과도한 정책자금 지원이 중소기업의
구조 조정을 오히려 지연시킨다는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논란
속에 김현욱(2004)은 1998-2003년 간 중소기업청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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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정부의 정책자금이 중소기업의 수익성 개선에 기여하였는지 분석하였

․

다. 이 연구결과는 정책자금이 지원된 중소기업에서 경쟁 혁신 유인 저
해 등 정책금융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결과를 얻

․

고 있으며, 창업 초기기업의 영업이익률 개선이 더욱 강하다는 증거를
일부에서 발견하였다.10)
또한 이와 관련하여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통합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1980년대 후반, 기술집약형 산업중심으로 경제구조를 재편하려는
움직임 속에서 기존의 신용보증제도로는 불확실성이 높은 기술창업이나
기술개발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이 요구되면서 기술신용보증기

․

금이 설립된 바 있다. 신보 기보의 복수신용보증기관체제가 구축되면서
신용보증이 급속하게 증가하였고, 1990년대 초반부터 신용보증사고로 인한
자본 잠식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10) 신용보증이 중소기업의 성과에 미친 영향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소 엇갈린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정연승 외(2007)는 보증기업이 비보증기업보다 총자본수익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신용보증이 보증기업의 자산수익률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
타나지만 매출액 영업이익률을 증가시키는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분석하였다. 그
렇지만 보증지원의 효과는 애초 정책기대와는 달리 기업의 수익성과 성장성에
대체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보증규모가 큰 기간에 부정적
인 영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보증의 총 규모가 감소하는 최근의 기간간만을
분석한 경우 보증의 효과는 점점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최근 실증분석 결과에 의하면 신용보증 지원이 중소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신상훈 박정희(2011)은 보증지원의
규모가 증가할수록 수익성과 성장성으로 측정한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음이
라는 연구를 보여주었다. 그렇지만 기술보증기금을 지원 받은 기업의 성과는 대체
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술보증은 물적 담보능력이 취약한 중소
벤처기업에 대해 사업자금을 공급하기 위한 수단이며 대부분 기술보증기금에서
담당하고 있다. 윤소라 한봉희(2009)는 벤처기업의 수익성도 개선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술보증을 받은 기업의 경우 수익성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는 반면에 안정성이 개선된다는 증가는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 김준기
(2006)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성과를
분석한 결과 수익성의 경우 정책수혜기업들의 영업이익률이 통제군 기업에 비해
개선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으나 안정성 활동성 성장성의 경우 분석집단
과 통제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 조영삼(2008) 참조.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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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이 양대 신용보증기관의 문제를 정부에서는 경쟁적 복수기관 운용에
따른 부작용으로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정부는 이는 기존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기능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을
줄이고자 38개 공공기관을 17개로 통합하는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포함하여
문제를 풀어 보려고 하였으나 2008년 10월 발표한 3차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서 신보와 기보의 통합이 한국정책금융공사 설립 이후로 미루어지면서 통합
결정이 유보된 상태에 있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이 통합되는 경우 과도한 보증공급으로
인한 금융기관 및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고 또 중복보증 방
지하고 보증업무영역의 모호성을 사전에 제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
면에 기존의 신용보증기금에서는 지원하기 어려운 기업, 즉 불확실성이
높은 기술창업이나 기술개발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기술신용기금의 폐지는 재무상태 취약으로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우수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없게 되는 문제점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11)
3) 비대칭적인 기업규제와 기업성장 애로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또 다른 문제점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과다한
지원과 보호가 주어지고 있지만, 중견기업이 되면서 기존의 지원혜택이
줄어들고 규제는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비대칭적
인 중소기업 지원제도로 중소기업이 성장하여 중견기업이 되는 경로 상
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중소기업유예제도 적용기업 중 58.9%가 중소기업으로

11) 국회입법조사처(200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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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귀를 희망하였다는 설문조사결과를 제시하였다. 중소기업 혜택을 받기
위해 기업규모를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경우도 조사된 바 있다. 설문조사대
상 기업 중 중소기업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 17.2%가 자회사설립(유예기업,
40.5%), 15.3%가 아웃소싱(유예기업, 24.3%), 13.6%가 임시근로자 채용(유예기
업, 18.9%) 등의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고 있다.12)

특히 중소기업의 성장인센티브를 억제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
되는 것은 중소기업에 제공되는 지원혜택이다. 대출금리 우대 등의 정책
자금 지원정책, 구매자 금융 보증제, 외국인 산업연수제, 산업기능요원제,
청년채용 패키지 사업 등 중소기업청에서 제공하는 중소기업지원책의 수
만 해도 수 십 가지에 달한다. 더구나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
는 것을 꺼리는 제도적인 걸림돌로 중소기업들이 지적하는 것은 조세부담
이다.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함에 따른 조세부담이 증가한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2012)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표 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에 따라 부담이 증가하는 조세제
도 수는 총 32건에 이르고 있다.13) 중소기업만 지원하고 있는 세제는 창업

12) 중소기업연구원, “중소기업 범위기준 검토 및 운용 방안 개선에 관한 연구”,
2008년 5월.
13)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중견기업에 대한 지원)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요건
을 모두 갖춘 기업(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
다)으로서 고용안정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혁신 역량과 성장
가능성이 큰 기업에 대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대상 중견기업을 선정하기 위한 평가항목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닐 것. 2.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에 속하지 아니할 것. 정부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되면서 증가하는 재
정적인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중견기업의 성장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소
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는 3년의 기간이 경과한 중
견기업에 대하여 그 이후 5년간 조세와 금융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식
경제부장관은 중견기업을 육성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

①

․

②

․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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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건, 연구인력개발 2건, 고용지원 3건, 구조 조정 4건, 지역균형발전 2건
등 총 32건이 있으며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이 되는 경우에 중견기업은
이러한 세제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다.
<표 15> 중소기업

→ 중견기업 성장에 따른 부담 증가 세제 수
중소기업만 지원

차등과세

합계

창업

8

0

8

연구인력개발

1

1

2

투자촉진

2

2

4

고용지원

3

0

3

구조 조정

4

0

4

상속 및 증여

0

3

3

지역균형발전

2

0

2

그 외(특별세액 등)

3

3

6

총 계

23

9

32

자료: 한국중견기업연합회(2012)

둘째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하면서 기
업규모의 확대에 따라 받는 다양한 형태의 제약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
다. <표 16>을 보면, 인력규모에 따른 기업규제는 5인 이상의 사업장부
터 시작된다. 5인 이상일 경우 적용되는 해고, 근로시간 규제 등 근로
기준법 상의 강행규정을 시작으로 중기업으로 분류되는 300인 이상에
서 장애인고용의무, 보육시설설치의무 등 약 25가지의 규제가 추가된
다. 공정거래법 상 자본금, 자산 규모에 따른 규제 역시 규모가 성장
할수록 규제가 늘어난다. 자산 1천억 원 이상의 경우 부채액 보유규모

․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련 기관 단체 및 학계와
관련 분야의 전문가에게 자문하고 협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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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한된다. 자산 2천억 원 이상인 기업의 경우 기업결합 시 공정위에
신고의무가 추가된다. 자산 5조 원이 넘게 되면 지주회사 설립금지, 상
호출자 금지, 계열회사 채무 보증금지, 금융회사와 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 대규모 내부 거래 시 이사회의 의결 및 공지 의무, 주식 소유 현
황 및 재무 상황 공정위 신고의무, 채무 보증 현황 공정위 신고 의무
등 각종 의무 및 제한 조항이 증가한다. 자산규모가 증가할수록 점증하
는 규제와 함께 중소기업을 졸업하게 되면 각종 지원 혜택에서 벗어난
다.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혜택을 잃는 대신에 중소기업이 성장하였을
때 부담해야 하는 것은 정부규제 뿐이다.
<표 16> 기업규모에 따른 성장의 제도적인 제약요소
분류

세부기준
10조 원

겸영 및 주식소유제한(방송법)

5조 원

지주회사설립제한, 상호출자금지및채무보증제한, 중소기업 창
업 투자회사의 계열회사주식 취득금지, 금융회사 의결권제한,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주식소유현황 및 채
무보증현황신고(공정거래법),의결권제한, 신용평가업 허가제한
(신용정보법)

2조 원

사외이사선임, 감사위원회설치(보험업법, 자통법), 의결권제한
(자통법),
주식보유제한 및 의결권 제한(은행법)

자산

2천억 원

기업결합 신고(공정거래법)

1천억 원

부채액보유제한(공정거래법),상근감사규정(자통법), 외부감사인
지정(외감법)

100억 원

외부감사대상(외감법)

㎡
면적 3만㎡
연면적 2백㎡
건축면적 5백㎡
면적 백만

면적

규제내용

대규모 개발사업제한(수도권정비법)
택지, 공업용지, 관광지 등의 조성사업제한(수도권정비법)
공장설립제한(수도권정비법)
공장의 신설 등에 대한 제한(산업집적활성화법)

중소기업 부문의 경쟁력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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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종업원
수

세부기준

규제내용

5인

해고제한,해고예고의무,주당근로시간제한,휴게시간부여의무,
여성및청소년고용제한,임산부고용및사용제한등(근로기준법)

10인

취업규칙작성 및 신고(근로기준법)

30인

노사협의회, 고충처리위원회 설치(근로자참여증진법)

50인

산업안전관리자, 안전보건관리자배치(산업안전법),장애인고용
의무(장애인고용촉진법)

100인

안전보건관리책임자배치, 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위설치, 산업
안전보건관리규정작성(산업안전법)

200인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장애인고용촉진법)

300인

안전관리자 지정(산업안전법), 보육시설 설치(영유아보육법)

500인

보육시설 설치(영유아보육법)

자료: 김시정(2009)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사라지는 혜택으로
중소기업이 중견이 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
인다. 그러나 더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기업이 성장해 가면서 성장단
계별로 어떤 요인이 기업성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분석
이 필요해 보인다. 최근의 한 연구에 의하면 생존 중소기업은 창업단계
를 지나 성장 경로 상 제1전환점이 나타나기 까지 평균적으로 설립 후
8년 이상 소요되며 제1전환점이 나타나기까지 평균적으로 업력 약
200개월 시점까지 성장의 정체를 보이다가 이후 다시 성장의 도약기
를 맞이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업의 연륜이 높아지면서 정책금융
에서 직접금융으로 자금조달이 필요하고 시장확대를 통해서 규모의 경
제효과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현행의 중소기
업 정책이 지원이나 보호 보다는 중견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새로운

․ ․

시각에서 조세 금융 R&D정책이 검토되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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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정부의 중소기업 정책 방향 및 과제

(1) 중소기업 정책의 기본방향
현재 중소기업을 둘러 싼 환경은 예전과 같지 않다. 첫째로 FTA 등
개방의 파고가 높다. 이미 중국과의 시장개방에서 한국 중소기업에 미치
는 영향이 크다. 이 같은 세계경제 환경과 산업구조의 변화과정에서 중소
기업의 적응이 느려지면서 일부 중소기업의 부실이 발생하고 중소기업
경쟁력의 원천이 빠르게 상실된 것으로 보인다. 둘째로 중소기업 간 경쟁
이 치열해지면서 경쟁력을 상실한 부실 중소기업이 증가하고 있고, 경쟁
에서 밀린 기업은 퇴출의 위기에 처하고 있다.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이후
경제환경에 적응한 대기업과 일부 중소기업은 뛰어난 경영성과를 보이
고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다수의 중소기업은 최근 내수부진과 함께
심각한 경영난에 봉착해 있다. 중소기업 문제는 국내외 경제환경 변화에
능동적인 적응을 하지 못한 것이 여러 가지 원인 중 하나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도 정부와 중소기업은 장기적 안목에서 경쟁력 강

․

화를 위한 정책 방안 제시보다는 여전히 보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인
식을 나타나고 있다. 2010년 8월 공정사회론과 그 이후 추진된 동반성
장 정책으로 중소기업 정책 기조가 크게 바뀌면서 정책의 내용도 대기
업 규제, 중소기업 보호의 방향으로 선회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기
업은 규제하고 중소기업은 보호하는 제도들이 다수 입법화되기 시작하
였다. SSM 사업조정제도 도입, 대규모 소매점업법 제정 및 징벌적 손
해배상제도 도입, 남품대금 부당감액 입증책임 전환 등 중소기업을 보
호하는 제도들이 다수 도입되었다. 더구나 1998년 외환위기와 최근 금
융위기를 경험하면서 중소기업 부문에 많은 부실기업이 존재하고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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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이에 대한 대책은 미비한 실정이다. 한계기업의 원활한 조정이 이루
어지지 못하고 있는 한편으로 기존 중소기업이 경쟁압력을 뚫고 중견
기업으로 성장한 케이스도 극소수에 불과하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

․

로 성장할 수 있는 경제적 제도적인 시스템이 정비될 필요가 있어 보
인다.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지원과 보호 보다는 개방과 혁신을 통해 규
모확대와 성장률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정비가 있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논의하여 온 중소기업 정책은 경쟁력 향상을 우선할 엇인가
아니면 형평성을 우선할 것인가 하는 문제, 중소기업 성장을 촉진할 것인

․

가 아니면 보호 육성정책을 추진할 것인가와 같은 보다 근본적인 정책논
의와 맞물려 있다.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최근 중소기업 정책은 형평성의
관점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의 지원은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지원보다는 중소기업을 단기적으로 보호하는 지원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자생력을 기르는데 한계가 있다. 중소기

․

업에 대한 보호 지원보다는 보다 잘하는 기업, 능력있는 중소기업이 더욱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정책수단을 강화하
는 방향으로 중소기업 정책 전반의 재편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성장촉

․

진 정책이기 보다는 보호 육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2004년도 발표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은 중소기업 정책
의 큰 흐름이 경쟁력 강화를 통한 중소기업 성장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한 걸음 나가는 정책조치였다.14) 적어도 현 정부 들어 2008년 8월 발
표된 중소기업 제도 개혁 방안은 새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의 기본
방향으로 창의적 기술집약형 창업활성화, 중소기업 도약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구축 및 수요자 중심의 정부지원시스템 구축을 제시하고

․

14) 재정경제부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 200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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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시장과 경쟁원리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을 글로벌 혁신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최근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다양한 정책과 제도들이 속속 도입되고 있

․

는 실정이다. 2010년 발표된 대 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은 그
러한 내용을 집약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직접지원 대 간접지원 방식의 선택이다. 중소기업 지원
사업을 분석해 보면 금융지원과 관련된 융자, 보증예산의 비중이 커지
고 있는데 직접지원 예산의 증대는 중소기업 지원의 경직화를 초래할
수 있는 문제가 제기된다. 직접지원을 확대할 경우 R&D 투자나 자금
지원 면에서 기업 스스로 해결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공공지원을 받
게 되는 기업의 무임승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몇 가지 시각에서 앞 장에서 논의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정책적인 문제들을 다뤄보고자 한다.

(2) 주요 중소기업 정책 과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경쟁력 향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정책방향의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모든 중소기업을 보호하려는 정책보다는
생산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성장을 촉진하고 비효율적인 중소
기업에서 효율적인 중소기업으로 자원을 이동시키는 구조 조정이 이루
어지고 M&A를 통해 규모화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 기술혁신형 기업 활성화
이미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중소기업 핵심문제는 생산성이 낮으

․

며 핵심기술을 보유한 중소 중견기업이 미약하다는데 있다. 중소기업

중소기업 부문의 경쟁력 향상

239

․

[제4권] 공공개혁 | 기업 시장제도

의 기술력 향상은 기술력있는 중소기업의 창업과 기존 중소기업의 혁
신에 의해 가능하다. 최근 중소기업의 창업환경은 대폭 개선되었다. 기
술혁신형 창업이 증가하기는 하였지만 기술력이 부족한 기술기업의 창
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혁신형 중소기업은 양적 측면에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렇지
만 기술혁신 능력이 없는 중소기업도 선정되고 있다는 논란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혁신형 중소기업 정책은 양적인 증가만을 추구하기 보

․

다는 평가제도의 개선이나 유사 중복제도 간 통폐합을 통해서 기술개
발능력이 있는 혁신형 중소기업이 선정이 되고 이러한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우선 혁신형 중소기업 정책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노비즈 기업을 포함한 혁신형 중소기업의 인증
제도 전반에 대한 개편이 필요하다. 이노비즈기업 인증제도의 개선 및
자격기준 상향조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혁신형 중소기업의 질적
수준을 우선적으로 제고해야 한다. 또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등으로 다기화된 구분을 통폐합하여 기술혁신이
높은 중소기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운용중인 혁신형 중소기업 제도를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 중소
기업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이 벤처기업, 이노비즈, 경영혁신형
기업에만 배타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닌 이상 중복지정을 초래할
정도로 복잡하고 광범위한 지정제도의 운용은 실효성이 의문시된다.15)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제도의 실효성을 재검토하여 단일의 제도로 통합
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15) 조덕희(200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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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 혁신형 중소기업의 구분
구분

정의

근거법

벤처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 등 벤처금융기관
기술혁신 활동을 통하여 기술경
이 사업아이템의 미래성장성과
쟁력 확보가 가능하거나 미래성
시장성을 인정하여 위험을 감수
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
하고 투자/보증/융자한 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인적관리, 공정혁신, 지식/정보
관리, 마케팅 등 다양한 경영혁
신활동을 수행하여 성과를 얻는
기업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
법 제2조의2
조
조의2
경영혁신 역량을 프로세
∙중소기업의 기술수준과 기술 ∙중소기업의 사업성 및 기술력 ∙기업
스와 시스템 중심으로 평가하
혁신시스템을 중심으로 기술

특징

평가
지표
구성

혁신역량을 평가
OECD가 개발한 혁신활동 측
정기법인 Oslo매뉴얼을 토대
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능력
측정모델로 개발

∙

을 중심으로 경영, 기술혁신
역량을 평가
기존의 벤처전문평가기관
(중진공, 기술신보 등)의 검증
된 평가지표로 구성

∙

<연구개발기업 사업성 평가>
<기술혁신시스템평가>
경영주 기술능력(44점)
기술혁신 능력(300점)
사업성(56점)
기술사업화 능력(300점)
<기술평가보증/대출기업, 예비
기술혁신 경영능력(200점)
벤처기업의 기술성 평가>
기술혁신 성과(200점)
경영주 기술능력(25점)
<개벌기술수준 평가>
기술성(43점)
AAA D의 10개 등급 구분
사업성(32점)

∙
∙
∙
∙
∙ ～

∙
∙
∙
∙
∙

고 해당 기업의 경영수준을
제시
OECD Oslo매뉴얼을 토대로
신보/생산성본부 등에서 제
출한 안에 대하여 전문기관이
참여하여 개발

∙

∙리더십(240점)
∙지속적 혁신(130점)
∙인적자원관리 프로세스(280점)
∙고객 시장중시 프로세스(60점)
∙생산/서비스 운영 프로세스
(제조/서비스)(30/50점)
∙생산설비현황(제조)(20점)
∙측정, 분석 및 지식/정보관리
(90점)
∙비계량지표(기업 잠재적 가
치평가)(100점)
∙계량지표(재무적 및 시장성
과평가)(250점)

선정
기준

기술혁신시스템 700점 이상, 개 평가기관의 현장실사를 거쳐 평 평가점수 700점 이상일 경우 경
별기술수준 B등급이상 선정 가점수 65점 이상 선정
영혁신형 중소기업 선정

평가
기관

기보

기보, 중진공

신보(기보, 기정원)

시행
시기

1988.5.

2001.8.

2006.7.

자료: www.mainbiz.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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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금융 지원기관의 혁신
한국정책금융공사의 온랜딩 방식의 중소기업 지원,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중소기업 정책금융지원, 기술신용보증 및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지원 등 다
양한 형태의 지원 방식이 존재하고 있다. 2009년 10월 출범한 한국정책공사
는 중개금융기관에 저리의 자금을 지원하고 금융기관이 중소기업을 선별하

․

여 자금을 집행 관리하는 온랜딩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중이다. 온랜딩방
식은 공공부문이 민간은행에 자금을 먼저 저리로 지원한 후, 민간은행이
기업을 심사 선별하여 기업에 자금을 대출하고 대출 리스크는 민간은행과
공공부문이 나누어 분담하는 방식이다. 지원대상을 중개금융기관이 선별함
으로써 시장원리에 기반하여 중소기업에게 자금 지원할 수 있게 되고 이로
써 정책자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공급하는 기능을 수행 할 수 있다. 신용보증
제도의 운영 방식을 주요 선진국처럼 보다 시장친화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즉 보증기관은 부분 보증비율, 보증대상업종, 심사항목 등 기본원칙을
정하는 역할을 주로 담당하고 금융기관이 중소기업의 사업성을 평가한 후
보증을 의뢰하는 위탁보증 방식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10-11등급
기업에 대한 지원 비중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6-8등급의 경우에
는 은행권에서도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당초 간접대출의 취지를 감안하여
신용등급 요건을 점진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 혁신형 중소기업이나 신
생기업에 대해서도 온랜딩 방식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대상기업 선정에 유연
성을 부여하고 한국정책금융공사의 신용위험비율을 점진적으로 증대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온랜딩 방식의 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해 가면서 중소기업 정책금융 지
원제도는 효율적인 정책수단 중심으로 단순화하고 체계화함으로써 중소
기업 정책금융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중소기업 정
책금융 지원체계는 매우 다기화되어 있지만, 정책금융이 효율적으로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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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주요 선
진국에서처럼 위탁보증방식이 활성화되면 은행권의 대출심사 능력의 제
고, 사후 모니터링의 강화 등을 기대할 수 있게 되고, 이러한 은행의 신용
정보 생산의 증대는 중장기적으로는 신용보증제도를 통한 금융지원 규모
를 줄이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16) 중소기업의 과도한 정책금융 의존을
시정하고 효율적인 금융시장의 발전을 유도하기 위하여 신용보증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우선 단계적 신용보증 지원과 보증졸업제를 시행할 필
요가 있다. 신용보증기금에서도 일정 보증기간이 지나고 난 후 졸업제를
시행함으로써 관성적인 보증서비스 수혜를 주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양 신용보증사는 신규 기업을 발굴하여 지원하여 본래 신용보
증의 목적을 살리고 보증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
다. 중복보증을 억제하기 위해 금융시장에서의 주채권은행 제도와 마찬
가지로 주신용보증기관을 설정하여 중복보증을 방지하는 제도적인 장치
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정책금융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정부에 의한 직접지원제
도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중소기업 자금을 담당하는 기관들은 이미 방대한
조직을 가지게 되었다. 중소기업 정책이 간접적이고 다단계 방식으로 전환
된다면 이들 기관들은 소수의 금융전문가를 제외하고는 조직이 대폭 축소
될 수밖에 없다. 이들 기관 스스로가 제도개선을 추진하기 어려운 유인구조
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중소기업지원 정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장기목표와 시한을 가지고 중소기업지원 체제의 변
화와 함께 정부지원기관의 기능조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17)
금융권은 여전히 담보 등 외형중심의 대출관행을 유지하고 있어 담보

16) 정형권(2009) 참조.
17) 오규택 이기영 이창용(2007) 참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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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이 부족한 혁신형 중소기업은 기술력 사업성이 있어도 자금을 조달

․

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신용위험 평가 관리에 기초한 신용
대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중소전문 신용정보회사(Credit
Bureau: CB)를 활성화하고 이에 중소기업 정보를 집적화함으로써 데이터

베이스 인프라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18)중소기업의 자금조달 문제를 해
결하는데 있어서 정보비대칭성 문제를 해소하는 일 만큼 중요한 일이 없
으며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 정보의 질적 개선만큼 중
요한 일이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중소기업 금융특화 신용정보회사를 육
성하여 공공정보의 공유 확대 등을 통해 중소기업 신용평가 인프라를 대
폭 개선하고 또 경쟁체제로 전환하여 중소기업 신용대출 지원 기능을 충
실히 수행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부실 중소기업의 구조 조정
위기이후 부실 중소기업의 구조 조정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음으로써
부실 중소기업 규모가 확대되고 부실 중소기업에 의한 발목잡기 현상 발
생하고 있다. 지원에만 의존하는 부실 중소기업의 퇴출 유도 및 자원배분
의 효율성 제고할 필요가 있다.
첫째로 한계 중소기업의 구조 조정이 필요하다. 시장진입과 퇴출의 창
조적 파괴과정이 전체 제조업의 생산성 향상에 매우 중요한 역할 담당한
다.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소기업 부문에 비효율적 한계기

․

업이 온존하고 있는 상태이다. 기업부문의 수익성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구조 조정 필요성 제기된다. 회생 가능성있는 기업 구조 조정 유도, 회생
가능성이 없는 부실기업은 경쟁을 제약하고 경제효율성을 저해하므로 신

18) 이지언(20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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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히 퇴출되어야 할 것이다.
부실 중소기업이 정상 중소기업의 고용 및 투자를 억제하는 효과는 매
우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다시 말해 부실 중소기업의 비중증가는 당해
산업 내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정상 중소기업의 투자와 고용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것은 부실 중소기업이 정상기업의 ‘발목잡기’
를 잡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산업 내에 많은 부실기업이
다수 존재할 때 그 산업 내에서 창업이 감소하고 정상기업이 이뤄 놓은
다수의 사업조차 어렵게 만드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한계 중소
기업의 구조 조정이 더 적극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 최근 중소기업의
생산성은 대기업의 절반이하로 떨어져 상당부분 경쟁력을 상실해 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중소기업의 구조 조정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우선 은행권의 상시평가 기준을 더욱 명확하게 적용하여 부실 중소기업
의 구조 조정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구조 조정은 그 규모
가 작기 때문에 채권자 주도의 구조 조정이 바람직하지만, 중견기업의 기업
구조 조정에는 최근 도입된 자본시장통합법 상의 기업재무안정PEF제도 및
산업발전법 상의 기업재무개선 PEF 등 다양한 형태의 기업구조 조정 제도
들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부실 중소기업의 구조 조정이 원활하게 이루
어지기 위해서는 은행권이 갖고 있는 부실기업을 부실채권 시장에 내놓아
구조 조정을 위한 공급기반이 확충될 필요가 있다.
둘째로 부실기업이 효율적으로 처리되기 위해서는 부실자산 거래시장
형성이 필요하다. 기업구조 조정의 한 축을 채무재조정이라고 한다면 채
권자인 은행을 뺀 구조 조정을 생각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은행은 기업구
조 조정 부문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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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이 거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부실채권의 공급기반 정비가 필
요하다. 부실채권을 현가 매각하거나 출자전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
내 구조 조정 시장과 부실채권시장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
현행 사모펀드 규제체계는 복잡할 뿐 아니라 외국 사례에 비해 규제수준
이 높기 때문에 규제의 완화가 필요하다. 자본시장을 통해서 민간자금이
기업의 재무안정 지원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업재무안정 PEF
를 도입하였다. 현행의 기업재무안정 PEF제도 하에서도 펀드결성이 이루
어지지 않는 것은 투자매물의 부족, 낮은 수익률 등과 같은 열악한 투자
환경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 PEF에 대한 차입제한 규정
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차입제한 규정은 PEF의 투자대상과 기회
에 제약을 가져올 뿐 만 아니라 외국의 PEF와의 경쟁에도 불리한 구도로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기업재무안정PEF의 차입제한을 현재 200%로 되
어 있으나 향후 이런 제한을 완화하는 한편 차입자금에 대한 보고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
셋째로 다양한 주체와 방식에 의해 중소 부실기업의 구조 조정이 가능하
도록 기업구조 조정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 구조 조정의 활성
화를 위해서는 채무재조정 제도 등 어느 하나의 방식이 정책목표 달성의
독점적 수단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중소기업은 규모뿐만 아니라 포괄하는
산업 등이 대기업에 비해 매우 다양하다. 중소기업은 금융기관 채무액의
규모에 따라 채권은행을 통한 구조 조정, PEF를 통한 기업구조 조정 등 다양
한 형태의 구조 조정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제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4) 성장촉진 관련제도 정비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경우가 매우
드문 환경에 놓여 있다. 안상훈(2005)가 처음 분석한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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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 연구에 의하면 1993년에 중소기업에 속했던 사업체는 56,472개였으나
약 10년 후(2003년)까지 생존한 사업체 수는 14,315개로서 생존율이 25.3%로
나타났다. 이들 가운데 300인 이상의 업체로 성장한 기업의 수는 75개
(0.13%), 500인 이상으로 성장한 기업 수는 8개(0.01%)에 불과하였다는 것이

다. 이 처럼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격리된 이중적 구조를 가진 산업구조에
서는 유망한 중소기업들이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
가 봉쇄되는 데에 그치지 않고 기존 대기업들 또한 밑으로부터 성장해 오는
혁신 중소기업들로부터 경쟁 자극을 받을 기회가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골고루 나눠 주기식의 지원은 경쟁적 관계에 있는 중소기업들의 경쟁력
향상을 상쇄시켜 대기업에 대한 교섭력 증진을 어렵게 한다. 누구라도 접근
이 가능하게 하고 기업가적 능력이 뛰어난 기업들의 활용도를 높여 성장에
도움이 되게 해야 할 것이다.19)
많은 경제 분석가들은 이 같은 현상을 두고 그 원인을 중소기업이 받
는 혜택이 다양하고 많다는 점과 중견기업으로 성장하였을 때에 받게 되
는 규제의 강고함에서 찾고 있다. 대기업 규제와 중소기업 과도지원이 중
소기업에서 벗어나지 않으려는 유인을 증폭시켜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억제하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다시 중견기
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하는데 따르는 제약을 극복하기 위한 이를 가로막
는 규제는 철폐되는 것은 당연하다. 중소기업 지원정책이 업력이나 질적
인 조건에 관계없이 양적인 규모를 충족할 경우 지원정책 수혜대상에 포
함되기 때문에 중소기업규모에 안주하려는 성향이 강화됨은 물론 기업규
모 확대 유인이 사라지고 있다. 중소기업 졸업과 동시에 각종 지원혜택이
사라지기 때문에 중소기업 범위를 넘지 않으려는 유인이 강해지고 더 큰

19) 김주훈(20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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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으로 확대하려는 유인이 사라졌다. 이 같은 유인을 억제하기 위해 정
부는 최근 관계회사 제도를 도입하였는데, 향후에도 이 제도는 더욱 보완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20)
또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기업의 성
장단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노용

․

환 홍성철(2011)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업력이 낮은 시기에는 필요한 자
금을 정책자금을 활용하지만 업력이 높은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점차 민
간은행과 자본시장을 통한 직접금융의 가용성을 제고시키도록 유도하여
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에 있어서 자본시장
은 매우 미미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10년도에도 자본시장(주식시장,
벤처캐피탈, 회사채)을 통한 중소기업의 자금조달규모는 은행을 통한 자금

조달 규모의 1%에 불과한 실정이다.
<표 18> 중소기업의 외부자금 조달비중(금액기준)
연도

은행자금

정책자금

비은행
금융기관

주식

회사채

사채
(私債)

해외자금
차입

2005년

72.2

22.7

2.8

0.0

0.6

1.3

0.8

2006년

71.9

24.8

1.5

0.3

0.4

0.9

0.2

2007년

74.3

21.7

2.1

0.0

0.4

1.2

0.2

2008년

71.5

21.8

3.9

0.2

0.1

1.8

0.5

2009년

62.1

30.8

3.1

0.3

0.8

2.8

0.1

2010년

65.9

26.5

3.4

0.2

0.8

1.5

1.6

주: 정책자금: 지경부, 중기청 등의 정부 재정자금을 말함(중소기업진흥공단이 취급하는 직접
대출도 포함.)
비은행 금융기관: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보험사 등을 통한 대출을 말함.
자료: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의 금융 이용 및 애로실태조사 결과, 2011.

20) 관계회사 명단에 포함된 기업은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을 졸업하게 됨에 따라,
앞으로 중소기업 지원시책에 신규로 참여할 수 없게 된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이 357개(39.7%), 도 소매업이 110개(12.3%), 지역별로는 서울이 327개(39.7%),
경기 187개(20.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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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으로 규모가 크고 경쟁력이 있는 중기업이나 중견기업에 대해서
는 성장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는 방식의 정책도구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기업성장 과정에서 대기업으로의 성장을 유인하기 위한 제도적 인프라가
미흡한 상황이라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크게 보아 중소기업의 자본조
달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직접금융 조달을 위한 주식시장과 회사채
시장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우선 금융당국은 중소기업의 직접금융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해 중소벤처 기업이 자본시장을 활용하여 자금조달이 용이하도록 ‘중
소기업 전문투자자자 시장’인 코넥스(Konex)시장을 신설하기로 하였다.
이 시장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유사시장과 차별화하고 경쟁매매시
장을 만들기 위한 투자자가 신뢰할 수 있는 인프라 및 제도적 보완이 필
요한 것으로 보인다.21)
또한 중견기업의 회사채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2009년 이후 회사채시장은 급성장하였으나 비우량 회사채의 발행시장이
위축되고 있으므로 이 같은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지난해 4월 상
법을 개정하고 10월에 회사채 발행시장 개선 방안을 발표하여 회사채 투
자자에 대한 보호확대, 증권사의 투자은행업무 활성화, 회사채 발행시장
의 건전한 발전 등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우량 기관투자가들을 대상으로
한 적격기관투자자(Qualified Institutional Buyer: QIB) 제도가 도입되어 비상
21) 독일의 벤처자본시장 사례는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전통산업
에서 첨단산업으로 산업구조를 전환하기 위해 1997년 독일은 노이어 마르
크트(Neuer Markt)를 개설하였다. 생명공학, 소프트웨어, 정보통신산업 등
과 같은 신기술분야가 미국에서는 성공하는 반면, 독일에서는 왜 성장하지
않는가를 고민하던 독일정부는 고기술 고성장 창업기업에게 자금제공을 목
적으로 하는 노이어 마르크트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노이어 마르크트는 자본
시장 내에서 발생한 사기, 내부자거래, 역선택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면서
2003년 문을 닫았다. 자본시장이나 벤처투자기관이 투자자로부터 신뢰를 잃
을 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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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이 발행하는 비우량회사채의 발행시장이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회사채 유통시장의 선진화를 촉진하기 위해 장외거
래를 지원하는 전자거래시스템의 도입 등이 필요하며 비우량회사채 시장
의 활성화를 위해 비우량채권형펀드의 개발 및 비우량회사채 지급보증제
도의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22)
5) 중견기업의 국제화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영세하고 생산성이 낮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미 다수의 국가와 FTA를 체결하여 시장개방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고
가까운 거리에 무역비중이 큰 중국이 함께 하고 있다. 따라서 내수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수출을 통한 지식습득 및 시장확대의 기회를 얻기 위해
서는 중소기업의 국제화가 필요하다. 이미 Hermann Simon(2008)은 중소
기업의 성장을 위해 수출기업화를 주장한 바 있다. 히든챔피언은 틈새시

․

장 개척 등을 통해 제품 기술을 특화하고 시장지배력을 극대화하는 전
략을 선택하고 있다. 폭넓게 관련 시장을 정의한 후 스스로 지극히 좁은
틈새시장을 만들어 압도적인 시장점유율로 글로벌 시장을 지배한다는 것
이다. ‘깊이 있는 집중’과 ‘유연한 다각화’를 동시에 추구하여 현재 주력

․

사업의 인접분야로 진출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노용환 홍성철
(2011)도 평균 8년 이상의 성장정체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는 국내시장

을 탈피하여 국외시장을 적극 공략하기 위한 판로개척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중견기업의 수출동력화가 필요하다. 우리의 중견기업들도 이제는 국내
시장에만 머물지 말고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22) 강종만(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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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 품질향상 노력 등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좁은 국내시장에서 경쟁하
기보다 넓은 국제시장에서 경쟁을 통해 규모의 경제효과는 물론 기술혁신
을 도모할 수 있는 개방적인 자세전환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기술집약
형’ 혁신기업에 대해서는 특화된 기술분야에서 글로벌경쟁력을 확보하도
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 지속 성장기업의 핵심 성공요인
으로 ‘자체 브랜드에 의한 고부가가치 창출’이다. 따라서 글로벌 기업으로

․

의 성장을 목표로 하는 중견기업의 브랜드 디자인 개발을 지원하여 제품
의 고부가가치화, 판로 확보 및 시장 개척을 도와줄 수 있다. 또 다른 하
나는 우리나라 중견기업은 기술정보 원천이나 기술개발을 위한 파트너십

․

이나 네트워크가 다양하지 못하다. 중견기업을 중심으로 ‘중소 중견기업

․

및 중견 대기업’과 같은 기업 간 연계에 의한 공동연구를 활성화하고, 해
외기업 또는 연구기관 등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R&D사업에 참여를 유도하
는 방안이 가능하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중견기업의 부족한 R&D 능력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은 기술혁신의 강화 측면에서 매우 중요
한 산업정책의 하나가 될 것이다. 중소기업의 국제화를 위해서는 기술혁
신능력을 갖춰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중견기업의 R&D 투자를 확대하는
일이 급선무이다. 중견기업이라 할 수 있는 고용규모 300-999인 기업에서
총연구개발비 대비 각 규모별 R&D 비중이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고 각 규
모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이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R&D 투자
가 장기 기업경쟁력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때 중견기업의
R&D 투자비중이 낮다는 것은 이들 기업규모의 경쟁력이 저하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독일 글로벌 강소기업의 매출액 대비
R&D 비중은 5.9%, 수출비중은 61%(’05)로 나타나고 있는 것과 큰 대조를
이룬다. 우리나라 중견기업의 R&D 집약도는 중소기업보다도 낮고 선진국
보다도 과소하다는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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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9> 기업규모별 R&D 집약도 국제비교
1-299명

300-999명

1000-9999명

10000명 이상

미국

3.9

4.1

3.4

3.3

독일

4.1

3.2

2.9

4.4

일본

2.0

2.2

3.3

5.7

한국

2.5

1.2

1.2

5.0

자료: 안현호(2011)

․

강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유도하고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연구 인

․

력개발비 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 연구 인력개발비 세
액공제는 기업이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해 사용한 비용에 대해 일
정률을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이며 R&D 조세지원제도 중에서
활용도가 가장 높은 제도중 하나이다. 중견기업의 경우 R&D 투자여력
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연구개발비지출은 아직도 낮은 상태이다.
특히 기존 중견기업의 경우 일반 R&D 세액공제율 단계적 인하조치의
적용에서 배제되어 대기업과 동일한 공제율을 적용받고 있다. 따라서

․

중견기업 중 매출액 1조 원 미만 기업이 지출하는 연구 인력개발비에
대해 당기분 세액공제율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평균 수준(약 15%)으
로 신설하여 중견기업의 R&D 투자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표 20>을 보면 한국 정부의 다양한 중소기업 세계화 지원정책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세계화는 지체되고 있어 효과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
되고 있다. 독일은 해외시장 접근을 위한 다양한 정부사업을 지속하고
있는데 1990년대 KFW-SME Programme Abroad를 통해 중소기업의 다
양한 해외활동을 총체적으로 지원하는 장기대출로 국제화를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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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0> 중소기업 세계화의 정부지원
중소기업 세계화의
정부지원사업

독일

일본

한국

총기관수

5

15

11

총사업수

29

43

170

시장접근

15

15

50

금융지원

6

9

36

역량제고

5

19

56

경영환경

3

-

28

평균사업수

5.8

2.9

15.5

․

자료: 홍유수 반유미(2006)

이상의 중견기업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글로벌화를 통한 시장

․

확대 및 제품 기술개발을 통한 질적 경쟁력 제고가 필요하다.
우선 미국의 퇴직자자문위원단 프로그램은 한국보다 일찍 시작되었으며
그 성과도 높다. 미국, 일본 등의 선진국에서는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적극
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추세인데, 미국의 경우 SCORE(Counselors to America’s
Small Business)가 퇴직 전문가들을 활용하여 소기업의 수출 잠재력 평가,

․

․

재무적 경영적 기술적 문제 해결을 위해 자문한다.23)
둘째로 대기업 납품 중소기업의 수출기업화를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
한국경제는 대기업 주도의 수출경제로 경제발전을 시작하였다. 그 결과
최근에는 전자, 반도체, 자동차 등의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지닌
대기업들이 출현하였다. 이들 대부분이 조립 완성품을 생산하는 과정에
서 다수의 부품 중소기업들이 참여하고, 자동차 등 부품의 수출이 증가하
고 있는 것은 이들 중소기업들의 경쟁력도 상당 수준에 이르렀음을 현실

․

23) 홍유수 반유미(200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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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미 자동차, 전자 등 대표적인 한국 기업들

․

은 해외 현지 생산을 늘려나가고 있다. 따라서 이들 중소 중견기업과 함
께 해외 진출을 꾀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세금감면 등 인센티브를 확대해
줌으로써 중소기업의 국제화에 기여하게 될 수 있다.

(3) 정책 추진 로드맵
이상에서 논의한 제반 정책 추진 과제를 신정부 출범 이후 시기별로
정리해 보면, 다음 표에 정리된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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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추진 로드맵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기술혁신형 기업 활성화를 위한 기존제도 통
합

－ 혁신형 기업 평가제도 개선
－ 혁신형 중소기업 제도 통합조정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기관의 기능합리화

－ 정책금융공사 온랜딩자금 지원대상 확대
－ 중기특화 신용보증회사 경쟁체제화
－ 정책금융 지원기관 통합조정
부실 중소기업의 구조 조정

－ 한계 중소기업 구조 조정 추진
－ 부실자산 거래시장 활성화
중소기업 성장촉진 관련 자본시장제도 확충

－ 중소기업 관계회사 제도의 강화
－ 비우량 회사채 지급보증제도 도입

중견기업의 국제화를 위한 제도정비

－ 중견기업 R&D 세액공제제도 신설
－ 대기업 퇴직자 활용 중견기업 해외마켓팅
－ 해외진출 중견기업 모기업 조세감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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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 중견기업 성장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 성장유인체계 및 규제 개선 방안 －

한국경제연구원 김영신

1. 문제 제기

□ 우리나라 기업생태계는 중견기업, 대기업의 비중이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음
○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99.9%, 중견기업은 0.06%, 대기업은 약 0.04%
차지

－ 독일의 중견기업의 비중은 8.2%, 대기업의 비중도 1.3%로 우리
나라보다 크게 높음.

－ 고용측면에서도 독일의 중견기업과 대기업의 고용은 전체에서
50%를 넘게 차지

□ 우리나라 현행 기업제도는 중소․ 중견기업 성장의 유인을 왜곡시킴
○ 중소기업 정책이 과다한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
－ 중소기업을 졸업함과 동시에 많은 중소기업 지원혜택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대기업의 규제를 받기 때문

□ 중소기업 → 중견기업 → 대기업 성장의 기업생태계 발전을 위해서는 우량
한 중견기업이 많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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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의 성장을 왜곡하는 정책 및 제도를 살펴보
고,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할 수 있는 경제적 유인체계와 제도개선 방안
을 제시하고자 함

2. 중소기업 성장을 왜곡하는 정책 및 제도의 문제점
(1) 중소기업 지원정책 현황

□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은 광범위한 분야에서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짐
○ 지난해 정부의 중소기업지원 사업을 살펴보면 13개 부처 241개 사
업에서 약 10조 원 규모의 지원

○ 정부의 지원사업과는 별도로 공공구매제도를 통해 간접지원
－ 지난해 정부를 포함한 282개 공공기관에서 약 67.7조 원 규모의
중소기업 물품 구매

(2) 중소기업 지원정책과 제도의 한계 및 문제점

□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경계에 있는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스스로가 중소기업
을 졸업할 유인이 약함

○ 많은 중소기업들이 스스로 중소기업의 지위에 머물기 위해 외형확
대 포기, 생산기지 해외 이전, 사업부문 매각 등 축소지향적 경영
전략을 계획

－ 지난 2007년에 비해 50-99인 중소기업의 수는 2009년 기준 약
53% 정도하였는데 비해, 300-999인 중견기업은 약 12%정도만
증가했고, 1,000인 이상 대기업은 오히려 15% 감소

－ 2003년 중견기업에서 2008년에 중소기업으로 되돌아간 기업의
수는 약 404개사에 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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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자금지원의 실효성과 유사․중복문제
○ 정부 지원 사업이 정량적 평가에 치중됨에 따라 지원사업의 실효
성 미흡

○ 각 부처별로 시행중인 중소기업 지원 사업간 유기적 연계가 미흡
해서 유사․중복의 지원문제 발생
□ 중소기업 성장 촉진 유인 미흡
○ 업종별․성장단계별 중소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미흡
□ 정부 지속적 지원은 부실․한계기업이 시장에서 퇴장하지 않도록 하여 신생
기업의 진입을 어렵게 하거나 정상기업의 고용과 투자를 저해

○ 신설 법인 수는 연간 5만 개가 넘는 것에 비해 퇴출되는 법인은 약
1천 5개 정도

－ 시장에 진입하는 기업의 수가 많다보니 기술경쟁보다는 가격경
쟁에 치중되다보니 이윤율이 박해져서 기업의 재무구조가 악화
되어 부실화되는 중소기업이 증가

3. 중견기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 및 성장저해 요인
(1) 중견기업 현황 및 특성

□ 중견기업은 중소기업 규모보다는 크고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기업으로 2011년 7월 개정된 산업발전법이 시행되면서 법제화 됨

○ 중견기업의 범위는 업종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제조업의 경우는
상시근로자가 300명 이상이고 자본금이 80억 원을 초과하면 중견
기업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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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기준, 중견기업의 수는 1,153개로 전체기업의 0.06%, 고용
은 8.6%(약 80.2만 명), 전체 수출에서 약 12.7%(약 592억불) 비중
을 차지

□ 중견기업 관련법제 미비로 중견기업들은 여전히 대기업 규제를 적용받아 피
해가 예상

○ 예를 들어‘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령’은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은 대기업으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중견기업은 정부 공공 SW사
업 참여에 제한

□ 중견기업 성장 유인책이 미흡
○ 현재 정부안에서 제시된 중견기업 세부담 완화 방안을 살펴보면,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최저한세 인하와 R&D 세액공제만으로는 중
소기업 졸업 유인책으로는 미흡

－ 조세뿐만 아니라 창업, 투자촉진, 고용지원 등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
(2) 중견기업의 성장 저해 요인

□ 중견기업 성장 저해의 제도적 요인은 중견기업이 대기업에 해당하는 과도한
규제를 받기 때문

○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 집단에 해당되는 기업에 적용되는 규
제는 배제되지만 세법상 조세부담률 증가, 정부 연구개발 사업 참
여 어려움, 환경과 보건 등의 규제가 중견기업의 성장을 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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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견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시장 및 사회 환경적 요인
○ 중견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국내외 시장의 동향파악이나 분석능력
이 부족하여 미래 투자가 부진함.

○ 중견기업은 임금, 후생 복지, 평판 측면에서 대기업에 비해 부족하
다는 인식이 사회에 퍼져 있어 우수 인력의 확보와 유지가 어려움.

□ 중견기업 내부의 혁신역량 부족도 성장 정체의 원인
○ 매출액 규모가 커질수록 오히려 매출액 대비 R&D 투자의 비중이
낮은 경향

○ 기업성장의 원천인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려워 생산성 향상과
부가가치 증가에 한계

○ 마케팅과 해외시장 개척에 대한 능력이 부족하여 판로가 다양하지
못함.

․

4. 중소 중견기업 성장을 위한 유인체계 및 정책 방안
(1) 중소기업 성장을 저해하는 정책 개선

□ 중소기업 지원 통합 이력관리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
○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창업기에 있는 기업과(6∼9년 된) 성장기
에 있는 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함.

○ 정부 부처 간 중소기업 지원 사업의 내용을 공유하여 유사․중복
지원을 막고 통합적으로 관리

－ 정부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금융지원정보시
스템을 통합해서 창업에서 성장단계까지 맞춤형 지원

○ 중소기업이 정부의 지원 육성에 안주하려는 유인보다는 성장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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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유인체계를 만들어야 함.

－ 재정지원 상한제, 지원졸업제, 지원정책일몰제 등
□ 부실․한계기업 지원의 제한
○ 부실․한계기업에 대한 지원을 제한하여 좀비화 유인 제거
○ 부실․한계기업이 시장에서 퇴장이 용이하도록 제도적 개선
－ 사업의 양도나 휴․폐업에 관련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고, 실제
사업전환계획의 승인과 사업전환절차를 보다 간소화
(2) 중견기업 성장의 단계적 유인체계

□ 창업에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거쳐 대기업으로 성장하는데 조세체계가
합리적이어야 함

○ 정치적․행정적 편의에 따라 조세감면에 대한 일관된 방향이나 원
칙에서 벗어나서는 안 됨

○ 조세감면의 분야와 종류를 한정하고 일몰제가 적용되는 제도를 연
장하는 것을 제한할 필요가 있음

○ 지나친 조세감면혜택으로 과세기반을 위축시키거나 세수의 중립성
을 훼손하지 않도록 해야 함

□ 기업규모가 커짐에 따라 적용받는 차별적 규제를 완화해야 함
○ 중견기업이 대기업에 해당하는 차별적인 규제를 받지 않도록 중견
기업 관련 법제를 조속히 정비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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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수 중견기업의 글로벌 성장 지원
○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중견기업의 R&D에 대한 지원 비중을
확대하고 우수 인력확보를 위한 우량 중견기업에 대한 홍보 및 이
미지 제고 등 사회적 여건 조성

－ 정부출연기관 및 연구소의 박사급 전문 인력이나 첨단 연구 장
비 사용을 한시적으로 지원

○ 경쟁력 있는 내수 중심 중견기업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 지원 시스템 마련

－ 부품․소재에 특화된 중견기업에게 제공하고 마케팅과 유통망
구축 등 글로벌 시장 개척을 위한 종합지원체계를 구축

○ 글로벌 제품 경쟁력을 갖춘 중견기업의 해외 브랜드 인지도를 높
일 수 있는 방안 마련

－ 정부가 우수 중견기업을 위해 해외 바이어 초청 컨벤션 등을 지
원하는 방안

□ 무엇보다도 중견기업 스스로의 진취적 기업가 정신 필요
○ 정부 지원의 의존에서 벗어나 시장에서의 독자적인 경쟁력을 확보
하기 위해 경영혁신 및 기술개발 등 핵심역량을 키울 수 있어야 함

․

(3) 중소 중견기업 성장을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 로드맵

□ 차기정부는 정책과제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야 함
○ 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른 중견기업 개념을 관련 법제에 적용하는
것은 임기 초에 우선적으로 추진

○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는 사업, 그리고 성장을 촉진하는 유인체
계는 적어도 임기 중간까지는 정착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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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실․한계기업 퇴장 또는 사업전환 유도는 임기 내내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성 있음

5. 결론

□ 중소기업이 중견을 거쳐 대기업으로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및 규제완화가 필요

○ 중소기업 지원의 재원배분 불균형 해소, 중소기업 재정지원의 효
율성 제고 및 성장친화적 유인체계 마련, 부실․한계 기업의 합
리적 퇴출의 유도 등이 필요

○ 기업성장을 촉진하는 조세 유인 체계를 확립하고 기업규모에 따
른 차별적 규제를 완화하고 내수중심 중견기업을 글로벌 전문기
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도

․

중소 중견기업 성장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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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 제기

우리나라 기업생태계의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것은 중소기업이다.
우리나라 중견기업과 대기업은 일본이나 독일 등 다른 나라에 비해 지
나치게 작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소기업은
99.9%, 중견기업은 0.06%, 대기업은 0.04%를 차지하고 있다.1)2) 이는
일본과 독일과 비교하여 볼 때 중견기업과 대기업의 수는 매우 적은
편이다. 특히 독일의 중견기업비중은 8.2%, 대기업의 비중은 1.3%로
우리나라보다 매우 높은 수치이다. 고용측면에서도 독일의 중견기업과
대기업의 고용비중이 전체에서 50%를 넘게 차지하고 있다.
글로벌 실물경제가 침체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많은 중소기업들
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와 맞물려 총선과 대선이 있
는 올해에는 유난히 기업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다.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는 중소기업의 문제뿐만 아니라 수익성과 매출이 증가하여 대기업으

․

로 성장을 꿈꾸는 중소 중견기업들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우량
중소기업은 규모가 커지면 R&D 투자와 기술혁신 등을 통해 내수시장
에 만족하지 말고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중소기업의 중견기업 성장 유인을 왜곡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 중견
기업이 다시 중소기업으로 돌아가거나 대기업으로의 성장을 기피하고
있다(IBK, 2009). 따라서 중소기업의 성장을 제약하는 규제나 제도를 점

1) 안현호(2010)
2)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의 비중이 높은 이유 중 하나는 중소기업의 분류기준이
다른 나라에 비해 광범위하기 때문이다(박상문, 2008). 제조업의 경우, 자본금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80억 원, 일본은 약 30억 원, 대만 약 27억 원이다. 제조
업 종사자 수 기준으로는 우리나라 300명, 대만 200명, 영국 EU 250명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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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기업정책은 대-중소기업의 이분법적 중심으로 되어 있어
대기업에 대해서는 규제를 가하는 반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과다한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중소기업 지위를 졸업함과 동시에 중소기
업은 지원혜택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대기업의 규제를 받게 되는 것이
중소기업의 성장유인을 왜곡할 수 있다. 정부의 중소기업에 대한 지나
친 보호와 육성문제는 동시에 중견기업으로의 성장 문제와 관련된다.
우리나라 경제의 허리를 담당하는 우량한 중견기업이 많아야 중소기업
-중견기업-대기업 성장의 기업생태계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중견기
업은 외형상으로 중소기업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대기업으로 보기도 어
렵다. 그런데 중견기업은 정부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고 대부분 법
영역에서 대기업의 규제를 적용받는다. 그래서 적지 않은 중소기업이
규모가 커지면 분사를 하거나 아웃소싱 등의 방법으로 중소기업 규모
를 유지하려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의 성장을 왜곡하는 정책 및

․

제도를 살펴보고, 중소 중견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경제적 유인체계
와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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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소기업 성장을 왜곡하는 정책 및 제도의 문제점

(1) 중소기업 지원정책 현황
1)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사업 현황
지난해 정부의 중소기업지원 사업을 살펴보면 13개 부처 241개 사
업에서 약 10조 원 규모의 지원을 하였다. 실제 해당 사업 중 중소기
업지원 비중이 30% 미만인 사업을 제외하면, 중소기업청 등 13개 부

․

처 청에서 201개 사업에 대해 약 9.7조 원의 정부예산을 사용한 것

․

이다. 이는 13개 부처 청 관련예산의 88%를 차지했다. 국방, 교육,
복지 예산을 제외한 정부지출의 상당부분이 중소기업 지원에 쓰인 것
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소기업을 지원한 13개 정부부처 중 교
육부와 식약청만 2011년 기준 중소기업지원예산이 약 33%이고, 나
머지 11개 정부 부처는 관련 사업예산의 대부분을 중소기업 지원에
사용하였다(표1 참고).
정부의 정책분야별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신성장기반자금 융자, 신용
보증 지원 등 중소기업 금융지원 39개 사업에 약 5조 3천 8백억 원을
사용하였다. 다음으로 기술혁신 43개 사업에 약 1조 6천 6백억 원, 인
력지원 21개 사업에 약 5천 7백억 원을 사용하였다. 특히 창업보육센

․

터, 기술창업 활성화 지원 등 창업 벤처분야 10개 사업에 약 2천 4백
억을 사용하였다(표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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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주요 정부부처별 중소기업 지원 현황
부처

사업 수

2011년 예산(A)

(단위: 개, 백만 원, %)
비중
(B/A)

중소기업 관련예산(B)

고용부

18

742,734

707,519

95

관세청

2

1,350

1,350

100

교육부

1

3,000

1,000

33

국토부

3

16,166

9,027

55

금융위

1

10,000

10,000

100

농식품부

10

947,082

840,942

88

문체부

16

297,014

221,452

74

방사청

2

3,213

3,140

97

식약청

1

4,556

1,500

33

중기청

88

5,979,192

5,979,192

100

지경부

45

2,819,411

1,811,978

64

특허청

5

42,765

31,969

74

환경부

9

155,185

130,503

84

201

11,021,668

9,746,572

88

자료: 기획재정부

<표 2> 정책분야별 중소기업 지원내용 및 예산 현황
정책분야
금융지원

(단위: 개, 억 원, %)
사업
수

지원 내용

지원
금액

비중

신성장기반자금 융자, 신용보증 지원 등

39

창업 벤처 창업보육센터, 기술창업 활성화 지원 등

10

2,439

2.5

마케팅 촉진 지원, 무역촉진단 사업 등

27

1,540

1.6

인력지원

중소기업 훈련지원, 중소기업 청년 인턴제 등

21

5,757

5.9

기술혁신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 지원, 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 등

43

동반성장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 시장경영혁신 지원 등

․
판로․수출

기타

중소기업조사평가, 원스톱비즈니스링크 등

합계

125,964

8
53
201

53,865 55.3

16,618 17.1
2,912

3.0

14,330 14.7
97,465

100

자료: 기획재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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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부 부처의 직접 지원사업과는 별도로 정부에서 필요한 물품 조달
을 통해 중소기업을 간접지원하고 있다.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
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

4)

에 근거한 공공구매 제도를 통해

지난해 정부를 포함한 282개 공공기관에서 약 67.7조 원 규모의 중소기업
물품을 구매했다. 2012년에는 전년도에 비해 213개 기관이 늘어난 총 495
기관에서 공공구매제도를 통해 약 71.1조 원을 지출할 예정이다.5)
2) 현행 중소기업 지원제도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정부사업은 크게 자금 및 금융, 세제, 인력 및 기술,

․

마케팅 및 수출, 컨설팅 경영 및 인증, 창업,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여성
및 장애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126개 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표 3>에
서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내용을 분류하고 관련법을 제시하였다.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 지원을 자세히 살펴보면, 매우 광범위한
분야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창업, 연구 및 인력개
발, 투자촉진, 기업구조 조정, 지역균형발전, 기업협력증진 등 다양한
세제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실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세제는 크게 활
용대상에 따라 중소기업에만 지원을 국한하는 세제, 중소기업을 우대
하는 세제, 그리고 중소기업도 활용대상에 포함되는 세제 등이 있다.6)
<표 4>에서는 중소기업만이 받을 수 있는 세제를 정리했다. 먼저 중소
기업에 국한된 지원세제는 직접지원으로 세액감면과 세액공제가 있고,
간접지원으로는 준비금의 손금산입, 비과세 등으로 나눌 수 있다.7) 이

3)
4)
5)
6)
7)

중소기업청 공고 제2012-119호
동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5조에 기반을 둠
기획재정부 (2011)
서정대 (2004)
세액감면은 세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하는 방법, 세액공제는 투자금액(지

272

외에도 중소기업 간 합병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소규모사업자
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납부특례, 최저한세율 우대 적용 등이 있다.
<표 3> 중소기업 지원내용과 관련 법
구분

지원 내용

관련 법

□ 융자
자금 및
금융
(16)

□
□

세제
(11)

기술사업화자금, 신성장기반자금, 경영안정자
금, 사업전환자금, 창업지원자금, 시설자금, 소
상공인지원자금(여성/장애포함), 수출지원자금
보증
일반보증,기술보증, 소상공인보증, 협약보
증, 수출보증, 특별/특례보증
보험
매출채권보험, 수출보험

－
－

창업/벤처기업, 연구/인력개발 조세특례, 투자촉
진조세특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상생협력 조 조세특례감면법
세특례, 사업전환촉진, 가업상속지원, 중소기업지 중소기업기본법
방이전 등

□ 인력

인력 및
기술
(42)

중소기업기본법
기술신용보증기금법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
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한국은행 총액한도 대출 관련 무
역금융 취급세칙

□

고용유지/확대 지원금(유망기업 전문인력 채용,
인턴제 지원, 병역대체 복무제도, 북한주민채
용, 해외인력 도입, 고용구조 개선지원)
기술지원
기술기획, 단독기술개발(기술혁신개발사업, 창
업/실용기술개발, 서비스연구개발, 부품소재기
술개발, 원자력연구개발, 해양수산기술개발, 농
수산식품기술개발, 문화/컨텐츠개발, 국방장비
개발), 공동협력기술개발(융/복합 기술개발, 산
학연공동 기술개발, 첨단장비활용 기술개발, 제
조현장녹색화 기술개발, 모바일/IT 기술개발, 스
포츠산업 기술개발, 디자인 기술개발, 신성장산

고용보험법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령
고령자고용촉진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
영요령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출금)의 일정률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그리고 준
비금은 장래발생비용(투자)에 대비하여 일정기준에 의해 계산한 금액을 미리
비용으로 설정하는 방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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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지원 내용

관련 법

업 기술개발, 국제 공동 연구지원), 상용화기술
개발(구매조건부 신제품 기술개발, 중소기업 이
전 기술개발, 민/군 겸용 기술개발, 제품화 기술
개발), 기술개발 인프라 구축(기업부설 연구소
지원, 연구장비 공동이용 지원, 기술혁신 인프라
지원, 기술지도), 정보화(IT기반경영혁신, 생산
현장 디지털 전환, 공동정보화 구축지원, 중소기
업 기술보호 지원)

마케팅
및 수출
(13)

국내마케팅(전시/박람회 지원, 중소기업 브랜드 개
발, 중소기업 마케팅 촉진 지원), 공공기관 판매지원
(공공구매, 기술개발 제품 우선 구매), 수출지원(수
출초기기업 지원, 수출선도기업 육성, 온라인 활용
수출 지원, 해외지원기관 네트워크, 수출컨설팅),
해외진출지원(해외전시회, 해외시장 개척단, 해외
연수, 수출브랜드 육성)

컨설팅,
경영 및
인증
(9)

고용보험법
중소기업기본법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컨설팅(기업집단, 기업지도, 기업컨설팅, 기업 품질
관한 특별조치법
혁신 지원), 특허지원(국내특허지원, 해외특허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원), 인증지원(국내인증지원, 해외인증지원, 기술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우선구매
표준지원)
제도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
기술개발촉진법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창업
(16)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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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투자/보조금 지원(벤처캐피탈 투자, 중소기업
모태조합 투자, 창업투자보조금), 창업보육(창업보
육센터), 창업교육(초중고 창업교육, 대학 창업교
육, 일반인 창업교육), 기술창업(기술창업, 아이디
어 상업화), 1인기업(1인창조기업 육성, 지식산업
인프라구축), 창업인프라구축(벤처기업집적지원,
창업계획 승인지원, 기업가정신 확산), 사업전환(사
업전환, 가업승계)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전시산업발전법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

소상공인 경영지원(소상공인 교육, 소상공인 마케팅,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관한 특별
소상공인 공제제도, 자영업컨설팅, 소매점육성, 프
조치법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
랜차이즈육성), 전통시장(전통시장 경영혁신, 문화
을 위한 특별법
관광형시장육성, 시장시설현대화, 전통시장상품권)

구분
여성 및
장애인
(9)

지원 내용

관련 법

여성기업(여성기업 창업지원, 여성기업 성장지원),
장애인기업(장애인 창업지원, 장애인 성장지원),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법률
기타(중소기업유공자포상, 기업간 거래/조정/협력
지원, 녹색 중소기업 지원)

자료: 비즈인포, 전경련 중소기업협력센터, 국세법령정보시스템(taxinfo.nts.go.kr)

<표 4> 중소기업에 국한된 지원세제의 지원방법 및 기능별 분류
지원 방법

지원 세제

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세액공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기장세액공제

비과세

준비금의
손금산입

기타

중소기업창업투자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중소기업창업투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영세중소기업에 대한 사업소세의 면제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주권상장중소기업 및 협회등록중소기업에 대한 사업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투융자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중소기업 간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접대비한도액 계산시 중소기업 특례
결손금의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법인세 분납기간의 연장
소규모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납부특례
최저한세율 우대 적용

주: 서정대 (2004)의 제공한 내용을 국세법령정보시스템(taxinfo.nts.go.kr)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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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다양한 분야에서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중소
기업 지원 사업은 신설 또는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 2011년에 신용보
증기금(이하 ‘신보’)와 기술신용보증기금(이하‘기보’)에 출연하는‘상생보
증펀드’출연금에 대한 세액공제제도(7%) 신설, 세액공제제도, 과세특례
의 일몰기한 연장 등의 지원책이 추가되었다. 2012년에도 세제, 자금지
원 등 각 정부부처에 다양한 지원책이 도입되고 있다(표 5 참고).8) 기술
가치연계보증제,9) 연구개발 보증지원 확대, 청년 창업 특례보증 증액,

․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금융 확대, 중소기업 대출 부실에 대한 은
행의 면책제도, 융합사업계획 승인제도 등 그 지원 내용과 범위가 다양
하다.

․

<표 5> 2012년 신설 확대되는 중소기업 지원책
정부 부처

주요 내용

기획재정부

고용증대 중소기업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신설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면제 신설
대 중소기업 상생협력 출연금의 세액공제 대상 확대
중소기업의 FTA 원산지확인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중소기업 및 매출액 1,500억 원 이하인 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
원하기 위해 가업상속재산의 공제율 및 공제한도를 확대

교육과학기술부

․

기업연구소 인정제도 운영지원사업 신규예산 반영 추진

행정안전부

대기업과 경쟁 관계에 있는 경영여건이 열악한 일부업종(전통시장, 수퍼마
켓조합)에 한하여 현행 취득세, 재산세 감면 지원 확대 검토

문화체육관광부

중소기업 등 관광사업체의 시설확충자금 및 운영자금 융자 지원 우대
중소 스포츠산업체의 생산, 연구 및 사업 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고정
금리 4%) 융자 지원

8) 중소기업청 (2012)
9) 2012년 7월부터 시행예정인 ‘기술가치연계보증제’는 기술력과 사업성에 기초한
자금조달에 대해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지원을 강화하고, 창업
에서 성장이 구체화되기 전단계의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새롭게 도입된다(기
획재정부,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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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처

주요 내용

․

지식경제부

SW 대 중소기업 상생협력 기반조성 확대-(중소포럼) 전문 컨설팅기관을
선정, 포럼 운영 및 지원

환경부

중소 재활용 산업 육성-재활용산업 시설 설치 등에 재활용산업 육성자금
지원

고용노동부
조달청
방위사업청
특허청

중소규모 사업장 재해예방 지원
중소기업에 대한 공공판로 확대-공공기관이 행정소모품(MRO) 구매 시 조
달청 계약업체를 이용하도록 개선

․

중소기업 우선선정 품목 지정 고시
기존 특허 중심 지원 방식에서 특허와 디자인, 브랜드 개발통합지원을 통
해 중소기업의 다양한 지재권 권리 확보와 제품 경쟁력 향상 도모

주: 2012년 정부가 중소기업 육성시책으로 제시한 중소기업 지원책 중 확대 신설되는 것만
선별함.

(2) 중소기업 지원정책 및 제도의 한계 및 문제점
1) 중소기업에 대한 과다한 지원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정부의 지원사업과 제도
가 매우 다양하고 많다. 그래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경계에 있는 중소
기업 입장에서는 스스로가 중소기업을 졸업할 유인이 약하다. 다시 말
하면,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지원 혜택을 포기하고 중견기업을 거쳐 대
기업으로 성장하려는 유인을 왜곡한다. 중소기업의 지위를 벗어나게
되면 대부분의 정부지원이 끊기고 오히려 대기업에 해당하는 규제를
받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을 졸업할 수 있는 중소기업들이 스스로 중소
기업의 지위에 머물기 위해 외형확대 포기, 생산기지 해외 이전, 사업
부문 매각 등 축소지향적 경영전략을 계획한다(IBK 경제연구소, 2009).
기획재정부 자료10)에 의하면, 1997년 당시 중소기업이 2007년 중견기
업으로 성장한 기업은 119개이지만 같은 기간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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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 경우는 26개에 그쳤다. 또한 50-99인 중소기업의 수는 2007년에
비해 2009년 기준 약 53% 증가하였지만, 동 기간 300-999인 중견기업
은 약 12%정도만 증가했고, 1,000인 이상 대기업은 오히려 15% 감소했
다. 한편 2003년 중견기업에서 2008년에 중소기업으로 되돌아간 기업
의 수는 약 404개사에 달한다.11)

․

2) 중소기업 자금지원의 실효성과 유사 중복문제
각 정부 부처는 고유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일환으로 중소기
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그런데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과 기업이 필요
로 하는 지원 간에 불일치가 나타날 수 있다.12) 이 같은 불일치의 원인
중 하나는 정부정책평가시스템에 기인한다. 정부 지원사업이 정량적
평가를 받기 때문에 지원하는 업체나 개인의 수를 증가시키려는 유인
을 제공한다. 그러니 개별 기업이나 창업하는 개인이 지원받는 금액이
적어져서 자금지원의 실효성이 의심된다. 예를 들어, 2011년 저소득
여성 가장의 창업을 지원한 실적은 약 113억이다. 수혜대상은 400명
으로 일인당 2,825만 원 정도를 배분받은 셈이다. 물가수준을 고려하면
지원규모가 실제 창업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지 않다. 정부 사업담당자

․

의 관심은 사업의 지원 실적에 치중될 가능성이 높고, 지원 후 평가 관
리에 대한 유인은 매우 약하다. 정부지원이 단순히 실적을 올리기 위한
일회성 조치가 아니라 창업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어야 한다.
한편, 특정분야에 대한 정부지원이 지나치게 편중됨에 따라 재원배분

10)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1.11.22)
11) 중견기업연합회(2012). 404개의 중견기업이 모두 중소기업지원을 받기위해
중소기업으로 돌아갔다고 볼 수만은 없고 경기변동이라든지 다양한 이유가
혼재될 수 있다.
12)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1.11.2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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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불균형과 유사 중복 지원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정부 부처
간 정보 공유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각 부처별로 시행중인 중소기업 지
원 사업간 유기적인 연계가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었다.13) 예컨대 인력지

․

원의 경우 지식경제부,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청의 사업 간에 유사 중복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실례로, 2010년 매출 7.6억 원의 어느 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청(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지식경제부(지역전략산업육성

․

R&D), 통계청(지역지적재산권 창출지원) 3개 정부 부처 청 4개 사업에서

․

약 3.8억 원의 중복수혜를 받았다.14) 이러한 유사 중복지원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각 부처의 입장에서는 중소기업 관련 사업조정으로 인해 예산
이 감소된다면 부처 간 정보를 공유할 유인이 약하다.
3) 중소기업 성장 촉진의 유인 미흡
정부의 중소기업 금융지원은 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라 효율적으로 이
루어져야 한다. 기업성장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성장기에 있는 기업
에 대한 지원이 중요하다. <표 6>은 중소기업 금융지원 기관의 성장단계
별 지원 비중을 보여주고 있다. 2006년과 2010년의 지원 실적을 보면, 5
년 이하 창업기나 10년 이상 안정기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비교적
많았다. 반면, 중간단계인 성장기에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에 신보, 기보, 중진공을 통해 성장기에 있는 중
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평균 비중은 전체에서 약 27.0%를 차지하지만,
안정기에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비중은 평균 47.7%로 훨씬 높았다.

13) 기획재정부는 ‘중소기업 지원 통합 이력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을 인정
하고 있음
14) 기획재정부(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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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금융지원 기관의 성장단계별 지원 비중
신보
구 분

’06년

’10년

18.8

23.2

창업기
(5년 이하)
성장기
(10년 미만)
안정기 등
(10년 이상)

38.8

42.4

(단위: %)

기보
’06년

’10년

4.4

17.0

22.7

28.9

△9.9

37.7

48.1

5.7

45.3

증감

중진공
’06년

’10년

5.7

34.2

39.2

5.0

27.7

△10.0

26.0

24.5

△1.5

49.6

4.3

39.8

36.4

△3.4

증감

증감

자료: 기획재정부

이 같은 현상은 앞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정부사업의 업무평가가
정량적 실적에 치우쳐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원받은 기업의 성과는 단기
에 나타나지 못하고 시차를 두고 장기에 나타날 수 있다. 정부의 실적
중심주의 경향 때문에 정부지원이 창업이나 안정기 기업에 중점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중소기업이 성장과정에서 자금지원을 받는 것은 미
흡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지원담당자는 자금회수의 안정성측면에서
성장기보다는 안정기에 있는 기업을 지원할 유인이 강하다. 그러다 보니
중소기업에 대한 업종별 맞춤형 지원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
정부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Focus Group Interview’분석에 의
하면,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수요와 공급간 미스매치가 발생하고 중소기
업들에 대한 성장단계별 맞춤형 연계지원이 미흡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4) 부실 한계 중소기업 퇴출의 정체
정부가 사회적 약자측면에서 중소기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함으로써

․

파생되는 문제는 부실 한계기업이 시장에서 퇴출되지 않는다는 것이
다. 이는 신생기업의 진입을 어렵게 하거나 정상기업에 부정적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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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다. 이러한 부실 한계기업 때문에 정부 지원의 실효성이 떨어지
고 자원배분의 왜곡이 발생한다. 해마다 신설되는 신생기업의 수는 크
게 증가하는데 비해 퇴출되는 기업의 수는 감소하고 있다. <그림 1>
에서 보듯이, 최근 수년 동안 신설되는 법인 수는 연간 5만 개가 넘는
것에 비해 퇴출되는 약 1천 5백 건 정도다.

자료: 기획재정부

<그림 1> 신설 법인과 부도법인의 수

시장에 진입하는 기업의 수가 많다보니 중소기업 간 경쟁이 더욱 치
열해지고 있다. 특별한 기술경쟁력이 없는 기업들은 대체로 가격경쟁
을 펼치다보니 영업이익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윤율이 박해
져서 재무구조가 악화되고 부채증가에 따라 부실화 되는 중소기업은
점차 늘고 있다.15) 부실기업의 증가는 해당 산업 내에 있는 정상기업
의 고용과 투자를 저해하고 경제 활력을 저하시킨다.16)
15)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부실 중소기업의 비중이 2000년대 초반 이후 지속
적으로 확대되어 2008년 기준 36% 수준에 이르고 있다(이병기, 2010).
16) 이병기(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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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견기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 및 성장저해 요인

(1) 중견기업 현황과 특성
1) 중견기업 현황
중견기업은 기업규모가 중소기업보다는 크고 상호출자제한 기업집
단에 속하지 않는 기업을 말한다.17) 중견기업의 범위는 업종마다 조금
씩 다르지만, 제조업의 경우는 상시근로자가 300명 이상이고 자본금이
80억 원을 초과하면 중견기업으로 분류된다.18) <그림 2>는 종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한편 업종에 따라서
는 이러한 기준이 다르게 적용된다(부표 1 참고).

출처: 김현종 (2009)에서 인용

<그림 2> 중견기업의 범위

17) 산업발전법 10조의 2에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니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에 속하지 아니한 기업임. 동법 에서 “정부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되면서
증가하는 재정적인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중견기업의 성장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는 3년의 기간이 경과한 중견
기업에 대하여 그 이후 5년간 조세와 금융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8) 제조업 중소기업의 기준은 종업원 수 300인 이하, 자본금 또는 매출액 80억
원 이하 중 한 가지를 충족시키면 된다.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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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개념은 2011년 7월 개정된 산업발전법이 시행되면서 법제화
되었다. 그 전에는 중견기업은 대기업으로 분류되어 정부의 중소기업 지
원정책에서 배제되는 대상이었다. 때문에 중견기업의 법적 필요성은 이전
부터 요구되어 왔다. 2010년 기준, 중견기업의 수는 1,153개로 전체기업
의 0.06%에 불과하지만 고용은 8.6%를 차지한다.19) 또한 우리나라 전체 수
출에서 중견기업이 담당하는 비중은 약 12.7%(약 592억 불)를 차지한다.20)
<표 7>에서는 기업규모에 따른 기업체 수와 종업원 수를 보여주고 있다.
<표 7> 기업규모별 기업체 수 및 종업원 수
구분
기업체 수
(비중)
제조업
(비중)
종업원 수
(비중)
제조업
(비중)

중소기업

(단위: 사, 명, %)
중견기업

대기업

2,950,967
(99.9%)

1,877
(0.06%)

132
(0.004%)

318,258
(99.9%)

662
(0.2%)

78
(0.02%)

10,726,610
(85.0%)

1,079,847
(8.6%)

809,504
(6.4%)

2,405138
(71.7%)

386,314
(11.5)

564,514
(16.8%)

출처: 정진섭(2010), 강철구(2012)에서 재인용

2) 중견기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 및 문제점
2011년 산업발전법이 개정되었지만, 아직까지도 중견기업에 대한 관
련 법 정비가 제대로 되지 않지 않고 있다(표 8 참고). 관련법제 미비로
중견기업들은 여전히 대기업 규제를 적용받아 피해를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령’은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대기업
19) 조태근(2010)을 강철구(2012)에서 재인용함. Lee(2009)에 따르면, 중소기업이나
대기업보다 중견기업의 고용유발효과가 크다고 함
20) 지식경제부 보도자료(2012.3.13)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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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중견기업은 대기업의 기준을 따라야 하는
모순이 있다.21) 따라서 정부 각 부처별로 기업관련 법률 및 시행령을
산업발전법에 따른 중견기업의 개념을 적용하여 정비해야 한다.
<표 8> 중견기업 관련 법제 정비 대상 법률 및 시행령

․

법률 및 시행령

대 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공간정보산업진흥법
방위사업법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저탄소녹생성장기본법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병역법 시행령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령
수산업법 시행령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축산법 시행령

소관부처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국방부
지식경제부
지식경제부
국무총리실
중소기업청
행정안전부
농수산식품부
병무청
지식경제부
지식경제부
지식경제부
농수산식품부
고용노동부
농수산식품부

자료: 중견기업연합회

3) 중견기업의 성장 유인책 미흡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유인책의 일환으로 정부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중간적인 조세 부과 개편안을 마련했다. 이 안에
따르면, 중소기업을 졸업하는 중견기업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5년
간 최저한세를 1~3년차 8%, 4~5년차 9%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내용과
21) 박양균(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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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세액 공제를 1~3년차 15%, 4~5년차 10% 등으로 단계적 인하하는
조치를 담고 있다.22) 그러나 이 같은 중견기업을 위한 세제개편안은 여
전히 중소기업의 지위를 벗어날 큰 유인이 되지는 못한다. 여전히 중소기
업에 대한 최저한세와 R&D 세액 공제의 혜택이 크다. 중견기업입장에
서는 조세혜택 외에도 다른 지원혜택을 포기할 유인이 약하다. <표 9>
는 중소기업이 졸업함으로써 맞게 되는 조세환경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
다.
<표 9>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 시 조세환경 변화
구분

중소기업

과밀억제권역 외
벤처
에너지신기술
창업

창업중소기업
(벤처포함)

없음

등록세 면제

없음

취득세 면제

없음

재산세 50%

없음

면제

없음

인지세

없음
없음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5억 원 공제, 10% 부과

연구
인력
개발

투자
촉진

중견기업

소득세 50%
또는 50%
법인세 50%

① 신성장동력,
원천기술연구
①＋
② 당해
②,③ 중 발생총액
선택
③ 직전 4년

없음

30%

20%

25%

15%( 3년), 10%(4 5년),
6%限(6년 )

50%

40%

기술취득금액 세액공제

7%

없음

투자세액공제

3%

없음

손금산입

없음

7%

3%

평균 발생액
초과분

정보화지원사업 출연금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세액공제

～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外) 기본 4% / 추가 3%

∼

～

기본 3% / 추가 2%

․

22) 파이낸셜 뉴스, “[중견 중소기업을 키워야 풀린다] 국가산업의 허리 ‘중견기
업’ 육성제도 시급,” 2012년 1월 2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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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고용
지원

중소기업
인원 × 30만 원

없음

고용유지중소기업
과세특례

임금삭감액 50%
1천만 원 한도

없음

고용증가인원 사회보험료 청년 - 100%
세액공제
청년 외 - 50%
중소기업
간
통합
구조
조정

양도소득세

없음

면제

없음

사업전환 중소기업 및
무역조정지원기업
세액감면

사업전환(外) 50%
무역조정기업 50%

없음

자가물류시설 양도차익
법인세 과세특례

익금불산입

없음

10%(지분율 50%이하)
15%(지분율 50%초과)

20%
30%

5억 원 공제, 10%부과
(증여세 과세가액 30억 限)

좌동
*매출 1,500억 이하

취득세

증여세과세특례
가업승계
상속공제

지역
균형
발전

없음

이월과세

최대주주 및 특수
관계자
주식 할증평가
상속
및
증여

중견기업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
세액공제

수도권外 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
농공단지 입주기업
세액감면

중소기업 공장이전 과세특례
최저한세율

특별세액감면

①, ② 중 큰 금액
① 70%(10년 100억, 15년
150억, 20년 300억)
②2억 원
100%(∼6년), 50%(7∼9년)

좌동
*매출 1,500억 이하

없음

50%

없음

익금불산입

없음

7%

8%(1 3년), 9%(4 5년),
10%(6년 )

∙소기업: 도매업 등~10%그
외~20%(內), 30%(外)
∙중기업: 도매업 등~5%(外)

～

없음

지식기반산업(內)~10%
도매업 등 외(外)~15%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 세액공제 10% 限
법인세 분납기한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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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없음
1개월

∼

～

구분

법인세 접대비한도액

중소기업

중견기업

① ＋②
좌동
① 1800만 원 × 해당사업연 단, ①1200만 원
도 월수/12
② 해당사업연도 수입금액 ×
적용률
100억 이하: 0.2%
100억 초과 500억 이하:
0.1%
500억 초과: 0.03%

∼

자료: 중견기업연합회

(2) 중견기업의 성장 저해 요인
1) 중견기업 성장 저해의 제도적 요인
앞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과다한 지원이 중소기업을 졸업할 유인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중견기업의 성장 제약 요인
중 하나는 대기업에 가해지는 과도한 규제가 중견기업에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산업발전법 개정 이전의 대기업에 대한 규제는 공정거
래법과 회사법에 기반하여 크게 경제력 집중 억제, 소유지배구조 규제,
금융과 산업의 분리정책, 대기업에 대한 진입 및 역차별 규제, 기업재

․

무 관련 규제 및 기업세제, 공시 및 회계 감사제도, 특수 관계인 규제,
수도권 규제 등으로 분류될 수 있다. 그러나 이제 이러한 대기업 규제
를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하면 받게 된다. 이 가운데 공정거래법
상 상호출자제한 집단에 해당되는 기업에 적용되는 규제는 배제된다.
그러나 세법상 조세부담률 증가, 정부 연구개발 사업 참여 어려움, 환
경과 보건 등의 규제가 중견기업의 대기업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
<표 10>은 중견기업 성장을 저해하는 차별적인 규제의 예를 보여주
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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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중견기업 성장을 저해하는 대기업 차별적 규제
구분

주요 규제 내용

관련 근거 등

기업재무
법인세법 제55조
법인세 관련 제도, 기업 상속세 관련 제도(과도한 상속
관련 규제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
증여세 부담, 기업상속세 할증과세 규제)
기업세제
조, 제63조제3항

․

회계 감사
제도

감사위원회 설치의 의무화(자산 2조 원 이상의 주권상장
법인 및 코스닥 등록법인)
내부회계관리제도(자산 500억 이상 외부감사대상기업)
준법지원인제 (현행 자산 1조 원 이상의 상장회사)

․

상법 제415조의2, 자본
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
한 법률 제26조, 제28조,
외감법 제2조, 제2조의3

권역별 불가행위 규정(대기업의 공장 신 증설은 전
수도권 규제 수도권에서 금지) 단, 성장관리권역의 경우 첨단업종으 수도권정비계획법
로 지정된 업종에 한하여 증설 허용

․

주: 이주선 외(2007)와 이인권 김현종(2007)에서 제공된 대기업 규제를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서 검토한 후 재정리함

<표 10>에서 기업규제의 특징은 기업규모에 따라 규제가 달리 적용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수도권 규제에서 ‘권역별 불가행위’의 경우,

․

대기업의 공장 신 증설은 전 수도권에서 금지되어 있으나 성장관리권
역의 경우 첨단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에 한하여 100% 증설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제한받지 않는다.
<표 10>의 내용 외에도 새롭게 도입되는 ‘준법지원인제’는 일종의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23) 현행 자산 1조 원 이상의 상장회사들은 의
무적으로 준법지원인제를 적용받게 된다.24) 그러나 기업이 이미 사내
변호사를 고용하고 있어 굳이 준법지원인을 추가로 고용할 필요가 없
더라도 할당된 인원을 고용해야 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러한 규제들

23) 우리나라에 준법감시인 제도가 도입된 것은 미국의 “Compliance Officer”제도
를 모델로 한 것임(최충규, 2007)
24) 2012년 4월15일 현재, 약 170여개 상장 회사들이 적용 대상임. 법조계는 향후
준법지원인제 적용범위를 자산 1,000억 이상 기업까지 확대하도록 시행령을
재개정하려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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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견기업들이 대기업으로 성장하는데 불편하게 작용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2) 시장 및 사회 환경적 요인
우리나라의 중견기업은 주로 제조업에 많이 분포되어 있다. 부품이
나 소재, 그리고 완제품 시장에서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과도 경
쟁하고 있다. 정부가 대기업과의 상생협력의 파트너로 중소기업의 지
원과 보호에 역점을 두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중견기업은 정부 정책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또한 중견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국내외 시
장의 동향파악이나 분석능력이 부족하여 미래 투자가 미흡하다(박찬수
2012). 상당수의 중견기업들이 3년 이상 미래 수익원을 확보하지 못하

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25) 또한 중견기업은 임금이나 복지면에서
대기업보다 부족하다는 인식이 사회에 퍼져 있어 고급 인력의 확보가
어렵다. 더욱이 중견기업의 기술 인력이 성숙되면 대기업으로 옮기는
경향으로 인해 중견기업은 우수인재 유지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3) 중견기업 내부의 혁신역량 요인
현재 성장정체 상태에 있는 중견기업의 취약점은 연구개발 투자가
감소하여 제품경쟁력이 강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매출액 규모
가 커질수록 오히려 매출액 대비 R&D 투자의 비중이 낮다. 연구개발
투자를 전혀 하지 않는 기업도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26) 이러한
R&D 집약도가 낮은 이유는 중견기업은 상대적으로 설비투자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R&D 자금이나 인력조달의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25) 대한상공회의소(2010)를 박찬수(2012)에서 재인용
26) 김현종(2009)에서 약 21%로 밝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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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R&D 지원 사업이 주로 중소기업에 치중하다보니 중견기업 스
스로 R&D 자금을 충분히 조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27) 그렇기 때문에
기업성장의 원천인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생산성
향상과 부가가치 증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매출액 3천억 이하 중견
기업의 경우, 국내외 특허 등록 건수도 적고 생산성 증가율도 10% 이
하가 대부분이다.28)
또한 중견기업은 마케팅과 해외시장 개척에 대한 능력이 부족하여
판로가 다양하지 못하다. 대부분의 중견기업이 수출보다는 내수시장에
서 벗어나지 못해 과당경쟁이 치열하다. 내수 중심의 중견기업은 소수
의 국내 수요기업에 대한 매출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자체브랜드 개발
을 통한 글로벌 시장 진출을 어렵게 하고 있다.

4

․

중소 중견기업 성장을 위한 유인체계 및 정책 방안

(1) 중소기업 성장을 저해하는 정책 개선
1) 중소기업 지원 통합 이력관리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

․

특정분야에 정부지원이 편중되지 않아야 한다. 유사 중복지원을 방
지할 수 있도록 정부 부처 간 정보공유를 통해 중소기업 지원사업이

․

통합적으로 관리될 필요가 있다. 정부 부처 간 유기적 연계 협력만으
로 중소기업 사업을 분석하고 지원예산을 구축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

27) 2012년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 전용 R&D 예산을 7,150억 원 편성함
28) 김현종(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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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부처이기주의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전체 중소기업 지원
예산과 사업에 대한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총괄 시스템이 필요
하다. 현재 정부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금융지원정
보시스템을 통합해서 ‘중소기업 지원 통합 이력관리 시스템’으로 확장
할 필요가 있다.

․

한편, 중소기업 성장단계별로 정부의 자금 금융지원이 적절히 효율
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중소기업 지원 통합 이력관리 시스템’ 지원
사업의 내용이나 수혜기업의 이력 등의 정보가 공유되어 기업의 창업
단계에서부터 성장단계까지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 안정기
에 있는 기업보다는 창업기와 성장기에 있는 기업에 대한 자금이 우선

․

적으로 지원되어야 한다.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자금 금융을 지원
하는 집행기관이 지나치게 실적중심주의와 자금회수의 안전성만을 추구
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안정기에 접어든 기업은 창업기 또는 성장
기에 있는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민간금융기관을 통해서 자
금을 조달할 수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창업기에 있는 기

∼

업과(6 9년 된) 성장기에 있는 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 중소기업 재정지원 상한제와 지원졸업제를 통한 성장친화적 유인체계
중소기업이 정부의 지원 육성에 안주하지 않도록 성장친화적인 유인
체계를 조성해야 한다.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통합적인 종합관리 시스
템이 구축되면 수혜 중소기업이 정부지원에 안주하지 못하도록 재정지

․

원 상한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유사 중복지원을 예방할 수
있다. 또한 지원졸업제를 통해 수혜 중소기업이 장기지원을 받지 못하
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는 중소기업이 정부지원에 안주하는 유인을 제
거하는 것이다. 특히 신설되는 지원 사업은 존속기한을 설정하여 일정

․

중소 중견기업 성장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291

․

[제4권] 공공개혁 | 기업 시장제도

기한 지나면 평가 후 사업을 마무리는 지원정책일몰제가 지켜져야 한
다.29)

․

3) 부실 한계 기업 지원의 제한

․

부실 한계기업들이 시장에서 합리적으로 퇴장할 수 있는 제도가 정

․

착되어야 한다. 부실 한계 중소기업이 정부의 지원에 연명해서 시장
에서 좀비화한다면 이는 건강한 중소기업을 포함한 시장생태계에 부정
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30) 시장의 진입만큼 퇴출이 잘 이루어져야
시장의 기능이 원활히 작동됨으로써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들이 지속적

․

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 이를 위해서 우선, 부실 한계
기업에 대한 지원이 지속되지 않아야 한다. 한계기업에 대한 지원의 효
율성이나 성과에 대한 엄정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성장둔화 또는
퇴보산업에서의 영세기업에 대한 지원확대로 보다 생산적인 중소기업
이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으
로 재무건전성이 취약한 기업이 시장에서 정부지원으로 잔존하여 건강
한 기업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음으로, 부

․

실 한계기업이 시장에서 퇴장이 용이하도록 제도적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부실기업 구조 조정을 지원해서 시장에서 퇴장을 유도하
거나 사업전환을 원활하게 해야 한다.31)

29)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1. 11.22)
30) 이병기(2011)
31) 기업의 파산 회생 워크아웃 관련 법령으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
률이 있다. 이는 기업구조 조정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장기능에 의한 상시적인 기업구조 조정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기업구조 조정 촉진법 제1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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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견기업 성장의 단계적 유인체계
1) 기업성장을 촉진하는 조세 유인 체계
창업에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거쳐 대기업으로 성장하는데 조세

․

체계가 합리적이어야 한다. 정치적 행정적 편의에 따라 조세감면에
대한 일관되지 못한 방향이나 원칙이 정립되어서는 안 된다. 정부가 중
소기업의 보호와 육성이라는 큰 틀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
으로 조세지원제도가 이용되다 보니 중소기업 조세감면의 규모가 점차
커지고 복잡하게 되었다.32) 더욱이 목표가 달성된 이후에도 관련제도
가 지속되지 않아야 조세지원제도가 복잡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앞에서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지나치게 많은
조세감면의 분야와 종류를 단순화하고 일몰제가 적용되는 제도를 연장
하는 것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33) 특히 지나친 조세감면혜택으로 과세
기반을 위축시키거나 세수의 중립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현행 정부의 중견기업 조세유인책은 중소기업을 졸업한 중소기업에
게 유예기간을 주어 중소기업과 대기업 중간 정도로 세부담을 완화하
는 것이 골자이다. R&D 세액공제율도 유예기간 동안 중소기업과 대기
업 공제율의 중간수준이다. 그러나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되지 않는 한 대기업에 해당하는 최저한세율과 R&D
세액공제율이 적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2) 서정대(2004)
33) 2010년 기준 조세특례제한법은 10개 분야에 걸쳐 39개의 중소기업 조세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중에서도 특히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다른
세액감면과 중복적용이 가능하다(김필헌 2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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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업규모 증가에 따른 차별적 규제 완화
기업규모가 커짐에 따라 받게 되는 제도적 불이익으로 중소기업으로
안주하는 유인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중견기업의 성장의욕을 저하시
키는 대기업 차별적인 규제를 완화하여야 한다. 지난 해 산업발전법 개
정을 통해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세율로 이원화되어 있는 조세체계를
중견기업을 위해 최저한세를 단계적으로 나누었다. 조세 유인을 강화
시켜 중견기업을 육성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방향성은 바람직하지만
아직도 세제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고 있다. 관련법과 시행령이 조속히
개정되어 중견임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에 해당하는 규제를 받는 경우는
없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아직도 중견기업에 대한 개념이 존재하지 않
은 법률 및 시행령으로 인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대기업의 규제를 받고 있는 중견기업이 적지 않다. <표 7>에서
살펴본 것처럼, 현행 법체계하에서는 산업발전법에서만 중견기업의 개
념이 명문화되었다. 아직 관련 법제가 정비되지 않아서 중견기업이 불
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 각 부처는 관련 기업관련 법률 및 시행
령을 개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저탄소녹생성장기본법’제33조(중소기
업의 지원 등)에서는 “1.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동사업에 대한 우선

… ”고 규정하고 있다.

지원”, “2.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지도

여기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으로 국한된 표현을“대기업과 공동사업
또는,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으로,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을 “대
기업의 또는 중견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으로 표현이 수정되어야 한
다. 이처럼 중견기업의 개념이 현행 관련법률 및 시행령에 조속히 적용
되어야 한다(부표 2 참고).34)
34) 중견기업연합회는 이와 같은 중견기업의 개념이 적용되지 않은 현행 법률 및
시행령에 대해서 개정할 것을 요구하고 그 개정안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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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수 중견기업의 글로벌 성장전략

․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중소 중견기업이 내
수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정

․

부는 성장의지와 잠재력을 갖춘 중소 중견기업을 지원하는 World
Class 300 프로젝트를 확대하고 있다. 정부가 2020년까지 글로벌 성장

․

의욕이 강한 300개의 중소 중견기업에게 집중지원을 하는 것이다. 글

․

로벌 중소 중견기업 성장 전략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필
요하다. 첫째, 중견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R&D 지원 비중
을 확대하고, 고급인력 확보를 위한 우량 중견기업에 대한 홍보 및 이
미지 제고 등 사회적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예컨대, 정부출연기관 및
연구소의 박사급 전문 인력이나 첨단 연구 장비 사용을 한시적으로 지
원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둘째, 경쟁력 있는 내수 중심 중견기업
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 지원 시스템을 갖출

․

필요가 있다.35) 예를 들어, 해외 기업의 관련 부품 소재의 수요를 체

․

계적으로 파악해서 국내 부품 소재에 특화된 중견기업에게 제공하고
마케팅과 유통망 구축 등 글로벌 시장 개척을 위한 종합지원체계를 구
축하는 것이다.36) 셋째, 글로벌 제품 경쟁력을 갖춘 중견기업의 해외
브랜드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정부가 우수 중견기업을 위해 해외바이어 초청 컨벤션 등을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35) 지경부 보도자료(2011.12.15)
36) 박찬수(2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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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글로벌 중견기업 성장촉진 지원 정책
분야

주요 지원 정책

인력 및
기술개발
지원

판로 및
마케팅 지원

정부출연연구소에서 박사급 전문인력 지원(한시적)
중견기업 연구개발 전문인력 병역특례 확대
정부출연기관 및 연구소의 첨단 연구장비 사용 지원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사업 지원
내수형 중견기업의 글로벌 수출기업화 지원
관련 제품수요 정보, 마케팅, 유통 등 종합적 지원체계 구축
중견기업의 해외 브랜드 인지도 향상 지원
(글로벌 제품 경쟁력 갖춘 중견기업을 위한) 해외 바이어 초청 컨벤션

－
－

주: 대한상공회의소(2009), 박찬수(2012)와 저자의 아이디어를 정리함.

․

(3) 중소 중견기업 성장을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 로드맵

․

차기정부 출범을 앞두고 중소 중견기업 성장을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 로드맵을 마지막에 제시하였다. 로드맵의 원칙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즉각적으로 시행해야 할 정책, 임기중간까지 한시적으로 운
영해야 할 정책, 그리고 임기 내내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장기 정책
과제 순으로 실행하는 것이다.
우선, 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른 중견기업 개념을 관련 법제에 적용하
는 것은 시급을 다투는 과제라 할 수 있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관련
법에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이분법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 이로
인해 중견기업이 중소기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대기업의 규제를 받는

․

일이 없어야 한다. 또한 유사 중복지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부처 간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중소기업 지원 통합 이력관리 시스템’
은 가급적 조기에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사업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기 때문이다.

․

임기 중간에 마무리해야 할 정책과제는 중소 중견기업을 지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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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그리고 성장을 촉진하는 유인체계 등이다. 새로운 정부가 안정기
에 접어들면서 정책의 체계적 집행을 통해 정책성과를 확인할 있다. 조
세감면제도 정비, 재정지원 상한설정 및 재정지원 졸업제, 일몰제 준수
등은 임기 내 정착시킬 수 있어야 한다.

․

마지막으로 임기 내내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로는 부실

한계기업이 시장에서 합리적으로 퇴장 또는 사업전환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나라 기업생태계의 99.9%를 차지하는 수많은 중소기업
들은 치열한 내수경쟁으로 언제든 부실화 될 수 있다. 외국과 달리 개
인입보가 많아서 사업을 접는 다는 것은 그야말로 경제적 능력을 상실

․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실 한계기업이 좀비화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
서 부실한계기업이 시장에서 합리적으로 퇴장하거나 사업전환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서 기업생태계를 건강하게 유지해야 할 것이다.

4

결론

작년 산업발전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우리나라의 기업정책은 중소기
업과 대기업이라는 이분법적 구도로 이루어졌다. 중소기업은 약자이기

․

때문에 보호 육성하고 대기업은 강자이기 때문에 규제해야 한다는 것
이다. 정부의 이분법적인 기업정책은 국가경제의 튼튼한 허리를 담당
하는 중견기업계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었다. 중소기업의 지위를
벗어나면 각종 지원혜택이 끊김과 동시에 대기업의 규제를 받는 구조
하에서는 기업분할, 아웃소싱, 투자 기피 등의 방법으로 기업규모를 키
우지 않고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단기적으로 중견기업에게는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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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적인 방법일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는 중견기업의 개념이 법제화되었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중견을 거쳐 대기업으로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및 규제완
화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중소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정
책 및 제도 개선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중소기업 지원의 재원배
분 불균형 해소, 중소기업 재정지원의 효율성 제고 및 성장친화적 유인

․

체계 마련, 부실 한계 기업의 합리적 퇴출의 유도 등이 필요하다. 둘
째, 기업 성장의 단계적 유인체계가 필요하다. 관련 법제를 정비해서
기업성장을 촉진하는 조세 유인 체계를 확립하고 기업규모에 따른 차
별적 규제를 완화하고 내수중심 중견기업의 글로벌 성장전략을 유도해
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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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추진 로드맵
정책과제

세부실천과제

2013 2014 2015 2016 2017

금융지원정보시스템을 통합해서 ‘중소
기업 지원 통합 이력관리 시스템’으로
중소기업 재정지원 확장
의 효율성 제고
중소기업 자금지원은 창업기와 성장기
기업에 집중
중소기업 재정지원 상한설정 및 재정지원
중소기업 성장친화 졸업제 시행 준수
적 유인체계
부실 한계기업에 대한 지원을 제한하여

․

사업전환 또는 퇴장유도
조세감면의 분야와 종류를 단순화하고
중견기업 성장을 일몰제 연장 제한
촉진하는 조세 유
중견기업에게 적용되는 최저한세율 유예
인 체계
기간이 대기업이 될 때까지 유지
기업규모 증가에
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른 중견기업의 개념
따른 차별적 규제
을 관련 법률 및 시행령에 조속히 적용
완화
정부출연기관 및 연구소의 박사급 전문
인력이나 첨단 연구 장비 사용 지원
내수 중견기업의 내수형 중견기업의 글로벌 수출기업화
글로벌 성장전략 지원
(글로벌 제품 경쟁력 갖춘 중견기업을 위
한) 해외 바이어 초청 컨벤션 개최

․

중소 중견기업 성장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299

․

[제4권] 공공개혁 | 기업 시장제도

참고문헌

강철구(2012), “한일 중견기업의 성장전략 비교를 통한 시사점”, 아태연
구, 9(1), pp.165-184
경종수·이보형(2010),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정책의 기업성
장단계별 차별화 방안”, 중소기업연구, Asia Pacific Journal of
Small Business , 32(4), pp.57-79
고성삼(2000), “중소기업의 조세지원제도 활성화에 관한 연구”, 한국중
소기업학회 22(1), pp.307-336
기업연구소(2008),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실태와 개혁과제
기은경제연구소(2008), 중소기업 규제실태와 개선방안

「

」

기획재정부, “ 2011년 제4차 재정위험관리위원회 개최” 보도자료, 2011.
11.22

–

김기찬 외(2006),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의 이론적 모형 설계 건강하고 지
속가능한 기업생태계 구축”, 한국중소기업학회 , 28(3), pp.381-410
김승일(2009), “독일 중소기업의 경쟁력 실태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연
구”, 중소기업연구원
김필헌(2010), “조세특례제한법상에서의 중소기업 지원제도와 개선방향”,
한국경제연구원
김현종(2009), “혁신을 통한 성장: 중견기업 R&D 정책”, IBK경제연구소,
기은연구 , 가을호
김현종·이인권(2007), “공정거래 및 대기업정책”, 한국경제연구원
대한상공회의소(2009), 중견기업 지원의 필요성과 정책개선과제
박상문(2008), “중견기업 경쟁력 강화방안 연구”, 코스닥상장법인협의회

300

와 (사)한국중견기업연합회 공동보고서
박양균(2012), “중견기업 성장저해 조세제도 개선방안”, Issue Paper
2012-01, 중견기업연합회
박찬수(2012), “중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방안”, STEPI Insight 제92
호,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원
박창수·이윤재(2011), “우리나라 중소 제조업의 생산성 성과와 그 결정
요인: 정부의 정책자금 지원과 시장구조를 중심으로”, 중소기업
연구, Asia Pacific Journal of Small Business , 33(2), pp.133-149
비즈인포 <http://www.bizinfo.go.kr>
서승원, “중소·벤처기업 정책방향”, 세미나 자료, 자본시장연구원 개최,
2012.03.07
서정대(2005),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합리적 개편방향”, 중소기업연
구원
서정대(2009),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유형별 구분 및 맞춤형 지원방안
연구”, 중소기업연구원
송혁준·김이배·오웅락(2006),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이 경영
성과 개선에 미치는 영향”, 한국중소기업학회 , 28(4), pp.65-80
안숙찬(2011), “중소제조업의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의 효과
분석”, 중소기업연구, Asia Pacific Journal of Small Business ,
33(1), pp.33-50
안현호(2010), “세계적 전문 중견기업 육성전략”, 지식경제부
이병기(2004), “글로벌 경쟁체제와 중소기업 정책의 새로운 방향”, 한국경
제연구원
이병기(2011), “부실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구조조정 시장의 활성화”,
한국경제연구원

․

중소 중견기업 성장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301

․

[제4권] 공공개혁 | 기업 시장제도

이병기 외(2010),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정책연구, 2010-12, 한국경제연구원
이주선 외(2007), 한국의 대기업정책(상), 한국경제연구원
이주선 외(2007), 한국의 대기업정책(하), 한국경제연구원
전경련 중소기업협력센터(2010), 중소기업 CEO가 알아야 할 2010 중소기
업 지원제도 요람
조태근(2010), “중견기업육성과 신용보증기금의 역할”, KODIT Research
중소기업청(2011), 2012년도 중소기업 육성시책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전용 R&D예산 7,150억 원 편성” 보도자료,
2011.10.26
최정환(2010), “한국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전략

– Fast Follower 전략에

서 Customer Centricity전략으로”, LG경제연구원
황상연·김군수(2009), “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기업 지원정책 개선방안”,
Policy Brief No.41, 경기개발연구원
황인학(2011), “대기업이 되고 싶지 않은 160가지 이유”, 한국경제연구원
황인학·최충규(2006), “기업정책의 현안과 쟁점: 공정거래법과 상법 개정
논의를 중심으로”, 한국경제연구원
연합뉴스, “중소기업 재정지원 졸업제 도입한다”, 2011.11.22
조선일보, “정부, 중소기업 재정지원 졸업제 도입”, 2011.11.22
Lee, Y. (2009), “Entrepreneurial Activity and Job Creation: An Empirical
Evidence from Korean Regional Economy”, The Korean Small
Business Review, 31(2), pp.63-84
World Bank(2012), Doing Business 2012
OECD(2009), Top Barriers and Drivers to SME Internationallisation

302

<부표 1> 중견기업의 기준 및 범위
기준

해당 업종

상시근로자수 300명 이상이고
자본금 80억 원 초과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명 이상이고
자본금 30억 원 초과

광업, 건설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300명이상이고
매출액 300억 원 초과

상시근로자수 200명이상이고
매출 200억 원 초과

적용 시기

․ ․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 전문 과학 및 기술 서
기준 충족
비스업
다음해부터
농업, 임업 및 어업, 전기 가스 증기 3년 후
및 수도사업,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산업

․

․ ․

․

․

상시근로자수 100명 이상이고
매출 100억 원 초과

하수처리 폐기물 처리 및 환경복원업,
교육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명 이상이고
매출 50억 원 초과

부동산업 및 임대업

상시근로자수 1,000명 이상*

모든 업종

2012년

자산 5,000억 원 이상*

모든 업종

2012년

자기자본 1,000억 원 이상

모든 업종

2012년

3년 평균매출 1,500억 원 이상

모든 업종

2012년

자산 5,000억 이상 법인이 발행주
식의 3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 모든 업종
적으로 소유한 최대주주인 기업

해당즉시

관계회사 제도

2011년

모든 업종

*2011년까지는 1년 동안 유예를 받았던 기준.
자료: 중견기업연합회
주: 상호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 소속 기업과 금융기관, 그리고 공공기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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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2> 현행 법률 및 시행령에 대한 중견기업연합회 제안 개정안
법률 및 시행령

현 행

․

개정안

대 중 소 기 업 제2조(정의)
2. “대기업”이란 독점규제및공정거
상생협력촉진에 2. “대기업”이란 중소기업이 아닌 기
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관한 법률
업을 말한다.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한다.
중 소 기 업 제 품 제2조
제2조
구매촉진 및 판 5. “대규모 자재구매대행업”이란
5. “대규모 자재구매대행업”이란 대
로지원에 관한
대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
기업 계열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법률
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기업
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이하 “대기업”이라 한다) 또는 대기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업 계열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속하는 회사를 말한다)가 기업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계
등의 소모성 자재의 구입 및 관리
열회사를 말한다)가 기업 등의 소모
를 대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성 자재의 구입 및 관리를 대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

뿌리산업진흥과 제2조(정의)
제2조
첨단화에 관한 6. “대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6. “대기업”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을 말한다.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말한다.
공간정보산업진 제22조(중소공간정보사업자의 사업 제22조
흥법
참여 지원)
. 다만 대기업과 중소공간정보사
. 다만 대기업과 중소공간정보사 업자가 혹은 중견기업과 중소공간사업
업자가 협력하여 .
자가 협력하여 .

②…

②…

방위사업법

…

①

①…

…

제36조(사업조정제도 등) 방위사업
청장은 방위사업과 관련된 업체로서
대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기업(이하
“대기업자”라 한다)이 .

제36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

산업기술혁신촉 제35조(대중소기업 간 공동기술혁신
진법
의 촉진)
대 중소기업 공동기술
개발사업에 대한 우선지원,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
대 중소기업 간 .

제35조
대 중소기업, 중견 중소기업
공동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우선지원,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의 중소기업에 대
한 .
대 중소기업 간, 중견 중소기
업 간 .

․

…

①… ․

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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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①… ․
…
②…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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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정안

이러닝( 전자학 제20조의5 (중소이러닝사업자에 대한 제20조의 5
습)산업 발전 및 지원 )
이러닝 개발사업의 대기업 기준은
이러닝 활용 촉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러닝개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진에 관한 법률 사업의 종류 및 대기업인 이러닝사업 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자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하며, 이
러닝 개발사업의 종류는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③…

③

저탄소녹생성장 제33조 (중소기업의 지원 등)
제33조
기본법
1.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동사업에 1. 대기업 중소기업의 공동사업 또는
대한 우선 지원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의 공동사업에
2.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지
대한 우선 지원
도 및 .
2.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중소기업
에 대한 .

…

…

중소기업인력지 제8조(산학협력을 통한 중소기업 필요 제8조
원 특별법
인력의 양성 등)
정부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혹
정부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은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추진하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협력사업을 지 는
원할 수 있다.

③

③

…

지방자치단체를 제29조(공동계약)
제29조
당사자로 하는
제1항에 따른 공동계약 중 대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또는 중견
계약에 관한 법 업과 중소기업 간 또는 중소기업 간의 기업과 중소기업 간 또는 중소기업 간
률
공동계약에 .
의 공동계약에 .

②…

②…

…

…

농림수산식품과 제14조 (기술료의 감면)---.
학 기 술 육 성 법 4. 대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
시행령
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기
업: 30퍼센트(해당 연구과제에 참여
한 기업만 해당한다)

제14조
4. 산업발전법 제10조의 2에 따른 중
견기업: 50퍼센트(신설)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
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30퍼센트(해당 연구과제에 참여
한 기업만 해당한다)

병역법 시행령

제77조
대기업(여기서 대기업은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대해
서는 .

ㆍ

제77조(필요인원의 통보 및 배정)
이 경우 복무관리가 부실한 업체,
장기간 지정업체로 선정된 업체와
대기업에 대해서는 인원의 배정을
제한할 수 있으며, .

③…

…

․

③…

…

중소 중견기업 성장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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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및 시행령

현 행

개정안

산 업 기 술 혁 신 제53조(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자) 제53조
촉진법 시행령 3. 그 밖에
인정하는 대기업 또는 3. 인정하는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또
민간단체
는 민간단체

…

산업집적활성화 제4조의 3(산업집적의 형성체계)
제4조의 3
및 공장설립에 관 1. 생산기능을 담당하는 대기업 및 중 1. 생산기능을 담당하는 대기업, 중견
한 법률 시행령
소기업으로 구성된 산업기술체
기업 및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산업
기술체
소프트웨어산업 제17조의4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
진흥법 시행령 자의 기준 )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된 사업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
니하는 기업으로 한다.

…

…

제17조의 4
신고된 사업자로서 독
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
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한다.

수산업법 시행 제11조(면허결격사유가 되는 기업 등) 제11조
령
1. 폐지
1. 대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기업
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제2조 제2호에 따른
계열회사

…

ㆍ

…

숙련기술장려법 제9조(우수 숙련기술자의 선정 및 우대) 제9조
시행령
고용노동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고용노동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종사자와 그 외의 대기업의 종사자
종사자와 산업발전법 제10조의
로 구분하여 선정하며, .
2에 따른 중견기업의 종사자, 그
제20조(숙련기술장려 모범사업체의
외의 대기업의 종사자로 구분하
선정 및 우대)
여 .
고용노동부장관은
중기업과 그 제20조
외의 대기업으로 구분하여 선정할
중기업과 산업발전법 제10조
수 있다.
의 2에 따른 중견기업 그 외의 대기
업으로 구분하여 선정할 수 있다.

②

…

②

…

…

②

축산법 시행령

…

…

제3조 (위원회의 기능 )
2. 대기업의 축산업 참여제한(대기
2.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대기업의 업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축산업 참여 제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
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말함)

자료: 중견기업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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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

․

대 중소기업 간 관계 개선을 위한
규제정책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한국경제연구원 신석훈

1. 문제 제기

□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관계 유형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관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수직적 거래관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수평적 경쟁관계

하여 중소기업 보호(납품단가
와 납품단가 조정체계)

도록 하겠다고 함.

－ 지배력에 기초해 납품업자에게 불공정거 － 계열사 간 지원을 하며 중소기업과 골
래행위를 상시적 행하고 있다고 봄
목상권 고유 업종으로 무분별하게 사
∙현재의 하도급법과 대형유통업법을 더 업을 확장하여 중소기업과 소비자에게
욱 강화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뿌리 뽑
피해를 주고 있다고 봄.
겠다고 함
－ 대형마트 규제나 중소기업적합업종을 법
－ 원자재 가격 상승 시 납품단가에 반영 제화 하여 아예 대기업이 들어오지 못하
연동제

□ 본 보고서의 목적은 대중소기업 간 관계개선을 위해 대기업을 규
제해서 반사적으로 중소기업을 보호하겠다는 지금까지의 기본적
정책방향이 재설정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데 있음

○ 본 연구에서는 대중소기업 간 관계에서 초래되고 있는 다양한
갈등유형들을 쟁점별로 정리하며 각각의 쟁점에서의 본질과 원

․

대 중소기업 간 관계 개선을 위한 규제정책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307

․

[제4권] 공공개혁 | 기업 시장제도

칙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데 역점을 두며 정책대안을 모색함. 대
중소기업 간 관계에서 초래될 수 있는 갈등유형을 유형화 하여
갈등해결을 위한 정책방향을 살펴봄

2. 현행 대중소기업 간 갈등 해결방법

□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계약관계에서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남용행위를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 여기서의 쟁점은 대기업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를 했는데 과
연 그러한 행위가 계약상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 행위
인지, 불공정행위라면 어떻게 통제해야 하는지

－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입증책임을 손쉽게
하도록 하고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지금까지 법이 지속적으로
개정 또는 제정되어 왔고 현재 이를 더욱 강화하려고 함

∙ 대․중소기업 간 수직적 거래관계(계약관계)에서 대기업의
계약상 우월적 지위남용행위를 규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민법이 담당할 역할이고 모든 나라들에서 그렇게 하고 있음.

∙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민법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해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하도급법 등을 통해 대기업을 규제
하고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있음

∙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남용행위를 과징금, 형벌, 징벌적 손
해배상 등의 강력한 제재수단으로 규제하고 있고 점점 강
화하고 있음

∙ 그러면서도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사실을 국
가가 엄격한 기준 하에서 입증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외

308

형적으로 우월적 지위남용처럼 보이는 행위가 있으면 일단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벗어나고자 하는 대기업
이 스스로 정당성을 입증하도록 규제법이 진화되고 있음

∙ 규제당국이 기업행위의 부당성을 입증해야 하는 ‘합리의
원칙’ 대신 특정 행위유형에 대해 부당성을 간주해 버리는
‘당연위법의 원칙’을 확대해 가고 있음

○ 하도급 관계에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 자료를 유용하
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발생한 손해의 3배까지 배상할 수 있도록

․

․

하고, 기술 자료 탈취 유용에 대한 고의 과실의 입증책임을 원
사업자에게 지우는 하도급법 개정이 2011년에 있었음(제35조).
또한 위탁기업이 납품단가 부당감액 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
하려고 함

－ 하도급 관계에서 원사업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수급사업자의
피해는 사법상의 실손해 배상으로, 원사업자의 불법행위 재발
방지와 억제는 공법인 하도급법에서 과징금과 형벌 등을 통해
이미 강도 높게 수행하고 있음에도 또 다시 공법(公法)적 실질
과 사법(私法)적 외형을 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지나친 과잉규제로 평가될 수 있음

∙ 행정적 제재 수단인 우리나라의 과징금과 가장 유사한 제
도가 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임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것 자체도 문제지만 도입하
면서 위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을 위탁자에게 전환하는 것은 더
욱 문제임

∙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해 제재를 강화할 경우에는 위탁 대
기업 행위의 위법성을 보다 엄격히 입증하여 혹시 정당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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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를 위법한 행위로 잘못 판단할 수 있는 오류를 최소화
시키는 것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하도급법은 오히려 입증
책임을 전환하고 있음

∙ 기술유용과 관련해서는 2011년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당시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규정을 함께 도입하였음

∙ 그리고 최근 논의되고 있는 납품단가 부당감액행위에 대해
서는 2011년 하도급법 개정 시 입증책임을 원사업자에게
이미 전환해 놓은 상태임

∙ 결국 객관적으로 기술을 유용하거나 하도급 대금을 감액하
면 일단 위법한 것으로 판단되고 다만 그러한 행위가 정당
하다는 사실을 원사업자가 입증한 경우에는 위법하지 않게
되는 것임

∙ 미국에서는 일반적 민사소송에서의 입증보다 더욱 확실한
입증이 있어야만 징벌적 손해배상 부과하는데 우리는 민사
소송 수준의 입증책임을 그대로 유지한 게 아니라 아예 입
증책임을 바꿔 버려 헌법상 법치주의 원칙과 적법절차 원
칙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음

□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납품계약관계에서 양 당사자의 의지와 무관
하게 외부적 요인으로 납품가격 이 상승하였을 경우 이러한 상승
분을 애초의 계약관계에 반영시켜 줄 것인가?

○ 사정변경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는 계약법 원칙 하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이라는 상황변화를 애초의 계약에 반영시키기 위한 납
품단가연동제와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납품단가 협상권을 부여하
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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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들 간 자발적 협상을 유도하는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
무제’와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신청권만 부여하는 경우에는 궁
극적인 계약 당사자들의 변화가 없으므로 계약의 본질적 논리
에서 벗어나지 않음

∙ 반면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납품단가 협상권을 줄 경우에는
신청권과 달리 직접적인 협상자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되
므로 애초의 계약당사자에 변경이 있게 되어 계약의 본질
적 내용을 훼손함

□ 중소기업 사업영역을 보호하기 위해 대기업의 시장진입을 제한할 경우
초래되는 갈등 원인을 규범적 관점, 즉 법적인 관점에서 보다 구체적

․

으로 들여다보면 헌법상 영업활동의 자유(15조) 소비자의 선택권(10
조) 과 국가의 중소기업 보호 의무(123조) 간의 갈등으로 나타남

○ 우리나라 경제질서의 틀을 만들어내는 헌법은 이러한 갈등을 어
떻게 보고 있는 지를 유사한 쟁점을 담고 있는 헌법판례들을 검
토해 보면 헌법상 국가의 중소기업 보호 의무는 대기업을 규제
하는 소극적 방법이 아닌 중소기업이 자생적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헌판 재판소의 기본입장임

－ 이러한 범위를 넘어 대기업 규제를 통해 중소기업을 보호할
경우 대기업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할 소
지가 있음

3. 개선 방안

□ 행정적․형사적 제재가 아닌 민사적 구제로의 전환 모색
○ 하도급 거래관계의 본질은 사법상의 계약이고 납품단가와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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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발생하는 분쟁의 본질은 계약적 분쟁임. 하도급 거래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해도 이들 관계의 본질이 사적 계약이라는
사실을 망각한 규제방법은 부작용을 야기할 수밖에 없음

－ 중소기업이 대기업과의 관계에서 열위적 관계에 놓이는 이유
중 하나는 대기업으로부터 불이익을 받더라도 금전적 이유 등
때문에 법원을 통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임

∙ 따라서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으로 법조인 공급이 급증함에
따라 중소기업을 법률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시스템 구
축이 필요

□ 효율적 분쟁해결 수단 모색
○ 대․중소기업 간의 계약과 같은 관계적 계약(Relation Contract)에
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거래 ‘관계의 회복’이므로 이에 걸 맞
는 대안적 분쟁해결 수단 모색이 필요

□

서면 계약서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권리의무 관계를 명확
히 하여 미래에 초래될 수 있는 계약적 분쟁을 미리 예방할 수
있게 함

□ 경쟁 활성화 정책
○ 영세상인들이 자신들만의 장점을 살려 SSM과 차별화된 경쟁을
하며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경쟁 활성화 정책’ 확립

－ 지역 중소유통점 간 조직화․협업화 등에 기반을 둔 공동구
매, 상품개발, 판매촉진 등을 통한 가격경쟁력 확보 노력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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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소매점들이 필요로 하는 물품을 종합적으로 공급하고
수하․배송․보관․유통가공 등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종
합도매업체의 육성을 통한 경쟁력 확보 노력 필요함

□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최적의 ‘지역 활성화 정책’ 확립
○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지역(Zoning) 제도와 지역공간을 정비
하여 주민생활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도시계획(Regional Planning)
등을 통한 하드웨어 구축

－ 특정 장소를 하나의 상품처럼 경쟁이 이루어지는 기본단위로
인식하며 다시 찾고 싶은 지역으로 만들기 위한 지역 마케팅
(Place Marketing) 정책을 통한 소프트웨어 구축

∙ 행정적, 관리주의적, 공급자 중심의 지역정책이 아닌 기업
가주의적․소비자 중심 논리에 기초한 지역 마케팅 정책
필요

∙ 지역 마케팅 정책 시행을 위한 집행조직, 전문 인력, 재원
마련 등의 제도적 기반 조성 필요

∙ 전문 매니저에 의해 운용되는 미국(BID: Business Improvement District), 영국(TCM: Town Center Management), 일본
(TMO: Town Management Organization)의 제도를 참고하여 혁

신적 한국형 모델을 모색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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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 제기

․

(1) 대 중소기업 간 갈등 구조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기간에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음에도 대기업
이 납품단가를 인상하지 않았던 것이 발단이 되며 최근까지도 대기업
과 중소기업 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대기업이 납품단가를 인상시켜
주지 않고 동시에 이미 체결해 놓은 납품단가를 소위 후려친다는 것이
문제되었고 더 나아가 불공정 하도급 관행 전반이 개혁의 대상이 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납품단가를 원자
재 가격상승에 연동시키는 ‘납품단가연동제’ 도입과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규제를 위한 하도급법 개정논의가 본격화 되었
다. 이러한 분위기가 확장되며 ‘동반성장’ ‘상생’ ‘공정사회’ 등의 구호
들이 대중소기업 간 관계개선을 위한 정책적 대안의 지향점으로 인식
되기 시작하며 다양한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2009년과 2010년에는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골목상권 진출을
두고 갈등이 심화되었다. 2011년에는 대형유통점이 납품업자에게 불공
정행위를 한다며 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대형유통업법 제정
을 두고 갈등이 심화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관련법들에 대한 대
대적인 개정 또는 제정이 이루어 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개정만으로는 대기업의 불공정행위와 골
목상권 진출을 막을 수 없다며 ‘경제민주화’라는 새로운 정책목표를 제
시하며 모든 정당들이 더욱 강력한 규제정책들을 제시하고 있다.
2012년 총선과정에서 나타난 핵심정책들로는 납품단가 부당감액행
위 등 불공정행위 전반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것과 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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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적합업종을 법제화하는 것, 그리고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골목
상권 진입을 더욱 강력히 규제하는 것 등이다.
지금까지 제시되고 있는 대중소기업 간 관계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
책들을 객관적으로 들여다보며 평가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대중소
기업 간 초래되고 있는 갈등의 유형을 쟁점별로 유형화하고 현재의 정
책들이 각각의 쟁점에서 나타나는 논리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하는 작업
이 필요하다.

․

최근 대 중소기업 간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갈등유형들은 크게

․
대․중소기업

대 중소기업 간 거래(계약)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수직적 관계) 과
간 경쟁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수평적 관계) 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위탁자인 대기업과 수탁자인 중소기업 간 하도급
거래관계와 대형 유통점과 납품업체간 거래관계, 그리고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간 계약관계에서 초래되는 갈등은 전자에 해당한다. 후
자는 기업형 슈퍼마켓(SSM)’논쟁과 최근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법제

․

화 논쟁, 대기업의 소모성자재구매대행(MRO)사업진출 규제 등 대 중
소기업 간 경쟁제한을 통한 중소기업 사업영역보호와 관련된다.

․

<표> 대 중소기업 간 갈등 유형

․

․

갈등 대 중소기업 간 계약관계에서 발생하는 대 중소기업 간 경쟁관계에서 발생하는
유형
갈등(수직적 관계)
갈등(수평적 관계)

○ 대기업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남용행
위로부터 중소기업 보호

쟁점

○ 원자재 가격 상승 시 납품단가에 반

○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에 대기업의 진
입을 제한함으로써 중소기업 보호

영하여 중소기업 보호(납품단가 연동
제와 납품단가 조정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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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대 중소기업 간 계약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분석에 있어서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여기서의 쟁점은 대기업이 계약상 자신이 가지
는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것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에 있고 이러한 쟁
점은 하도급 거래, 대형유통점과 납품업자 간 거래, 프랜차이즈 거래 등
에서 나타난다. 그러나 하도급 계약관계에서는 이러한 쟁점 외에도 ‘납품
단가 조정’이라는 특별한 쟁점이 있다.

․

즉 최근 수 위탁 기업 간의 납품단가를 두고 벌어지는 논쟁의 쟁점을
계약의 관점에서 분석하며 논리적으로 크게 두 부분 구분된다. 하나는

․

․

수 위탁기업간의 납품단가 결정과정에서 수 위탁기업 사이의 계약관
계가 협상력의 불균형이나 상대방의 강요로 인한 불공정한 계약관계는
아닌지, 그리고 법적으로 어디까지 불공정하다고 보아야 할지의 문제이
다. 원사업자가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납품가격 결정 및 단가
인하를 했는지가 쟁점이다. 둘째는 납품가격 결정 및 단가인하에서의 불
공정거래행위와는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는 경우로, 계약체결 이후에 거
래 당사자들 중 어느 누구의 책임도 없이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원자재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는 등 사전에 예상치 못했던 위험이 발생한 경우이
다. 여기서는 이러한 위험을 수탁자와 위탁자중 누가 부담하도록 할 것인
지, 또는 공동으로 부담해야 할 것인지, 그리고 납품단가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면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등에 관한 것이 쟁점이다. 납품단가 연
동제와 납품단가조정제도와 관련된다.

(2) 연구목적 및 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대중소기업 간 관계개선을 위해 대기업을 규제해서
반사적으로 중소기업을 보호하겠다는 지금까지의 기본적 정책방향이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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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법리(法理)’적으로 설명하고자 하는데 있다.
지금까지는 대기업에게로 경제력이 집중되어 있어 중소기업과의 거래에
서 항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할 것이고, 또한 중소기업 사업영역에 손쉽게
진입해 중소기업에게 피해를 줄 것이라는 사실이 ‘당연시’ 되어왔다. 따
라서 대기업은 엄청난 이익을 내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은 전혀 그렇지
못하고 어려운 나날을 보낸다는 사실을 ‘당연시’ 해왔다. 그러다보니 대
기업의 경제력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대기업의 소유지배구조 자체를 ‘사
전’에 규제하는 정책,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 자체를 ‘사전’에 규제하는 정
책, 대기업이 중소기업 사업영역으로 진입하는 것을 ‘사전’에 규제하는
정책들이 우리나라 헌법상의 경제민주화 이념 하에서 ‘당연히’ 정당화 되
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대기업만 잘되고 중소기업은 그렇지 못해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가 심화되어 가고 있다는 지금까지의 당연한 생각들이 잘못된 인식
에 기초한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연구결과들이 나오고 있다.1) 개별
중소기업에게서 관찰되는 현상을 중소기업 전체로 확장한 인식의 오류 탓
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결과들이 대중소기업 관계를 더

․

1) 한국경제연구원의 ‘양극화 논쟁, 그 오해와 진실(2012.4)’ 보고서에 따르면 전기
전자 업종의 경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매출액 영업이익률 격차는 2004년
11.3%p에서 점차 축소되어 2010년에는 3.7%p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SSM
이 속한 중형 슈퍼마켓의 확산 이후 2006~2009년 3년 동안 소형 소매점의 매출액
은 41.3%나 늘어 대형 소매점의 증가율 30.7%를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SSM 진출의 최대 피해자는 소형 슈퍼마켓이라는 인식과는 상반되는 결과로
SSM의 확산이 양극화를 부추기는 요인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 역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에 관한 해석’(2012.4)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지난 20년간 제조업 분야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비교하며 성
장과 수익성에서 대기업이 더 높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
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1990년부터 2009년까지 20년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연
평균 매출액, 부가가치 증가율을 각각 비교해 보면 이 기간 중 대기업의 연평균
매출액은 매년 10.0% 늘어난 반면 중소기업은 10.8% 증가했다. 연평균 부가가치
증가율 역시 이 기간 중 대기업은 8.7%를 기록, 중소기업(9.8%)을 밑돌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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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규제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은 물론 아니다. 개별 중소
기업의 문제를 전체 중소기업으로 확장하는 것은 문제지만 개별 중소기업
의 문제는 분명 존재하기 때문이다. 지금처럼 특정한 대기업의 구조와 행위
를 당연히 불공정한 것으로 보며 사전적인 행정규제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현재의 정책방향을 바꾸자는 것이다.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지금까지 시행되어온 개별 정책들의 문제점
을 하나하나씩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대중소기업 간
관계개선을 위한 기본적인 문제인식의 출발선을 분명히 설정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개별 제도에만 지나치게 얽매여 있을 경우 그러한 개별
제도를 아우르는 쟁점의 본질을 놓치기 쉽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대
중소기업 간 관계에서 초래되고 있는 다양한 갈등유형들을 쟁점별로 정
리하며 각각의 쟁점에서의 본질과 원칙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데 역점을
두었다. 대중소기업정책의 ‘출발선’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다. 지금까지는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를 당연시 하며 논의의 출발선을 너무 앞에 두고
있어 최근 제시되고 있는 정책들이 기본원칙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
는가를 인식하지 못했었다. 그래서 과잉규제의 문제성을 심각하게 인식
하지 못했었던 것이다. 그러나 대중소기업 간 관계개선을 위한 문제인식
의 출발선(기본원칙)이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뒤에 있다는 것
을 인식해야 한다. 그래야 현재 제시되고 있는 정책들이 기본원칙에서 얼
마나 벗어나고 있는지를 인식하며 과잉규제의 위험을 피해가며 합리적인
정책들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논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Ⅱ.장에서는 대중소기업 간 거래관계(계약) 전반에서 초래되는 대기업

과 중소기업 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들을 검토한다. 우선 계약상
우월적 지위남용을 규제하기 위한 현행 규제체계를 비판적으로 검토한
다. 여기서 비판적으로 검토한다는 것은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남용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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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규제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아니다. 즉 규제의 필요성 자체를 비판
하자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규제방법을 활용하자는 취지로 접근할 것

ㆍ

이다. 그리고 대 중소기업 간 관계 중 하도급 계약관계에 국한하여 발생
하는 문제, 즉 하도급계약 체결 후 원자재 가격 상승 시 납품단가에 이를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반영한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하는 것이 합리
적인지 등과 관련된 납품단가 연동제와 납품단가 조정체계에 대해 검토
한다. 계약 체결 후의 사정이 계약체결 당시와 달라졌을 때 이를 계약관
계에 반영해 주는 것이 공정하다는 상식적 생각이 과연 옳은 것인지를
검토하기로 한다.

Ⅲ.장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호 계약적 거래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경쟁’관계에 있을 경우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대기업의 진입
과 영업활동을 제한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검토한다. 국내법적으
로는 헌법과의 충돌문제를, 국제법적으로는 WTO와 FTA와의 충돌문제를
다룬다.

Ⅳ.장에서는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하고 대ㆍ중소기업간 관계개선을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2

․

대 중소기업 간 수직적 거래관계 규제정책

(1) 거래상 우월적 지위남용 규제
1) 공정 ‘경쟁’과 공정 ‘거래’ 보호를 위한 현행 규제
대기업과 중소 납품업자간의 계약관계에서 전자가 계약상 우월적 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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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력을 가질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이러
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시장에서의 ‘경쟁’을 훼손하는 경우이다(공정
경쟁 훼손). 다른 하나는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거래 상대방의 이익’을

훼손하는 경우이다(공정거래 훼손). 따라서 정책의 목적도 당연히 ‘공정경
쟁’과 ‘공정거래’를 보호하는 것이 되어야 하고 여기에 반대할 사람은 아
무도 없다. 문제는 방법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
래법, 하도급법, 대형유통업법 등을 통해 이러한 두 개의 정책적 목적을
모두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방법이 바람직한지는 의문이다.
가. 공정거래법상 ‘경쟁’과 ‘거래’ 보호

공정거래법 제2조 제7호에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우월적 지위 남용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일정한 거래 분야의 공급자나 수요자로서 단독으
로 또는 다른 사업자와 함께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 수량, 품질 기타의 거
래조건을 결정, 유지 또는 변경할 수 있는 시장지위를 가진 사업자’를 ‘시
장지배적사업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3조의2 제1항에서는 이러한
시장지배적사업자에게 금지되는 5가지의 남용행위 유형을 제시하고 있
다. 동 규정으로 규제하기 위해서는 경제 분석에 기초해 시장지배적 사업
자에 의한 경쟁제한 행위라는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입증해야한다.
이러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를 규제하는 것 외
에 독특하게도 우리나라에는 ‘시장’과 무관하게 쌍방 계약 당사자 사이에
서의 우월적 지위남용행위도 경쟁법인 공정거래법에서 규제하고 있다.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에서 거래상(계약상) 지위 남용행위를 불공정거래

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며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남용을 일반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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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하도급과 대규모유통업법상 공정‘거래’ 보호

공정거래법상의 우월적 지위남용 규제조항에 근거해 행정부 내부에서
만 효력을 가지던 하도급거래상의 불공정거래행위 지정고시 의 지위를
독립된 법으로 격상시켜 1984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 제
정되었다. 하도급법에서는 일정한 유형의 행위를 법위반으로 간주하고
있고,2) 다른 규정에서도 ‘부당하게’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등의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행위 자체만으로 위법한 것으로 규정함으로써3) 공정거래
위원회의 입증부담을 경감시키고 있다.4) 위법성의 입증을 필요로 하는
‘합리의 원칙(Rule of Reason)’을 입증이 불필요한 ‘당연위법의 원칙(Per Se
Rules)’으로 전환하는 효과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하도급법마저도 중소기

업 보호에 미흡하다고 보며 더욱 강화된 규제조항들을 추가적으로 도입
하고자 하는 개정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하도급법 제정과 같은 논리에서 최근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간
사적 계약관계에서 초래되는 전자의 계약상 우월적 지위남용행위로부터
후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하 대규모유통업법) 이 제정되었다. 하도급법과 마찬가지로 대형유통업체

․

가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바탕으로 납품 입점업체에 대해 우월적 지
위를 남용하는 불공정거래 관행이 상존하고 있다는 것이고 따라서 입증
책임을 완화하여 대형유통업자의 우월적 협상력(Bargaining Power)을 손쉽
게 규제하고자 한 것이다.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부당한 하도급대금결정으로 간주
되는 행위), 제11조 제2항(부당감액으로 간주되는 행위)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등
4) 공정거래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 서강대학교 산학협력단, 대형유통업체와 납
품업체 간 거래공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연구 , 2007, p.1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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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정‘거래’ 보호를 위한 공법(公法)적 규제강화

시장에서의 ‘경쟁’과 무관한 계약 당사자끼리 발생하는 우월적 지위남
용행위 통제는 공법(公法)인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대형유통업법 등이 아
닌 사법(私法)인 민법(계약법)의 역할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법인 민법적
규율에서는 거래 상대방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했을 경우 피해자가 법원
에 소송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게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권리
구제가 약자보호를 위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해 규제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취지에서 공정거래법에서 계약당사자간의 우월적 지위남용행
위를 규제하고 있는 것이다.

․

․

공정거래위원회가 법위반 여부를 조사하여 시정조치 과징금 벌금부

․

과 등의 다양한 행정적 형사적 제제를 통해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남용
을 통제하며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공정거래법상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남용금지(제3조의 2)와 달리 거래상 우월적 지위남용금
지 규정(23조 1항 4호)은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다.5) 사적 계약관
계에서 발생한 문제를 치유하기 위해 마련된 사법(私法)의 개입을 넘어
행정당국이 개입할 경우 오히려 사적자치(私的自治) 영역에서의 거래가
위축되고 계약기능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우리나라에서도 이
러한 문제를 의식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의 하도급 관련행위를 공정

5)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에서처럼 거래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 시장지배적지위에
이르지 못한 타방 거래당사자의 우월적 지위남용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
하며 규제하고 있는 나라는 일본과 우리나라 밖에 없는 규정이다. 그나마도 일본
과 동일하지 않다.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와 달리 공정거래법에 시장지배적 지위
의 남용 행위를 규제하는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아 거래상 우월적 지위남용
행위를 시장지배적 사업자 규제제도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것으로 파악하는 것
이 일반적이다. 홍대식, 우월적 지위의 남용행위의 위법성 판단기준 , 경쟁법
연구, 제7권, 2000, p.277, 변동열,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와 경쟁 저스티스
 제34권 제4호, 한국법학원, 2001, p.168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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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법상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로 규제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행위가 ‘거
래상 우월적 지위’에 기초한 것으로 ‘공정거래를 저해’하고 있다는 사실
을 입증해야 한다.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남용행위로 중소기업과의 계약
관계가 훼손되었다고 보며 이를 치유하기 위해 공정위가 개입할 경우, 오
히려 공정위가 잘못 판단하거나 행정권을 남용하여 사적자치(私的自治)영
역에서의 계약기능을 훼손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입증을 통해 신중하게
개입하라는 취지이다.
그러나 공정위가 이러한 입증에 부담을 느끼기 시작하자 ‘규제의 실효
성 강화’라는 명목으로 규제를 보다 손쉽게 하기 위해 당시 공정거래법상
의 우월적 지위남용 규제조항에 근거해 행정부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지
고 운용되던 ‘고시’들을 별도의 ‘법’으로 독립하여 제정하기 시작하였고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 하도급법과 대형유통업법 등이다.

․

대 중소기업 간 거래에서 대기업의 거래상(계약상) 우월적 지위
(Bargaining Power)남용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법체계가 민법(계약법)

공정거래법

→

→

하도급법 or 대규모유통업법 등 으로 점점 강화되어 가

고 있는 것이다.

2) 사법(私法)영역으로 공법(公法)의 지나친 확장
가. ‘거래’보호와 ‘경쟁’보호 구분의 필요성

․

대 중소기업 간 거래는 법적으로 사적 계약관계이다. 계약이란 거래
당사자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미래의 위험을 자신들의 책임 하에서 사전
에 분담하는 법적 수단으로 시장경제의 근간을 이룬다. 계약은 시장에서
거래 당사자들끼리 이기적인 의사를 상호검증하고 때로는 일치시켜가며
자원을 더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사람에게 이전시켜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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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적 자치 수단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계약체결 전에는 발생하지 않았
던 협력적 잉여가치가 창출되고 이를 계약당사자들이 분배해 가짐으로써
모두의 후생은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누구나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내용으로 거래를 하려고
할 것이고 이것이 바로 시장 메커니즘을 작동시키는 동인(動因)이 될 수
있다.
물론 계약상의 모든 우월적 지위행사가 이러한 이유로 정당화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행위가 단순히 계약상 우월적 협상력의 행사차
원을 넘어 사기나 강박(제110조)에 해당한다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반하는 경우(제103조), 상대방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
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계약인 경우(제104조), 계약상의 권리를 신의에
좇아 성실하게 행사하지 아니하고 남용한 경우(제2조) 등에 해당한다면
민법에 위반되는 불공정행위로서 무효나 취소사유가 되고 납품업자가 손
해를 입었다면 배상받을 수 있다.
그러나 계약관계에서 거래의 일방당사자의 타방 당사자에 대한 우월적
지위남용행위로 타방 당사자가 손해를 보는 것을 넘어 제3자에게까지 손
해가 확산되는 외부효과(External Effect) 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거래
당사자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사법(私法) 외에 공법(公法)이 개입하는 것
은 당연하다. 따라서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자신의 ‘시장’지배력에 근거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계약 상대방에 불이익을 주는 것을 넘어 ‘경쟁’
이라는 공익을 훼손하여 궁극적으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 경우에는 당
연히 공법인 공정거래법(경쟁법)이 개입해야 한다. 우리나라(제3조의 2 시
장지배적 사업자 지위남용금지)를 포함해 대부분의 나라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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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경쟁제한성’ 판단과 ‘불공정성’ 판단의 구별

경쟁제한성 판단을 위해서는 ‘시장획정’이 필요하고 행위자가 이러한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인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경제 분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행위의 ‘불공정성’에 대해서는 이러한 객관
적인 경제 분석보다는 규범적 판단이 강조된다. 이때 불공정성 개념의 추
상성, 모호성, 개방성 등으로 인해 그 사회의 특정 이념이나 가치에 영향
을 받기 쉽다. 정치적 판단이 개입될 소지도 있다. 따라서 ‘불공정성’에
대한 판단이 오히려 정상적인 권한행사까지도 불공정하다고 판단하여 자
칫 시장에서의 정당한 거래행위를 위축시킬 위험도 있다.

․

이와 같이 대 중소기업 간 거래가 ‘불공정 거래행위’가 되어 거래의
직접적 상대방인 중소기업 이익을 훼손하는 경우와 ‘경쟁제한 행위’가 되
어 제3자인 소비자 이익을 훼손하는 경우는 개념적으로 구분될 뿐 아니
라 판단기준과 판단방법도 다르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러한 특성을 고려
해 판단주체도 달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행정부서인 공정거래위
원회는 행위에 대한 경제 분석을 필요로 하는 경쟁제한성 판단에, 사법부
인 법원은 행위에 대한 규범적 판단을 중요시 하는 불공정성 판단에 각
각 비교우위가 있다.
법집행자원의 희소성을 고려할 때 경제 분석을 위한 전문성이 요구되
는 경쟁제한 행위에 우선적으로 행정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서라도

․

대 중소기업 간 계약관계에서 일방 당사자의 계약상 우월적 지위남용으
로 초래될 수 있는 문제의 해결은 법원에 맡김으로서 행정규제와 법원에
의한 통제를 서로 조화시킬 필요가 있다. 피해를 입은 사업자가 손해배상
을 받지 않는다면 행정적 규제만으로는 해당행위의 실효성 있는 억제가
불가능하므로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할 수 도 없다. 지금
우리나라처럼 공정거래위원회가 법원을 제치고서 해당행위의 위법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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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하는 권한을 거의 전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과연 효율적인지 의문이
다.6)7)
결국 우월적 지위남용행위가 ‘경쟁’이라는 공익과 연계성을 가질 수 없
다면 사인간의 분쟁일 수밖에 없고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은 사법인
데 이러한 경우에까지 공법이 깊숙이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공
정거래위원회로서는 번거롭고 입증하기 어려운 시장분석을 전제로 한 경
쟁제한성을 입증하여 규제하려고 하기 보다는 단순히 계약상의 우월적
지위남용 금지조항들을 적용하여 손쉽게 규제하려는 유혹에 빠지게 될
위험도 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신의 전문분야인 행위의 ‘경쟁제
한성’이 아닌 행위의 ‘불공정성’까지 판단할 경우에는 일반적인 사법적
(민법)적 관점에서도 문제가 되지 않는 행위들까지도 규제할 위험이 있

다. 자신의 전문적 판단분야도 아닌 행위의 불공정성 판단 시 엄격하게
행위의 불공정성을 입증하기 위한 노력을 해도 제대로 판단하기 쉽지 않
다. 그런데 하도급법이나 대형유통업법 등과 같은 특별법을 통해 이러한
입증의 노력마저 할 필요가 없도록 하고 있다. 불완전한 공정거래위원회
의 판단을 더욱 쉽게 하도록 하고 있어 규제하지 말아도 될 행위를 규제
6) 이러한 의문에 대해 계약 상대방의 우월적 지위남용행위로 인해 피해를 본 타
방 당사자가 비록 민법에 근거해 법원의 구제를 받을 수 있지만 법원을 이용하
는 데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므로 경제적 약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
이 되지 않으므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입하여 도와줄 필요가 있으므로 공정거
래법상 우월적 지위남용행위 규제는 정당하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수많은 경제적 약자들 중 왜 공정거래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제적
강자의 거래 상대방이 되는 경제적 약자들에 대해서만 국민의 세금으로 운용
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입하여 이들을 도와주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전혀
알 수 없다는 견해도 있다. 변동열, 2001, p.192
7) 전 공정거래위원장인 정호열 교수도 “기업과 기업 사이의 사적 거래에 공정거
래위원회가 행정적으로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은 시장이 지향하는 이념에 상치
되며, 이를 사인 간의 사법적 분쟁해결절차에 맡기는 것이 정도(正道)이고 또
이것이 근본적인 효율성을 가진다.”는 견해를 표명하고 있다. 정호열, 불공정
거래행위의 금지 ,공정거래법강의 , 권오승 편, 2000, 법문사, p.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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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위험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공정거래법이나 하도급법, 대형유통업법상 행위위반에 대해서는
과징금과 형벌을 부과할 수 있는데 행위의 실질적 성격이 민법상 위반행
위임을 고려할 때 과연 제재적 성격이 강한 과징금과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더 나아가 공정거래위원회가 민법상 위반행위
가 아닌 행위도 제재할 위험이 있다고 볼 경우 민법에 조차 위반되지 않
는 행위를 형벌 등으로 다스리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더더욱
문제이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유일하게 거래상 우월적 지위남용행위
를 경쟁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일본에서도 거래상 지위남용행위를 포함해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서는 형벌을 부과하고 있지 않다.8)

․

대 중소기업 간 거래규제 관련 법률체계는 대기업의 거래상(계약상)
우월적 지위 남용 행위로부터 계약 상대방인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

대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입증이 손쉽게 되도록 개정 제정되어 왔
다. 계약법

→

공정거래법

→

하도급법 or 대규모소매업법 으로 이

어지는 통제 시스템 논쟁에서 관심사는 오직 대기업의 계약상 우월적 지
위남용행위로 부터 중소기업의 보호였다. 지금까지 대기업은 규제의 대
8)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 등에서는 형사적 제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
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전속고발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형사처벌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가 우선적으로 판단하도록 하기 위해 일반 형사범죄와
달리 검사의 공소권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경제영역에서 형사처벌을 할 것
인가의 문제는 단순히 법적인 기준에 의해서만 판단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경
제적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대 중소기업 상생과 공정
사회 이슈가 부각되면서 대기업 규제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속고발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속고발권 폐지 논의에 앞서 우선
적으로 검토해야할 것은 사적인 대중소기업 간 계약관계를 규제하는 공정거래
법과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이다. 경
쟁제한행위가 아닌 계약상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위반에 대해 형벌을 부과하는
나라는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상의 형벌규정에 대한 개
선 없이 규제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형사적 제재를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공정
위의 전속 고발권을 폐지하자는 주장은 바람직하지 않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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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일 뿐이고 이들을 규제하면 할수록 계약 상대방인 중소기업들은 보호
될 것이라는 단순한 논리에 기초하고 있는 듯하다. 나쁜 짓 할 의도만 없
다면 특별히 걱정할 필요가 없을 듯도 하다. 그러나 기업 간 계약관계에
서 어디까지가 위법한 불공정행위이고 어디까지가 정상적인 기업활동인
지를 법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일반적 계약과 달리 기업 간 계약에서는 소비자 이익이 법적판단
의 중요한 요소이다. 기업 간 계약에 법이 개입할 경우에는 소비자 후생
을 증진시키는 정상적인 기업행위를 위법행위로 잘못 판단할 오류(False
Positive Error)가 그 반대의 경우(False Negative Error)보다 크다고 알려져 있

다.9) 이러한 법적 판단의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한 수단이 입증책임
(Burden of Proof)과 입증기준(Standards of Proof)의 강화이다. 국가가 사적

계약관계에 개입하여 계약의 일방 당사자를 규제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행위자의 위법성을 입증해야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리고 위법행위에 대
한 제재수단이 단순한 민사적 손해배상을 넘어 ‘제재적’ 성격을 가질 경
우에는 확실하고 명확한 증거 제시라는 엄격한 입증기준을 준수해야 하
는 것이 원칙이다. 법적 판단의 오류로 기업이 입게 될 평판하락은 치명
적일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규제해야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
면 최근 하도급법에서 가장 논란이 많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확대
논의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
3)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적용의 문제점
가. 개념

‘징벌(懲罰)’이란 죄를 지었을 경우 국가가 벌을 주는 것이다. 형법과
9) Geoffrey A. Manne, Joshua D. Wright, “Innovation And The Limits of Antitrust”,
6 Journal of Competition Law & Economics 153, (20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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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절차를 통해 이루어진다. ‘손해배상’은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
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이를 보상해 주는 것이다. 민법과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이루어진다. ‘징벌적 손해배상’이란 피해자가 입은
실질적 손해 외에 징벌적 성격의 배상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실질은 형
법이지만 외형은 민법이므로 형사소송이 아닌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부과
된다. 공법(형법)과 사법(민법)이 엄격히 분리되어 있는 우리나라 법체계
에서는 이상한 제도이다. 우리와 같은 대륙법계 국가들 중에서 이 제도를
도입한 국가는 거의 없다. 그런데도 우리는 하도급법에서 도입하였다. 미
국과 같은 선진국에서 사용하고 있으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이 강력
한 논거이다. 그러나 미국은 우리와 다른 영미법계 국가이므로 동일한 기
준에서 평가할 수는 없다. 더욱 큰 문제는 미국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문
제가 있다는 것이다.
나. 최근 미국에서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논의

민사책임은 사적질서(Private Order)에서 발생하는 개인에 대한 손해배
상 책임인 반면 형사책임은 공적질서(Public Ordering)에서 발생하는 사회
공동체에 대한 책임으로 양자는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 그러나 18세기,
사회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규정하는 공법질서가 확립되지 못했던 영미법
국가들에서 형법이 수행해야할 ‘징벌’을 특정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의 확대로 보완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사용되었다. 미국헌법
보다 시기적으로도 앞선다. 그러나 공법과 헌법질서가 이미 확립된 현재
에는 위헌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국가권력을 통제하여 국가로부터 ‘징
벌’을 당하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미국 수정헌법 제5조와 제14
조 상의 ‘적법절차 원칙(Due Process of Law)에 위반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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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에 근거해 국가가 국민을 징벌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절차에
따라 가해자의 위법성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넘는 엄격한 입증(Proof
Beyond a Reasonable Doubt)’을 해야만 한다. 반면 민사소송 절차를 거치는

징벌적 손해배상에서는 가해자의 위법성이 의심되는 ‘우세한 증거
(Preponderance of The Evidence)’를 피해자가 제출하는 것만으로도 징벌을

할 수 있다. 사회적 이익을 위한 징벌효과는 형법과 동일하면서도 징벌을
당할 위험성이 형사소송보다 훨씬 커지므로 가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적
법절차원칙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것이 위헌논쟁의 핵심이다.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이 사회적 해악과 불법행위의 사회적 억제라는
정책적 목적을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활용할 경우에는 위헌적 소
지가 있다는 취지의 판결(Philip Morris v. Williams, 2007)을 한 것도 같은 맥
락이다.10) 이러한 정책적 목적은 사법상의 손해배상제도가 아닌 형법과
같은 공법을 통해 추구해야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또한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일반 민사사건에서처럼 피
해자가 ‘우세한 증거’를 제출하는 것만으로 충분한지에 대해 논란이 있
다. 형사소송수준은 아니더라도 민사소송상의 일반적 입증정도보다는 강
화된 ‘명백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Clear and Convincing Evidence)’를 피해자
가 제시해야만 헌법상 보장된 가해자의 절차적 권리가 보장되는 것 아니
냐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논쟁중이며 아직까지는 개별 주
(州)의 판단에 맡겨져 있다. 상당수의 주들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

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무자비하고 악의적이며 의도적인 불법행
위로 자신이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명백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를 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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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ul B. Rietema, “Reconceptualizing Split-Recovery Statutes: Philip
Morris Usa V. Williams, 127 S. Ct. 1057 (2007)”, Harvard Journal of
Law And Public Policy, 2008. 한순구 역, Cooter & Ulen, Law &
Economics, 경문사, 2007. p.468

시하여 입증하도록 하고 있다. 콜로라도 주에서는 아예 ‘합리적 의심을
넘는 입증’이라는 형사소송수준의 엄격한 입증을 요구한다. 이렇게 피해
자의 입증책임을 강화하고 있는 이유는 징벌적 배상이 기업의 평판에 심
각한 타격을 줄 수 있으므로 법적 판단의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미국법률협회(American Law Institute, ALI)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일반 민사사건에서의 입증책임보다 강화된 ‘명백하고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여 입증해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민사적
손해배상 사안에서는 가해자의 불법행위가 실제로 있었음에도 법이 그렇
지 않다고 잘못판단 하는 경우(False Negative)와 불법행위가 실제 있지 않았
음에도 잘못 판단하여 실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경우(False Positive), 원고
와 피고가 부담하게 될 법적 오판의 위험은 비슷하므로 양 당사자중 누가
더 우월적인 증거를 제시하느냐가 입증기준이 된다. 반면 형사적 제재의
경우 발생하는 오판은 피고에게 치명적이므로 ‘합리적 의심을 넘는 엄격한
입증’이 있어야만 정당화 된다.
민사적 제재와 형사적 제재의 중간적 성격을 띠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경우에는 중간정도의 입증이 있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단순히 일반 민
사사건정도의 입증만으로도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해 줄 경우 기업들이
징벌을 당할 위험성이 그 만큼 커지게 되므로 소극적으로 행동할 것이고
(Undue Risk Aversion) 이러한 과잉억제(Over Deterrence)는 기업활동을 필요

로 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다. 하도급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문제점

하도급 관계에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 자료를 유용하여 손해
가 발생한 경우 발생한 손해의 3배까지 배상할 수 있도록 하고, 기술 자

․

․

료 탈취 유용에 대한 고의 과실의 입증책임을 원사업자에게 지우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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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법 개정이 2011년에 있었다(제35조). 그리고 최근 정치권에서는 ‘하도
급법상 부당감액 행위’에 대해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 한다.11)
그러나 실손해를 원칙으로 하는 우리나라 법체계상 이러한 징벌적 손
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다.
또한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반될 소지가 있다. 하도급 관계에서 원사업자
의 불법행위로 인한 수급사업자의 피해는 사법상의 실손해 배상으로, 원
사업자의 불법행위 재발방지와 억제는 공법인 하도급법에서 과징금12)과
형벌 등을 통해 이미 강도 높게 수행하고 있음에도 또 다시 공법(公法)적
실질과 사법(私法)적 외형을 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지
나친 과잉규제로 평가될 수 있다.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현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한
납품단가 후려치기에 대해서는 형벌을 부과할 수도 있으므로 결국 동일
한 행위에 대해 ‘징벌적’ 성격을 가지는 제재수단, 즉 과징금, 징벌적 손

11) 계약관계에서 가격을 감액하는 행위는 흔히 있는 일이므로 어느 정도까지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부당한’ 감액행위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고, 또
한 납품업자는 감액된 금액을 받아들일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상황
이므로 이러한 감액행위가 계약 상대방에 대한 사기행위보다 비난가능성은
낮을 것이다. 그러나 현행 하도급상으로는 감액행위에 대해 하도급 대금의 2
배에 달하는 벌금과 역시 2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최근 하도
급 대금이 수십억, 수백억에 달하는 경우를 고려해 보면 엄청난 제재금을 부
과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형법상 사기죄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비난가능성 면에서 사기죄보다 덜한 사적 계약관
계에서 발생하는 감액행위에 대해 이렇게 강력한 벌금과 과징금으로 제재하
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라는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더 나아가
‘징벌적’손해배상제도까지 새로 도입하려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의문이다.
12) 이러한 행정적 제재 수단인 과징금은 우리나라와 일본에만 존재하는 것으로
이것과 가장 유사한 것이 미국의 ‘징벌적’손해배상 제도이다. 그런데 과징금
은 그대로 놔 둔 채 또 다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양자 간의
관계가 더욱 모호해 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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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배상, 형벌 등을 부과하여 삼중처벌을 할 위험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같이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해 충분한 논의 없이 도입한 것은 문
제이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여 제재를 강화할
경우에는 행위의 위법성을 보다 엄격히 입증하도록 하여 잘못 판단할 수
있는 오류를 최소화 시키는 것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하도급법은 오히
려 입증책임을 전환하고 있다.13) 즉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할 수 있도

․

록 하면서도 원사업자가 불법행위에 대해 고의 과실이 없음을 스스로
입증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피해자인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고

․

의 과실을 입증해야 한다는 민사소송의 일반원칙을 아예 바꿔버린 것이
다. 민사소송에서 요구되는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오히려 강화하며 가해
자의 헌법상 절차적 권리를 보호하고 있는 미국과는 완전히 상반된 것이
다.

․

4) 거래규제를 통한 대 중소기업 간 상생의 한계

․

대 중소 거래 관계의 본질은 계약이고 계약관계에서의 ‘상생’은 당사
자들 스스로 경쟁력을 갖출 경우에만 장기적으로 동반성장하며 유지될

․

수 있을 뿐 아니라 소비자후생도 증진시킬 수 있다. 대 중소 거래 관계
의 본질인 계약을 강조하는 것이 시장 기능에 대한 지나친 신뢰로 비춰
질 수도 있지만 본질을 무시한 정책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 규제를 통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대등한 지위로 외형적으로는 상생하는 것 같고 단

13) 기술유용과 관련해서는 2011년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당시 입증책임을 전환하
는 규정을 함께 도입하였다. 그리고 최근 논의되고 있는 납품단가 부당감액행
위에 대해서는 2011년 하도급법 개정 시 입증책임을 원사업자에게 전환하였
다. 즉 객관적으로 기술을 유용하거나 하도급 대금을 감액하면 일단 위법한
것으로 판단되고 다만 그러한 행위가 정당하다는 사실을 원사업자가 입증한
경우에는 위법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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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적으로는 동반성장하는 것 같지만 이것은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 계약

․

의 본질과 어울리지 않는 사전 직접적 행정규제의 지속적 강화는 결국
에는 부작용을 일으킬 수밖에 없고 그 결과는 중소기업과 소비자에게 부
메랑이 되어 되돌아가기 마련이다. 이것이 바로 계약의 본질적 속성이다.
규제강화를 통해 대기업을 지나친 법적 위험(Legal Risk)에 노출시키는
것은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중소기업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
게 된다. 중소기업 ‘보호’에만 초점이 맞추어진 정책들은 기술력에 바탕
을 둔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노력을 오히려 약화시킬 수 있다. 국내 위
탁기업들이 다른 나라 기업들과 달리 하도급법상의 규제를 받고 있는 상
황에서 수탁기업인 중소기업마저 경쟁력이 없다면 이들을 사업 파트너로
선택할 유인은 상당히 줄어들 것이다. 글로벌 시장에서 글로벌 소비자들
의 욕구를 충족시켜야 하는 대기업들이 경쟁력 있는 계약 파트너를 찾아
외국으로 눈을 돌리거나 자체 생산을 하고자 할 것이다. 대기업의 우월적
협상력(Bargaining Power)을 규제해 대기업과 수월한 협상(Easy Bargaining)
을 유도하고자 한 좋은 의도의 정책이 협상의 기회 자체를 제거해 버리
는 나쁜 결과(No Bargaining)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도급거래 계약
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차원을 넘어 계약의 본질적 기능을 훼손시켰기 때
문이다.
5) 구매자(Buyer)의 우월적 지위(Bargaining Power)에 대한 OECD 견해
최근 OECD 회의에서는 우리나라 하도급법 강화와 대규모소매업법 제
정의 이론적 논거인 ‘구매자(Buyer)의 우월적 지위(Bargaining Power)’ 남용
문제를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를 두고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이 모여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다.14)
구매자가 판매자에 대해 가지는 Buyer Power는 그 힘의 정도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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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독점력(Monopsony Power)과 이 정도에는 이르지 못하고 단순히 구매
자에 대해 우월적 협상력(Bargaining Power)을 가지는 경우로 구분된다. 수
요독점력(Monopsony Power)을 가진 사업자는 자신의 수요를 줄임으로써
경쟁시장에서 형성되었을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구입하며 수익을 늘일
수 있어 시장이 최적자원 배분을 달성할 수 없게 함으로써 후생저해효과
를 발생시킬 수 있다. 반면 구매협상력(Bargaining Power)은 실제로 자신의
수요를 줄임으로써 경쟁시장에서 형성되었을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구
입하며 수익을 늘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다
른 사업자로 교체하거나 거래상대인 납품업자의 구매를 줄이겠다고 위협
함으로써 구매가격을 낮출 수 있는 힘을 의미한다. 구매자 협상력은 일반
적으로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며 효율성 제고효과가 있으므로 단순히 구
매자의 힘이 형성되었다고 하여 경쟁당국이 그러한 행위를 성급히 금지
한다면, 오히려 친경쟁적인 기업활동을 억제할 수 있다.
‘구매자의 우월적 지위’를 바라보는 기본시각에 있어 우리나라와 다른
선진국들 간에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는
수요자인 대기업이 납품업자에 비해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있어 이러한
지위를 남용하여 납품업자들에게 피해를 줄 위험이 크므로 이를 규제하
기 위해 공정거래법상 우월적 지위남용행위 규제를 강화하고 이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하도급법 개정과 대규모소매업법 제정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 구매자의 우월적 지위에 대한 다른 나라들의 기본시각은 구매
자가 납품업자에 대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가질 경우에는 납품업자와
의 거래에서 낮은 가격으로 거래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소비자들에게 저
렴한 가격으로 제품을 공급할 수 있어 소비자들의 후생을 증진시킬 수

14) OECD, Monopsony and Buyer Power, Policy Roundtables, 2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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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므로 구매자의 우월적 지위남용 행위 규제에 있어서는 세심한 주의
가 필요하다고 본다.
기업 간 계약에서의 거래관행이 소비자들에게 폐해를 가할 것이라는 매
우 높은 가능성을 장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외형적으로 불공정해 보인다
는 이유로 규제하려는 ‘당연위법의 원칙’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생산혁신과 이에 따른 기업관행의 혁신은 기업 간 계약혁신(Contract
Innovation)15)으로 표출되기 마련이므로 전통적인 관점과 달리 당연위법의

원칙보다는 ‘합리의 원칙’ 관점에서 기업간 계약구조를 바라보는 것이 필요
하다는 것이다. 소비자 이익을 증진시키는 구매자의 정상적인 우월적 지위
행사를 반경쟁적이라고 판단할 오류(False Positive Error)와 과잉집행(Over
Enforcement)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반경쟁적이라는 명확한 ‘입증’이 수반되

는 경우에만 규제해야 한다는 것이다.16)

(2) 납품단가 조정제도
‘납품단가연동제’와 ‘납품단가 조정체계’구축을 위한 최근의 논의는 원
자재 가격상승으로 계약체결 당시와 상황이 많이 달라졌으므로 변경된
상황에 맞게 사후적으로 계약을 수정하여 납품단가를 조정해야만 공정하

15) 기존에는 주로 생산요소 간 ‘수직적 통합형태인 기업’과 ‘시장에서의 계약’논
리를 전제로 하였으나 수직적 비통합(Vertical Disintegration)이 중요한 조
직형태로 되어감에 따라 거래 당사자들의 권리의무 관계를 기존의 계약이론
으로 설명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따라서 최근에는 계약의 새로운
형태의 관점에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서는 시장에서의 기업 간 일
반적 계약과 다른 형태의 계약유형을 “Contracting for Innovation”이라고 부르
고 있다. Ronald J. Gilson, Charles F. Sabel, Robert E. Scott,“Contracting For
Innovation: Vertical Disintegration And Interfirm Collaboration”, 109 Columbia Law
Review 431, April, 2009. 참조
16) OECD(2008) p.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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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생각이 전제되어 있다. 그렇다면 법의 원칙은 어떠한가? 즉 일반적
인 계약관계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
다.
계약체결 후 사정이 변하는 경우, 예를 들어 계약 당사자가 갑자기 중
병에 걸린다거나 인도하기로 한 물건이 사고로 소멸해 버린 경우, 유가가
폭등하여 상품공급비용이 급등하는 경우 등은 하도급 계약 외에서도 흔
히 있는 일이다. 민법영역에서 이러한 계약사정의 변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15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지만17) 아직까지 논쟁은 계
속되고 있다. 국가마다 다양한 논쟁을 벌이고 있지만 논쟁의 핵심은 두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계약의 기초를 이루는 사정에 중대한 변경이 생겨 급부의 대가
적 균형이 현저하게 파괴되거나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어 계
약내용을 유지하는 것이 당사자 일방에게 심각한 불이익을 초래하는 경
우에도 계약의 구속력을 그대로 인정해야 하는가? 둘째, 신의칙(信義則)에
입각하여 그 효력을 부정한다면, 계약관계의 해소만을 인정할 것인가 아
니면 변경된 사정에 알맞게 계약내용을 새롭게 조정하도록 할 것인가?
계약체결 전의 상황이 계약체결 이후 변한 경우 법원(국가)이 계약관계
에 손쉽게 간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전통적인 미국법원의
입장이다. 손해는 결국 있는 곳에 머물러야 한다는 현상유지의 관점을 유
지하며 국가의 계약에 대한 불간섭원칙을 강조해 왔다. 국가가 계약관계

․

에 개입하는 것을 자제할 때 계약과 관련된 위험의 사적 사전적 처리를
촉진시킬 수 있고 이러한 것이 국가의 간섭보다 상대적으로 더 효율적이

17) 역사적 전개과정에 대해서는 Shirley R. Brener, “Outgrowing Impossibility:
Examining The Impossibility Doctrine In The Wake of Hurricane
Katrina”, 56 Emory Law Journal 461, 200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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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것이다. 결국, 정의와 형평의 실현이라는 명목으로 국가가 당사자들
의 계약관계에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는 시장에 국가가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을 것인가와 관련된 것으로 어려운 문제이다. 계약
체결 후 상황이 변하여 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볼
경우 기존 계약관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보다 손해를 공평하게 반반씩
나누어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인 정의 관념에 부합하는 듯하다.18) 그러나
사법, 특히 계약법은 개인의 자발적 선택에 의해 이루어지는 생활관계를
다루는 영역이며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는 이를 통해 근본적으로 위험
의 분배에 참여하게 된다. 모든 것이 예측하기 어렵고 변수가 많은 현대
사회에서 위험이란 인간의 모든 경제활동에 상존하는 요소이다. 따라서
이러한 위험 내지 손실의 분배에 있어 국가가 지나치게 개입하기 보다는
각 개인의 사적자치의 영역을 확장시키면서 이에 대한 책임도 지게 하는
쪽으로 정책적 방향이 설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19)
민법에서는 경제사정이 변동되어 애초에 체결한 계약관계가 형평성을
잃더라도 계약관계는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고 보며, 변경된 사정을 계약
관계에서 특별히 고려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사정변경원칙 불인
정). 계약이란 본질적으로 거래 당사자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미래의 위

험을 자신들의 책임 하에서 사전에 분담하는 법적 수단이고 이것은 시장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변경된 상황이 계약에 자동적으로 반영되도록 하는 납품단가연
동제는 계약의 본질적 기능을 훼손할 수 있다.20) 또한 당사자들 간 자발적

18) Trebilcock, The Limits of Freedom of Contract, Harvard University Press, 1993 p.
145
19) Dawson, Judicial Revision of Frustrated Contracts: The United States, 64 B.U.L.
REV. 1, 31 1984. pp. 17-18, 36-37 참조
20) 원재료 가격 상승분의 구체적인 반영방식과 당사자 간 분담비율 등은 개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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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을 유도하는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21)’차원을 넘어 중소기업협동
조합에 단가조정 ‘협의권’을 줄 경우 애초의 계약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계약관계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되어 계약의 기본원칙이라는 관점
에서 바람직하지 않다.22) 노동조합의 단체협상권과 비교하는 경우가 있으

․

래의 특성에 맞게 원 수급사업자가 협의해 결정할 사항으로, 당사자 간 협
의절차 없이 원재료 가격 상승분을 그대로 납품단가에 반영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한다면 시장기능이 형해화될 우려가 있다. 연동제와 같은 자동적인 가격
보장시스템은 기술혁신 및 경영혁신을 통한 원가절감 유인을 없애버려, 궁극
적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게 된다. 연동제하에서 납품업체는 원재료
가격상승분을 그대로 납품단가에 전가시키게 되고, 그 결과 독과점적 원사업
자는 최종 소비자 판매가격에 인상분을 다시 전가함으로써 결국 소비자가 모
든 부담을 떠안게 될 수 있다. 또한 원가산정과 기준가격 설정 등 실제 운영
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 원가구성비나 원자재 구입가격 등이
업체별이나 제품별로 모두 상이한 상황에서 구체적인 연동방식을 결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신동열,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 시행에 따른 공
정위의 정책방향 , 경쟁저널 144호, 2009. 참조
21)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단가연동제의 대안으로 시장경제원칙인 ‘자율성’
을 지키면서,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납품단가 조정협의를 담보하기 위한
법적 근거 및 절차규정을 신설하였다. 당사자 간 교섭력의 차이로 자율협의
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를 감안, 하도급법령상 근거 및 절차규정을 신설
하여 성실한 조정협의를 의무화하고 있는 것이다. 단계적으로 살펴보면 계
약이후 발생한 사정에 따라 원 수급사업자가 납품단가를 조정할 수 있는 방
법을 미리 하도급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의무화(하도급법 시행령 제2조 제6
호) 납품단가 조정협의 신청권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동시에 상대방에 대
해서는 조정협의에 성실히 응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도급법 제16조의2 제1
항) 당사자 간 조정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객관적 제3자인 하도급분
쟁조정협의회를 통한 조정절차 개시(하도급법 제16조의2 제2항) 등이다. 이
러한 의무에 기초한 성실한 조정협의를 기피할 경우 다양한 제재 조치를 마
련하고 있다.
22) 조합을 통한 단가협의는 납품업체 간의 경쟁을 제한하는 카르텔에 해당할 수
있고 하도급 업체가 아닌 다른 사업체들도 형평성을 이유로 카르텔을 예외적
으로 인정해 줄 것을 요청할 경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조합
이 원하는 협의 결과를 얻기 위해 원사업자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공동의 납
품 중단 등의 전략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며, 최종적으로 이에 따른 제품가격
인상부담은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 그리고 모든 납품업체들이 조합의
단체협상을 통해 평균적인 가격을 획일적으로 적용받게 될 경우 기술력에 바
탕을 둔 경쟁의 유인이 사라지고 단체협상 결과 기술력 있는 납품업체와 그
렇지 못한 납품업체가 동일하게 취급되는 경우 후자의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

․

①

②
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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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노동계약에 대한 국가개입(노동법)의 근거는 사회적 기본권을 규정한

․

헌법 제32조와 제33조인 반면, 대 중소기업 간 거래관계에 대한 국가개입
(하도급법)의 근거는 경제질서를 규정한 헌법 제119조 제2항이므로 국가권

력의 정당성과 한계에 대한 헌법적 근거를 달리한다.

․

3

대 중소기업 간 경쟁관계 규제정책

(1)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를 위한 규제
1) 유통산업발전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 법제화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보호하기 위해 대기업의 영업활동과 진입을
다양한 형식으로 제한하고 있다. 크게 보면 ‘기업형 슈퍼마켓(SSM)규
제’와 ‘중소기업적합업종지정’으로 분류된다.
현재 SSM 규제는 주로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매장

㎡ 이상인 대형마트나 대형마트를 경영하는 기업이 직영하는

면적 3000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재래시장 부근에 매장을 여는 경우 관할 지자
체가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였다(법 제13조의 2).

․ ․

시장 군수 구청장은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전

한다. 기술혁신과 경영혁신을 통한 원가절감 노력보다는 납품단가 협상에만
치중함으로써 납품업체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이는 다시 완성품의 품질
저하를 야기해 원사업자의 경쟁력 약화로 직결된다. 조합에 의한 일괄적 협
상방식은 개별 업체별, 지역별, 제품별 특성을 구체적으로 고려할 수 없다는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고 개별 납품업체의 자율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
을 방해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신동열(200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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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시장과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반경 1000m 이내를 ‘전통상업보전
구역’으로 지정하여 SSM의 입점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다(법 제13조
의 3). 또한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이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해 필

요할 경우 조례를 정해 대규모 점포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의무휴
업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법 12조의 2). 대형마트 업체는 유통산
업발전법 12조의 2가 영업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위헌
소송을 제기하였고 외국유통점들은 세계무역기구(WTO) 서비스무역협
정(GATS)에 어긋나 국제법 위반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을 통한 중소상인이
영위하기에 적합한 업종을 중소상인 적합업종으로 지정, 법제화 하여
대기업의 산업진출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

2) 대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의 사업조정제도
대기업의 사업 진출로 당해 업종의 상당수 중소기업이 수요의 감소
등으로 경영안정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중소기업단체가 중소기업중앙회를 거쳐 중소기업청장에게 사업조

ㆍ

정을 신청할 수 있다(제32조). 대기업 등에게 사업의 인수 개시 또는

ㆍ

ㆍ

확장의 시기를 최대 6년까지 연기하거나, 생산품목 생산수량 생산시
설 등을 축소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사업조정 이행명령 불응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전통상업보존구역 외 지역의 대기업 프랜차이즈형 SSM 가맹점에 대
해서도 인근 사업자 단체나 동종 슈퍼 3분의 1 이상이 사업조정을 신
청하면 중소기업청이 사업조정 전까지 출점을 유보시킬 수 있다. 상생
법에서는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동반성장위원회를 설치하여, 동반성장

․

지수의 산정 공표 및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합의 도출 및 공표에 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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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항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적합업종에 관한 대 중소기
업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그 합의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
우에는 사업조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ㆍ

사업조정제도는 법령에 의한 획일적 처리보다 대 중소기업 간 현저
한 경쟁력의 불균형에 따라 중소기업에게 미치는 심각한 경영상 피해
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상호조정하는 과정을 통해 상생 방안을 찾기
위한 제도이다. 이 제도는 대기업으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려는 제
도라는 점에서 과거에 존재했었던 중소기업 고유 업종제도와 그 본질
이 같다.
사업조정제도는 그 취지는 좋을지 모르나 일정기간 특정사업 분야에
대한 대기업의 신규 진입과 사업 확장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경쟁을 본질로 하는 시장경제의 원리에 반하며, 기업의 영업 자유와 정
면으로 배치된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영세유통점을 보호하기 위
해 대형유통점의 진입 및 영업활동을 조정하는 사업조정제도를 사용해
온 대표적인 나라인 프랑스와 일본도 최근 유통시장에 인위적 진입장
벽만 만들어 많은 경제적 손실과 유통발전의 저해만 야기한 채 이러한
조정을 포기하고 있다.23)

(2) 국제규범과의 충돌 여부
유통분야에 대한 국내규제는 WTO 서비스 협정(GATS: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 최근 체결된 한

-미 FTA에서도 GATS와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어 역시 위반될 소지가

23) 신석훈, 기업형 슈퍼마켓(SSM)규제 입법논리의 문제점 , 한국경제연구원,
2009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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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WTO 회원국이 GATS에 위배되지 않고 어느 정도 국내 사안에
대해 규제를 할 수 있을 것인가는 회원국에 부과되는 제6조(국내규제:
Domestic Regulation), 제16조(시장접근: Market Access), 제17조(내국민 대
우: National Treatment)의 의무내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려 있다.

GATS 조항의 해석원칙은 ‘경쟁자’ 보호가 아닌 ‘경쟁’촉진에 맞추어져
있다.
<GATS>
규정

기능

제6조(국내규제)

제16조(시장접근)

제17조(내국민대우)

질적형태의 국내규제를 통제 양적형태의 규제를 통제(quanti- 차별적형태의(discriminatory) 규
(qualitative minimum require- tative maximum limitations)
제를 통제
ments)

∙서비스 무역에 영향을 주는 모 ∙서비스 제공자의 노력으로 극 ∙유사한 국내․외 서비스와 서
든 조치는 합리적·객관적․
복될 수 있는 제6조의 질적 규
비스제공자를
경쟁조건
공평해야만 함
제와 달리 양적 규제의 경우는
(conditions of competition)에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자격요 그렇지 못함
서 차별을 두는 것을 금지
건, 절차, 기술표준, 인·허가 ∙시장에 기업이 진입하는 것이
내용

요건 등이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에 기초하며 서비스의 질
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
도 이상의 부담을 지워서는 안
됨

경제적 기반에 비추어 볼때 정
당한지 여부를 정부 등이 통제
하는 경제적 수요심사
(economic needs test) 금지
국내 외 서비스 제공자 모두
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양적
규제의 경우도 금지

∙ ․

중소유통점을 보호하기 위한 허가제는 서비스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질적규제가 아니라 정부가 수요-공급을 조정(Supply-Demand Adjustment)
하는 것이므로 제16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경제적 수요심사(Economic
Needs)에 해당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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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시간이나 입점업체의 수 등과 같은 영업방법에 대한 제한은 제16
조(시장접근)의 영업활동의 총수에 해당할 수 있다. 영업방법에 대한 제한

․

이 국 내외 서비스 제공자 모두에게 차별 없이 적용되어도 제16조에 위
반될 소지가 있다. 영업시간 등과 같은 영업방법에 대한 제한을 SSM 또
는 대형 유통점에만 부과하는 것은 이들과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경
쟁관계에 있는 중소 유통점과 경쟁조건을 차별하는 것이므로 제17조(내

․

국민 대우)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 국 내외 SSM 및 대형 유통업자에게

차별 없이 적용된다고 해도 국내 진출 외국 유통업은 대부분 SSM이나 대
형점 형태를 취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실질적으로 국내 재래시장이나
중소 유통점과 경쟁조건을 차별하는 것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시장에 기업이 진입하는 것이 경제적 기반에 비추어 볼
때 정당한지 여부를 정부 등이 통제하는 경제적 수요심사(Economic
Needs Test)는 WTO 협정에 따라 금지된다. 그런데 중소기업 사업영역

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조정제도는 직접적으로 중소기업이라는 ‘경쟁자’
보호를 지향하고 있으므로 WTO 서비스협정에 위배가능성이 있다. 중
소기업의 ‘경영안정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를 방
지하기 위하여 ‘대기업’ 등에게 ‘사업의 인수, 개시 또는 확정을 연기’
하고 ‘생산품목, 생산수량, 생산시설 등을 축소’할 것을 권고할 수 있는
사업조정제도는 GAST 제16조(시장접근; Market Access)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24)25)

24) 중소유통점 보호를 목적으로 대형유통점을 규제했던 일본의‘대규모소매점포
법(대점법)’의 핵심은 대형유통점과 중소유통점의 사업행위조정(Commercial
Activity Adjustment)이었는데 이러한 사업행위조정은 ‘경제적 수요심사’ 또는
‘수요-공급 조정 메커니즘’에 의해 이루어 졌었다. 당시 이러한 조정메커니즘은 많
은 문제를 야기했을 뿐 아니라 GATS 위반여부가 문제되었고 이것을 우려한 일본
정부는 결국 대점법을 폐지하였다. 신석훈(2009) 48면 이하 참조
25) 제조업 분야는 서비스업 분야와 달리 WTO와 FTA 규정에서 시장개방을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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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소기업 사업영역보호의 헌법적 문제
SSM 규제나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로 인한 현실의 갈등 원인을 규
범적 관점, 즉 법적인 관점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헌법상

․

영업활동의 자유(15조) 소비자의 선택권(10조)’과 ‘국가의 중소기업 보
호 의무(123조)’ 간의 갈등으로 나타난다. 우리나라 경제질서의 틀을 만
들어내는 헌법은 이러한 갈등을 어떻게 보고 있는 지를 유사한 쟁점을
담고 있는 헌법판례들을 검토해 보면 헌법상 국가의 중소기업 보호 의
무는 대기업을 규제하는 소극적 방법이 아닌 중소기업이 자생적 경쟁
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헌법 재판소의 기본입장이다26)
이러한 범위를 넘어 대기업 규제를 통해 중소기업을 보호할 경우 대기
업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는 영업의 자유와 기업의 자유를 포함하고,
이러한 영업 및 기업의 자유를 근거로 원칙적으로 누구나가 자유롭게
경쟁에 참여할 수 있다. 경쟁의 자유는 기본권의 주체가 직업의 자유를
실제로 행사하는 데에서 나오는 결과이므로 당연히 직업의 자유에 의하
여 보장되고, 다른 기업과의 경쟁에서 국가의 간섭이나 방해를 받지 않
로 한‘시장접근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으므로 진입을 제한하는 것이 이러한
국제규범과 충돌할 위험이 적다. 물론 내국민 대우 원칙 및 최혜국 대우 원칙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적합업종제도는 특정 국가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에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규정들과 충돌할 소지가 적다.
그러나 미국 투자자가 이미 우리나라에 투자하고 있을 경우에는 ‘간접수용’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즉 미국 투자자가 특정 제조업종에 이미 투자한
경우, 해당업종이 사후적으로 적합업종으로 선정되어 사업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간접수용에 해당할 수 있다.
한-미 FTA는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유치국의 협정의무 위반 등으로 피해를 입
은 경우, 투자유치국 정부를 상대로 별도의 중재기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투자자 국가 간 분쟁해결제도(ISD)를 규정하고 있어 이를 통하여 우리
나라 정부를 상대로 미국투자자가 직접 제소할 우려가 있다.
26) 96헌가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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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기업활동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한다. 소비자는 물품 및 용역의

․

구입 사용에 있어서 거래의 상대방, 구입 장소, 가격, 거래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소비자가 시장기능을 통하여 생산의
종류, 양과 방향을 결정하는 소비자주권의 사고가 바탕을 이루는 자유
시장경제에서는 경쟁이 강화되면 될수록 소비자는 그의 욕구를 더 유리
하게 시장에서 충족시킬 수 있고, 자신의 구매결정을 통하여 경쟁과정
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경쟁은 또한 소비자 보호의 포기할 수
없는 중요 구성부분이다. 중소기업의 보호는 넓은 의미의 경쟁정책의
한 측면을 의미하므로 중소기업의 보호는 원칙적으로 경쟁질서의 범주
내에서 경쟁질서의 확립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중소기업육성이란
공익은 경쟁질서의 테두리 안에서 실현해야 한다. 중소기업의 육성은
세법상의 혜택이나 중소기업기본법 등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
규정된 특수한 중소기업 육성책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27)

4

정책과제

(1) 정리

․

지금까지 대 중소기업 간 관계에서 초래될 수 있는 갈등유형을 두 부
분으로 나누어 각각의 유형에서의 갈등해결을 위한 정책방향을 살펴보았
다.

Ⅱ.장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계약관계에서 대기업의 우월적 지

위남용행위를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대기업과 중
27) 96헌가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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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 간 납품계약관계에서 양 당사자의 의지와 무관하게 외부적 요인
으로 납품가격이 상승하였을 경우 이러한 상승분을 애초의 계약관계에
반영시켜 줄 것인지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았다.

Ⅲ.장에서는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보호하기 위해 대기업의 사업진출과 경영활동을 제한하는 것
에 대한 문제를 다루었다.
2장에서의 핵심은 대기업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를 했는데 과연 그
러한 행위가 계약상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 행위인지, 불공정행
위라면 어떻게 통제해야 하는 지였다. 현재의 정책들은 대기업이 불공정
거래행위나 경쟁제한행위를 하여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혔
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그러한 우려만으로도 대기업을 규
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들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전적이
고 획일적인 행정규제는 정상적인 기업활동과 경쟁행위까지도 금지하는

․

과잉규제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그 결과 대 중소기업 간 거래와 경
쟁의 최대 수혜자들인 소비자 이익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 또한 행정적
제재수단을 통한 사전적 규제로 중소기업이 실질적인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므로 중소기업보호에도 한계가 있다.
2장의 일부와 3장에서의 핵심은 대기업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를
한 것은 아니지만, 외부적인 요인으로 상승한 원자재가격을 대기업과 중
소기업이 공평하게 분담해야 중소기업이 보호된다는 정책적 판단 하에
서, 그리고 대기업으로부터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은 보호되어야 한다는
정책적 판단 하에서 대기업을 규제하는 정책들이 과연 바람한지였다. 여
기서는 대기업이 불공정해 보이는 행위를 하지 않았는데도 규제하려는
것이므로 이러한 규제가 자유 시장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헌법상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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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원칙과 국제규범(WTO, FTA)에 어긋나는지가 쟁점이다. 납품단가조정제
도들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계약관계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들로
헌법상 보호되고 있는 계약자유 원칙과 충돌할 우려가 있다. 중소기업사
업영역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들은 헌법상 보장되고 있는 영업활동의 자
유를 직접적으로 규제하고 있어 위헌문제를 초래할 뿐 아니라 국제규범
과도 충돌할 우려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 정책은 자꾸 과거로 회귀하고 있는 듯하다. 이러한 규
제정책들에 대해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정치권에
서는 헌법 제119조제2항의 ‘경제민주화’ 조항에서 정당성을 찾고 있다.
경제영역에서의 민주화를 위해 대기업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우리나라
헌법상 경제질서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헌법 제119조제1항에서
우리나라는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경제민주화를 위해 경제에 개입‘할 수 있다’라
고 규정하고 있다. 제2항은 예외규정으로서 원칙규정인 제1항의 범위 내
에서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그리고 제2항에 근거하여 국가가 시장에 개
입할 정당성이 확보된다고 해도 국가는 헌법상 요구되는 ‘보충성의 원칙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방법으로 최후적으로 개입)’을 지켜야 한다.

․

(2) 대 중소기업 간 수직적 거래관계 개선과제

․

1) 행정적 형사적 제재가 아닌 사법적 구제로의 전환 모색

․

대 중소기업 간 거래관계의 본질은 사법상의 계약이고 납품단가와 관
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의 본질은 계약적 분쟁이다. 대중소기업 간 관계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해도 이들 관계의 본질을 망각한 규제방
법은 부작용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 규제에도 종류와 방법이 있으므로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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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 형사적 규제가 아닌 법원을 통한 사법(私法)적 구제(救濟)로의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 만일 대기업이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하고 이러한 지위
를 남용한 경우라면 현행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행
위’규제로도 충분히 규제가 가능하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사법(私法)적 구
제(救濟)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같이 행위를 사전적 관점에서 규제하며 과징금 부과 및 형벌조
항 등의 처벌 위주 정책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지만 그렇다고 지금 당
장 모든 규제들을 한꺼번에 개혁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을 것이다. 따라

․

서 과도기적 단계로 대 중소기업 간의 계약적 거래관계를 규율하기
위해 마련된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대형유통업법 등에서의 시정조치,
과징금, 형벌 중 시정조치만 유지하고 과징금과 형벌적 수단은 점진적
으로 폐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구체적인 분쟁은 법원을 통해 해
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는 대기업 행위가
위법할 수 있다는 사실을 신호(Signal)해 주는 기능을 하게 된다. 중소
기업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이러한 시정조치를 기반으로 대기업의 하도
급법 또는 대형유통업법 위반과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법원에 청구하
게 되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법들은 행정규제법이 아니라 민사특별법
적인 성격을 가지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이러
한 특별법들의 제재수단뿐만 아니라 실체적 내용들도 검토해 나가야
할 것이다.
중소기업이 대기업과의 관계에서 열위적 관계에 놓이는 이유 중 하
나는 대기업으로부터 불이익을 받더라도 금전적 이유 등으로 인해 법
원을 통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학전문
대학원 도입으로 법조인 공급이 급증함에 따라 중소기업을 법률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

대 중소기업 간 관계 개선을 위한 규제정책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349

․

[제4권] 공공개혁 | 기업 시장제도

대기업이 분명 중소기업에 비해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있어 남용의
위험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당연히’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며 정책을
세워서는 안 된다. 이럴 경우 ‘과잉’규제의 문제가 초래될 수밖에 없다.
규제로 인한 외형적 개선은 눈에 보이지만 그것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
은 눈에 보이지 않는 법이다.
따라서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를 막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전
적이고 획일적인 행정규제를 활용하기보다는 우월적 지위남용으로 계
약기능이 훼손되어 중소기업이 피해를 볼 경우 이들의 계약적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법원을 통한 사법적 구제시스템과 효율
적인 대안적 분쟁해결 방안을 개선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사후적 구제 강화정책이 정착될 경우 대기업에게 자신이 불공정행위를
할 경우 엄격한 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경고하는 효과도
있어 사전적 행정규제 못지않게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사전에 억제
하는 효과가 있다. 동시에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적고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비자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
이와 함께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제한성’ 판단을 위한 경제 분석 능
력을 더욱 강화하여 대기업의 경쟁제한행위를 엄격히 규제해야 한다.
이러한 ‘경쟁정책’은 직접적으로 중소기업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기업의 경쟁제한행위를 막음으로써 간접적으로 중소기업
보호에도 상당 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중
소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면 시장친화적인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정
책들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실질적으로 강화될 수 있도록 하면
된다. 이러한 정책적 조합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그리고 소비자 등의
이익에 부합하는 정책방향이다.

350

2) 납품단가조정제도 개선
사정변경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는 계약법 원칙 하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이라는 상황변화를 애초의 계약에 반영시키기 위한 납품단가연동
제와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납품단가 협상권을 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
지 않다. 당사자들 간 자발적 협상을 유도하는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
무제’와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신청권만 부여하는 경우에는 애초의 계약
당사자들이 그대로 협상의 주체가 되므로 계약의 본질적 논리에서 크
게 벗어나지는 않는다. 반면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납품단가 협상권을
줄 경우에는 신청권과 달리 직접적인 협상자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되
므로 애초의 계약당사자에 변경이 있게 되어 계약의 본질적 내용을 훼
손하게 된다.28) 따라서 계약관계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려고 하기 보다
는 납품단가로 인해 초래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제도
적 개선이 중요하다.

․

대 중소기업 간의 계약과 같은 관계적 계약(Relation Contract)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거래 ‘관계의 회복’이므로 법원의 판결을 통한
일반적인 분쟁해결 방법보다는 이러한 것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적 분
쟁해결수단(ADR)과 같은 비공식적 분쟁해결 수단(Informal Dispute)이
효과적일 수 있다.
그리고 분쟁해결을 위한 규범으로 단순히 법규범뿐만 아니라 분쟁
기업들이 속한 사업 공동체(Business Communities)에서의 특수한 기업행
동규범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ADR은 분쟁해결을 위한
28) 노동조합의 단체협상권과 비교하는 경우가 있으나, 노동계약에 대한 국가개입
(노동법)의 근거는 사회적 기본권을 규정한 헌법 제32조와 제33조인 반면,
대 중소기업 간 거래관계에 대한 국가개입(하도급법)의 근거는 경제질서를
규정한 헌법 제119조 제2항이므로 국가권력의 정당성과 한계에 대한 헌법적
근거를 달리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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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추구하기 보다는 분쟁해결을 위한 당사자 간의 협상 ‘과정’을
중요시 하므로 당사자 간의 장기적 계약관계에서의 분쟁해결을 위한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와 같은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는 당사자들
간의 합의를 바탕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원의 소송에
의한 해결보다 분쟁당사자들에게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
다.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와 연계하여 ADR 제도에 대한 홍보는 물론 제
도를 운영할 전문인력의 육성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3) 서면계약서 사용 활성화
서면계약서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권리의무 관계를 명확히
하여 미래에 초래될 수 있는 계약적 분쟁을 미리 예방할 수 있게 한다.
위탁자가가 하도급을 구두 발주하고 수급사업자는 이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비용과 노력을 지출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이때 원사업자가 하도급계약을 부당하게 파기하는 경우에 수탁자는 많
은 손실을 보게 된다. 이때 수탁자는 구두 발주를 믿고 계약이 성립되
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위탁자는 계약의 교섭과정에 불과할 뿐 계약이
성립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며 계약상의 책임을 질 이유가 없다고 주
장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에서 계약의 성립요건인 의
사의 합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탁자가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
것을 기회로 계약의 성립을 부정하는 경우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신뢰
하고 이러한 신뢰에 기초하여 다양한 투자를 해 온 수탁자가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계약서의 교부를 통해 계약의 성립을 분명히 할 필
요가 있다.

352

(3) 골목상권 개선과제
1) 골목상권 ‘보호’가 아닌 ‘활성화’
선진국에서도 우리나라처럼 대형유통점 규제 논쟁이 있지만 자신들
의 지역을 다른 지역보다 더욱 매력 있고 살기 좋은 장소로 만들기 위
한 정책적 수단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지 우리나라
에서의 SSM 규제 논쟁처럼 영세유통점을 대형유통점과의 경쟁으로부
터 보호하기 위함이 아니다.
영세유통점을 포함한 지역경제 전체의 활성화는 ‘거시적 관점’에서
대형유통점 규제가 아닌 다른 지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장소 마케팅(Place Marketing) 전략 등을 통해 접근해야 할 것이다. 즉

․

세계화 지방화의 역학관계 속에서 강화되어 가는 지역 간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장소의 가치를 단순히 인간의 사회적, 경제적 활동
이 영위되는 영역적 실체를 넘어 상품처럼 경쟁이 이루어지는 기본단
위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장소가 상품화, 소비화, 그리고 마케팅이 가
능한 대상으로 간주되면서 지방정부가 중심이 되어 장소자산(Place
Asset)의 효율적 개발을 통한 장소마케팅(Place Marketing) 전략이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부각되고 있다.
그리고 ‘미시적 관점’에서는 대형유통점들과는 차별화된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만 할 것이다.

․

이를 위해 지역 중소유통업체 간 조직 협업화 등에 기반을 둔 공동구
매, 상품개발, 판매촉진 등을 통한 가격경쟁력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

․ ․

또한 중소 소매점들이 필요로 하는 물품을 공급해 주고 수하 배송

․

보관 유통가공 등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종합 도매업체를 육성해 중
소유통업체 간의 자발적 체인형성의 효과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미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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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는 소매업이 할인점, 슈퍼센터 등으로 대형 체인화되면서 중소규
모의 슈퍼마켓 영업기반이 위축됨에 따라 종합도매업체에서 대규모로
물량을 구입하며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2) 지역상권 활성화제도 개선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도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없
었던 것은 아니지만 지역상권 전체를 경쟁단위로 보며 다른 지역보다
매력적으로 보이도록 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은 미흡한
상황이다.
지역상권 활성화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2002년에 “중소기업의 구조
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재래시장이 지
역경제 활성화의 주된 역할을 하도록 하였으나 법의 시행이 시장의 재개

․

발 재건축을 중심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그 효과가 크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하여 2004년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재래시장에 대한 종합적인 제도적 지원근거가 마련되었다.
또한 전문자문기관 설치, 시장 상인회 육성 등의 조치를 통하여 자발적
인 시장 살리기 노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06년에는 “재래
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통해 지원대상을 재래시장에서
상점가로 확대하였다.
이 법은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2개 이상의 시장 또
는 시장과 상점가가 인접하여 하나의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곳을 시장
활성화구역으로 지정하고, 시장활성화구역에 대한 상업기반시설의 현
대화사업 지원 및 공동사업의 활성화 등 정부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
련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즉 재래시장과 상점가를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는 현 제도는 개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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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기초상권에 국한되어 있어 시장이나 상점가에 포함되지 않는 다
수의 점포가 밀집한 지역의 상권을 반영하지 못하였으며, 지원의 상승
효과도 비교적 높지 않은 편이다.
따라서 정부지원의 효과를 배가시키고 지역경제의 발전을 촉진하기

․

위하여 해당 구역 안에 일정 수 이상의 도 소매 점포가 존재하는 상업지
역으로서 주요 상업활동이 위축되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 곳을 상권활
성화구역으로 지정하고, 상권활성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권관리기구를 설립하는 등 지역상권이라는 포괄적인 접근방법을 통하
여 상업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최근 동법과 관련하여 지역상권 활성화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동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그러나 아직 미흡한 점이 많다. 재래시장 및 상점가를 포함하여 영
세상인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비체계적으로 진행된 상권 관
련 제도를 지자체, 상권관리기구, 중앙정부의 적극적 활동을 바탕으로
더욱 체계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상권관리기구는 영세상인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데 매우 중요
한 요소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체계적인 현장조직체계 구축을 위한
여건 조성에 정책의 초점이 맞추어질 필요가 있다. 즉 지역경제 활성화
를 위해서는 중소유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을 조직화하는 것이 중요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지 못하다. 따라서 대형유통점의
진출로 인해 중소유통점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지역
상권의 효율적 조직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다만 궁극적으로 상권 활
성화 사업의 소요재원을 충당함에 있어 수익자(시행자) 부담원칙을 유
지하는 것은 구성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동시에 사업을 비용효
과적인 방법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염두해 두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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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와 지자체가 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민간의 자조적인 노력에 비례하여 매칭 펀드 형식으로 지원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리고 민간의 창의성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상권 활성화 사업의 내용이나 추진방법에 대해서 정부와 지자

․

체가 관여하는 것을 가급적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지역별

도시별로 특수한 여건에 있는 지역상권이 활성화되도록 하기 위해 각
지역 실정에 부합하는 다양한 조직체계와 사업내용이 가능하도록 탄력
성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정책 추진 로드맵

․
－ 행정적․형사적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대 중소기업 간 거래관계 개선

전환 모색

규제가 아닌 사법적 구제로의

－ 중소기업에 대한 법률지원 확대
－ 효율인 대안적 분쟁해결(ADR)수단 모색
－ 서면계약 사용 활성화
대․중소기업 간 경쟁관계 개선
－ 지역상권 활성화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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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의 실효성 제고 방안
한국경제연구원 이선화

1. 문제 제기

□ 이명박 정부는 출범 초기 강력한 규제개혁 조치를 단행하였으나 규제등록통
계로 본 규제개선의 실태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며 정권 후반기로 가면서 규
제개혁에 대한 민간의 평가 역시 하락세

○ 현 정부의 규제개혁 작업은 기존 규제의 정비․개선․폐지 부문에
서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신설․강화 규제에 대한 사전적 차단에는
실패

○ 규제의 신설이나 강화를 포함하는 입법안은 정부 발의안에 비해
의원 입법안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의원입법안의 경우 정부발의안과 달리 규제영향평가가 의무적
이지 않기 때문에 까다로운 규제평가를 우회하는 수단으로 이
용됨

○ 등록규제에 대한 개혁과 규제성 입법에 대한 관리는 하나의 시스템
으로 정착하지 못하고 정치적 변수에 의해 좌우된 것으로 나타남

□ 이 보고서에서는 신설․강화 규제에 대한 사전평가제도의 체계화를 제안
○ 구체적으로는 의원입법안에 대한 규제영향평가제도 및 규제 일몰
제의 도입, 규제개혁에 입각한 의정활동 평가지표 개발, 정책성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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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의 실질심사 강화 등을 제안

2. 현황과 문제점
(1) 역대 정부별 규제개혁의 주요 과제와 규제 정의

□ 우리나라에서는 정부주도형 경제성장 전략으로 인해 정부, 관료, 정치인에
의한 민간 행위의 제약 또는 개입이 정당화되어 옴

○ 정부의 역량에 대한 대중적 신뢰도 또한 높은 편이었으나 70년대 이
후 정부의 시장조절 능력이 한계에 봉착하면서부터 공적 기구에 의
한 행위제한이나 그 제한방식에 대한 문제의식이 본격화됨

○ 문민정부에서는 규제개혁추진체계를 상설화․구체화하고 민관합
동기구를 신설하여 피규제자로부터의 상향식 추진체계를 정착시
키는 등 규제완화의 인프라를 구축함

○ 국민의정부에서는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체계적인 규제개혁 시행
－ 규제법정주의, 규제등록제, 규제의 신설․강화 시 규제의 존속
기한 명시, 규제영향분석 의무화, 규제개혁위원회의 법정 상설
기구화를 통한 규제관리당국의 일원화,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
립, 규제개혁 사후관리제도 등

○ 참여정부의 경우 수요자 편의 강화를 위해 규제개혁기획단으로 규
제개혁 업무를 이원화함

□ 역대 정부 규제개혁은 대부분 형식적․행정적 방법론의 개선에 그침
○ 제도적 인프라가 점진적으로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가
치와 부처 간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중요규제들은 대통령의 의지나
정치적 풍향계에 따라 완화와 강화를 되풀이함

규제개혁의 실효성 제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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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명박 정부의 규제개혁 성적표

□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지수는 정부 출범 초기인 2008년부터 2011년
까지 세계은행지수가 30위에서 18위로, IMD가 31위에서 22위로 크게
상승한 반면 WEF의 13위에서 22위로 오히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Doing Business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재산등록, 조세, 투자자보호,
고용 등이 30위권 이하로 경쟁력 열위를 보인 부문인데 특히 고용
부문 경쟁력은 조사대상국 중 최하위 그룹에 속함

－ 반면 창업부문은 창업 관련절차의 수나 비용감축 등으로 인해
2008년 126위에서 2011년 24위로 괄목할 만한 환경개선이 진행됨

□ 전경련의 기업에 대한 규제개혁 체감도 조사에 따르면 정권 전반기
에 일선 기업의 개혁 만족도는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정권
후반기부터 하향세를 보이고 있으며 최근의 조사에서는 다시 불만족
으로 돌아섬

○ 특히 건설․건축, 대기업․공정거래, 인사․노무, 금융․자금조달
등의 분야에서 불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3) 이명박 정부 규제개혁의 성과와 한계
1) 규제개혁 추진체계와 주요 내용

□ 대통령 직속의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신설되어 기존의 규제개혁위원
회와 함께 규제개혁을 담당할 이원체계 구성

○ 국경위에서는 덩어리․핵심 규제의 폐지 또는 완화, 행정제재의
합리화 등 법제화가 필요한 사안에 대한 규제개선 추진, 낙후한
행정규칙에 대한 철폐와 신설규제에 대한 일몰제 시행 등 오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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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과제 실현

○ 규제개혁위원회는 부처별 규제개혁 과제의 총괄업무, 미등록규
제를 포함한 기존 규제에 대한 전면적 재정비, 규제정보 시스템
의 구축 등 규제개혁 전반을 총괄

－ 특히 법안에 의한 규제의 신설․강화를 사전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규제영향분석 시행
2) 등록규제 통계와 규제관련 법률안 분석

□ 규제등록통계에서 등록규제의 건수는 오히려 증가
○ 등록규제의 총 건수는 2009년 11,050건에서 2012년 5월 말 현재
13,503 건으로 2,500건(22%) 가까이 증가

－ 주요규제는 같은 기간 6,740 건에서 7,103건으로 363건 증가하였
는데 인허가 및 입지규제의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의 등록규제가
크게 줄어든 반면 공정거래위원회 주요규제는 2009년 말 115건에
서 2012년 203건으로 가장 큰 폭의 증가율과 증가건수를 기록

－ 변동요인별로는 신설․강화 규제건수는 2010년 129건에 불과
하지만 2011년에는 248건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으며, 2012년
에는 불과 넉 달 만에 211건에 달함

□ 18대 국회(2008.5~2011.6)의 규제관련 법률안 주요통계
○ 국회 11개 위원회가 발의․가결한 법률안 가운데 규제관련 법률
안을 신설․강화와 완화로 나누어 분류하고 이를 다시 정부의
후반기 국정기조 발표 시점(2010.9)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추이
분석

○ 전체 규제관련 법률안 수는 3,122건 가운데 59%가 규제의 신
규제개혁의 실효성 제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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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설․강화와 완화가 244건과 242건으로 거의 비슷한 수준임

설 강화, 41%가 완화와 관련되며 최종 가결된 법률안은 규제의

․

<표> 18대 국회의 규제관련 법률안 발의 가결 현황 (11개 주요 위원회)
2008.05~2011.06

2008.05~2010.09

2010.10~2011.06

구분
신설, 강화

완화

신설, 강화

완화

신설, 강화

완화

발의 총계 1,852 0.59 1,270 0.41 1,356 0.56 1,055 0.44 496 0.70 215 0.30
정부

128 0.39

의원

204 0.61

95 0.34

1,724 0.62 1,066 0.38 1,261 0.59

182 0.66

33 0.60

22 0.40

873 0.41 463 0.71 193 0.29

가결 총계

244 0.50

242 0.50

172 0.46

205 0.54

72 0.66

37 0.34

정부

44 0.34

84 0.66

38 0.32

82 0.68

6 0.75

2 0.25

의원

200 0.56

158 0.44

134 0.52

123 0.48

66 0.65

35 0.35

자료: 전경련

○ 이명박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공정사회론을 제시한
2010년 9월을 기준으로 나누어보면 발의 법률안에서 신설․강화
와 완화의 비율은 정부 전반기가 56:44였으나 후반기에는 70:30

․

으로 규제 신설 강화의 비율이 급격하게 상승

－ 가결건수에서도 신설․강화와 완화의 비율이 정부 전반기가
46:54, 후반기가 66:34로 법률안 제개정의 방향이 규제의 신

․

설 강화로 이동

－ 가결률에서도

․

신설 강화 규제법률안은 기간별 가결률이

12.7%에서 14.5%로 높아진데 비해 규제완화 법률안은 19.4%에
서 17.2%로 저하

○ 입법 주체별로는 규제의 신설과 강화의 추세가 뚜렷해진 후반기
에 국회를 가결된 규제강화 법률안의 경우 정부 입법안보다는

364

의원 입법안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짐

－ 정권

․

전반기에는 규제 강화 신설에 해당하는 법률발의안

1,356건 가운데 1,261건이, 후반기에는 496건 가운데 463건이
의원 입법으로 추진

－ 가결 법률안의 건수에 있어서는 규제 강화․신설에 해당하는 172
건 가운데 134건이 의원 법률안으로 정권 전반기에 국회를 통과하
였으며, 후반기에는 72건 가운데 66건이 의원 입법으로 가결됨

□

이명박 정부와 18대 국회에서 규제개혁 성과가 후반기에 반대방
향으로 선회한 배경 분석

○ 내용적으로는 규제개혁 아젠다가 공정사회론이라는 새로운 아젠
다에 묻히게 된 점, 시스템적으로는 실질적 규제심사가 부재한

․

의원입법가 규제 강화 신설의 주된 방식으로 활용되었다는 점
등을 지적할 수 있음

○ 의원 입법안의 경우 정부안과 달리 규제영향분석, 관계부처 협의
등 체계화된 규제심사가 의무적으로 시행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정부 법률안에 비해 규제의 신설이나 강화를 포함한 법률안의
가결이 용이

3) 이명박 정부 규제개혁 정책의 한계

□ 의원입법에 의한 규제성 법률안의 남발
○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르면,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 시에 규제영향분석서와 자체심사의견 등을 첨부
하고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이는 정부발의 법
률안에만 해당되는 사항

규제개혁의 실효성 제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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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 발의안은 까다로운 입법예고절차 및 규개위 심사절차의 적
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갈등 조정이 어려운 사안일수록 규제심
사를 회피하기 위한 방안으로 의원입법이 선호되는 실정임

－ 우회입법 사례로 한국도로공사법의 경우 500억 원 이상의 사
업에 요구되는 예비타당성 조사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국토해
양부와 기획재정부를 대신해 의원입법으로 법률안을 개정

○ 또한 의원입법안은 규제 일몰제와 같은 핵심적 규제관리 수단 또
한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전반적 규제관리의 효율성을 저하시킴

□ 규제개혁 아젠다 자체가 하나의 독립적인 가치로 정착되지 못하고 다른
국정원리들과 충돌하는 정치적 성향으로 인식

○ 대통령의 의지나 정치적 흐름이 바뀜에 따라 규제개혁의 기조
자체가 흔들리는 결과가 초래

○ 이 문제점은 규제개혁의 본질이나 규제심사의 범위 문제에 대한
엄밀한 재정립이 필요한 사항임

－ 이는 또한 규제심사 절차가 의무화되어 있는 정부입법에서조
차도 규제심의과정이 규제개혁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가의 문
제와도 관련됨

3. 정책제언
(1) 의원발의 법안의 입법절차 및 인센티브 구조 개선

□ 의원입법에 대한 규제심사제도 도입
○ 규제개혁의 내실을 갖추기 위한 첫 번째 과제로 의원입법과 정
부입법에 의한 입법절차의 비대칭성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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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입법안에 대해 정부입법안과 동일한 규제영향분석이 실
시되어야 하며, 보다 효율적인 사후 규제관리를 위해 규제의
존속기간 명시

○ 세부사항으로는 법안 발의 이전에 사전규제심의를 위한 국회 내
규제 심의 및 자문기구 신설, 국회 법제실의 규제심사 전문성 강
화, 법안 발의 시 규제영향분석서의 첨부 의무화, 이해관계자 및
정부 부처 간 의견수렴 및 조정과정 등이 의원 입법과정에 추가
되어야 함

－ 현행 입법검토 제도는 체계성이나 표준화 정도에 있어서 정부
법률안 규제영향분석과 같이 실질적인 규제심사의 기능을 수
행하지 못함

□ 의원 발의안에 대한 규제 일몰제 적용
○ 정부 법률안에 의한 규제의 경우 최대 존속기간을 5년으로 명시
한 규제 일몰제의 적용을 받음

○ 일몰제는 경제적․사회적 환경 변화에 따른 규제 적응을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달성할 수 있는 사후 규제관리제도로 지속적
규제관리의 비용을 낮추는데 기여

□ 규제개혁의 관점에서 의정활동 평가지표 개발 지원
○ 단순히 발의건이나 가결건이 아닌 규제개혁의 성과에 기초하여
의정활동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의 개발 지원.

－ 규제성 의원발의 법률안의 숫자가 적절한 선에서 통제된다면
이는 나아가 발의된 법률안에 대한 규제심사의 내실을 강화하
는 데도 기여

규제개혁의 실효성 제고 방안

367

․

[제4권] 공공개혁 | 기업 시장제도

․ ․

(2) 규제심사의 원칙 범위 기능 재정립

□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기능 강화: 다른 관련 정부정책의 정책목표
와의 정합성 평가

○ 현재 정부입법에 적용되는 규제심사는 규제요소에 대해 표준화
된 평가체계를 제공하지만 상충하는 가치․이해관계를 합리적으
로 조정하는 기능은 취약

○ 규제심사과정에서 도입되는 규제가 다른 정부정책이 추구하는
가치와 상충되는 경우 이에 대한 우선권 문제나 합리적 조정방
식 등이 다루어 질 수 있어야 함

○ 이때 관련된 주무부처 간의 이해관계가 상충될 수밖에 없기 때
문에 이를 조정하기 위한 규제개혁위원회의 기능․역량․전문성
강화가 선결과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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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 제기

이명박 정부의 출범 초기에 정부의 규제개혁에 대한 기대감은 매우
높았다. 규제개혁을 국정의 최우선 순위로 내세우고 기존의 규제개혁
위원회에 더해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신설
하여 대통령이 직접 규제개혁 과제를 챙겼다. 현장 중심, 수요자 중심
의 규제개선이 강조되면서 기업가 출신정부 수장이 갖고 있는 장점이

․

최대한 발휘되는 듯 보였다. 기존에 개별적 부분적으로 다루어지던
규제개선 방법론의 한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수용되면서 규제 전반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진행되었고 미등록 규제에 대한 정비가 이루어졌
다. 규제개혁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2008년에만 1,800여 건의 규제개
혁 과제가 발굴되고 908건의 과제가 연내에 완료되었으며 2009년,
2010년에도 규제개혁 과제가 완료된 건수는 각 1천여 건에 달한다.
그런데 이러한 강력한 드라이브와 시스템 정비에도 불구하고 규제등
록통계로 본 규제개선의 실태는 사뭇 다른 결과를 내놓고 있다. 우선
등록규제의 총 건수는 2009년1) 11,050건에서 현재 13,396 건으로 2천
건 이상이 증가하였으며 이 중에서 주요규제만을 보더라도 같은 기간
6,740건에서 7,066건으로 300건 가까이 증가하였다. 규제 내용을 살펴

․

보면 신설 강화 규제의 건수는 2010년에는 129건에 불과하지만 2011
년에는 248건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으며, 2012년에는 불과 넉 달 만에
211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한상공회의소나 전경
련이 조사한 일선 기업에 대한 규제개혁 만족도 조사에도 그대로 반영

1) 2009년은 기존의 규제가 정비되면서 미등록규제가 대거 등록되었기 때문에
2008년과의 비교는 의미가 없다.

규제개혁의 실효성 제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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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다.
종합해 보면, 규제개혁위원회는 매년 규제에 대한 강도 높은 정비와
개혁을 진행해 왔지만 전체적으로 규제 건수는 오히려 증가하였으며
정권 후반기로 가면서 규제개혁에 대한 민간의 평가 역시 하락세를 이
어가고 있다. 이는 달리 말해 한편으로는 이번 정부 들어 기존 규제를
정비, 개선, 폐지하는 작업은 어느 정도의 궤도에 올랐으나 진행하였으
나 다른 한편으로는 신설되는 규제에 대한 사전적 차단에는 실패하였
음을 의미한다. 이번 정부 들어 신설되고 강화된 규제성 입법의 건수는
이러한 사정을 여실히 드러내 보여준다. 특히 규제의 신설이나 강화를
포함하는 입법안은 정부 발의안에 비해 의원 입법안이 압도적으로 많
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의원입법안의 경우 정부발의안과 달리 규제
영향평가가 의무적이지 않기 때문에 까다로운 규제평가를 우회하는 수
단으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시기별 규제입법
추이를 분석한 결과 규제입법의 추이는 여전히 하나의 시스템으로 정
착하지 못하고 정치적 풍향계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에 기초하여 이 보고서에서는 정부의 규제개혁 노력
이 결실을 거두기 위해서 필요한 향후 과제로 기존 규제에 대한 정비
작업에 더해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에 대한 사전평가제도의 체계화
를 제안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의원입법안에 대한 규제영향평가제
도 및 규제 일몰제의 도입, 규제개혁에 입각한 의정활동 평가지표 개
발, 정책성 규제에 대한 실질심사 강화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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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황과 문제점

(1) 역대 정부별 규제개혁의 주요 과제와 규제 정의
우리나라에서 규제개혁 개념의 발전은 정부에서 민간으로 성장 역량
이 이동한 것과 궤를 같이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주도형 경제성장
전략을 통해 경제개발이 본격화되었다는 역사적 맥락 때문에 정부, 관
료, 정치인에 의한 민간 행위의 제약 또는 개입이 정당화되어 왔으며
정부의 역량에 대한 대중적 신뢰도 또한 높은 편이라 할 수 있다2)(설광

․

언, 2005). 그러나 70년대 중화학공업에 대한 과잉 중복투자 문제가 불

거지고 정부의 시장조절 능력이 한계에 봉착하면서부터 공적 기구에
의한 행위제한이나 그 제한방식에 대한 문제의식이 본격화되었다. 그
러나 5, 6공화국에서의 규제개혁은 정부의 역할과 시장경제에 대한 발

․

본적 변화를 수반하지 않은, 단편적 제한적 규제완화의 성격을 띠었
다. 즉 이 시기의 규제완화는 단기적 발굴건수 위주의 시책들, 경쟁제
한적 경제규제 개선에 대한 인식 부족, 새로운 정부규제 도입에 대한
사전평가의 부재를 특징으로 한다.
문민정부는 규제완화의 인프라가 만들어진 시기로 평가된다. 주목할

․

만한 성과로는 규제개혁추진체계를 상설화 구체화하여 정책의 일관성
을 유지했다는 점, 민관합동기구를 신설하여 피규제자로부터의 상향식
추진체계를 정착시켰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특히 현재 정부규제의 기본
토대가 되고 있는 행정규제기본법 을 제정(1997. 4)하여 규제개혁에
대한 법적 체계를 구축하였다는 점이 문민정부가 이루어낸 규제개혁의
2) 역대 정부의 규제개혁 성과와 한계에 대한 보다 자세한 논의는 김태윤(2003),
설광언(2005), 한상우(2012) 등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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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큰 수확이라 하겠다. 반면 문민정부 규제개혁의 한계로는 규제개
혁을 규제완화 또는 경기활성화 시책처럼 접근하였다는 점, 이로 인해
정책의 우선순위 결정이나 효율적 수단의 평가에 있어 일관성을 유지
하기 어려웠고 규제완화 자체가 정치적 고려의 대상으로 전락할 수밖

․

에 없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덩어리 핵심 규제에 대한 접근 방법론
부재, 일몰제 도입의 실패, 객관적 검증 없는 규제신설의 과다 등으로
인해 문민정부에서의 규제건수는 이전 정부에 비해 오히려 증가하게
되었다.
국민의 정부에서는 문민정부에서 제정된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규
제개혁위원회가 신설되어 체계적인 규제개혁정책이 시행될 수 있었다.

․

행정규제기본법은 규제법정주의, 규제등록제, 규제의 신설 강화 시 규
제의 존속기한 명시, 규제영향분석 의무화, 규제개혁위원회 법정 상설
기구화를 통한 규제관리당국의 일원화,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 규제
개혁 사후관리제도 등 문민정부에서 제기된 규제개혁 관련 대부분의
문제점들에 대한 해법을 망라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
하고 민간의 규제개혁 체감도는 여전히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는데 가
장 중요하게는 규제개혁을 위한 전문성 있는 인력이 확보되지 못한 관
계로 새로운 제도들이 형식적으로 운영되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결
국 부처 간 이해관계가 다르거나 사회적 갈등의 소지가 있는 주요 규
제는 그대로 둔 채 사소한 행정규제의 개선에 집중되었기 때문에 민간
에서의 규제개혁 체감은 크게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참여정부의 경우 규개위와 함께 규제개혁기획단으로 규제개혁 업무
를 이원화하였다. 후자의 경우 공급자 중심의 행정편의주의를 탈피하
여 수요자 편의 중심으로 규제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목적 하에 신설되
었다. 주요 성과로는 덩어리 규제에 대한 정비와 수량 위주에서 벗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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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품질관리로 규제개혁에 대한 인식이 발전하였다는 점이다. 그러나
참여정부에서는 주요규제에 대한 정량적 규제영향평가가 극히 미흡했
을 뿐 아니라3) 규제심사시의 원안 의결율 역시 국민의 정부 때보다 높
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신설규제의 수가 증가했으며 정부입법의
까다로운 규제심사를 우회하기 위해 의원입법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
한 것 등도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그림 1>에서 보듯이 의원발
의 법률안은 참여정부가 출범한 2003년을 기점으로 폭발적 증가세를
보였다. 2002년 383건에 불과하던 의원발의법률안은 2003년 756건,
2005년 1991건으로 폭증하였으며 이러한 추세는 이명박 정부에까지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표 1> 국회별 법률안 발의 및 가결 추이
정부제출법률안
국회

의원발의법률안

제안

가결

가결비율
(%)

제11대(1981~1985)

287

257

89.6

제12대(1985~1988)

168

156

제13대(1988~1992)

368

제14대(1992~1996)

총계

가결

가결비율
(%)

가결

가결비율
(%)

202

83

41.1

489

340

69.53

92.9

211

66

31.3

379

222

58.6

321

87.2

570

171

30.0

938

492

52.5

581

537

92.4

321

119

37.1

902

656

72.7

제15대(1996~2000)

806

660

81.9

1,131

448

39.6

1,937 1,108

57.2

제16대(2000~2004)

595

431

72.5

1,912

517

27.0

2,507

948

37.8

제17대(2004~2012)

1,102

563

51.1

6,387 1,352

21.2

7,489 1,915

25.6

제18대(2008~2012)

1,693

690

40.8 12,220 1,663

13.7 13,913 2,353

16.9

제안

제안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3) 2003년 9월부터 3년간 기간에 대해 시행된 감사원의 조사에서는 4개 부처의 주
요 규제 109건 가운데 정량적 비용편익분석이 시행된 건수는 9건에 불과하였
다(한상우, 2012, 7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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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해당 기수에 마지막 연도(1~5월) 실적은 전년도 건수에 포함함

<그림 1> 2000년 이후 정부 및 의원입법의 발의와 가결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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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역대 정부의 규제개혁에 대한 성과와 한계를 살펴본 결과 한 가
지 공통된 문제점이 발견된다. 역대 모든 정부는 규제개혁에 대한 필요성

․

을 인식하고 또 이를 표방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성과는 형식적 행정적
방법론의 개선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이다. 물론 시기별로 형식적, 행정적
제도 개선을 통한 규제개혁의 여지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며 그러한 측면
에서의 개선 또한 규제개혁 과제의 일부분이다. 그러나 행정규제기본법
의 시행으로 규제개혁의 법적 틀이 갖추어진 국민의 정부 이후에는 형식
적 측면의 제도 개선으로 달성할 수 있는 규제개혁의 폭은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명확해지게 되었다. 즉 법률적 기초와 추진조직이

․

구비되고 개별 한시적 규제에서 덩어리 규제로의 규제개선의 초전이
이동하고, 규제영향평가가 도입되는 등 제도적 측면에서는 시스템이 구
비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규제에 관한 혁신적 변화가 진행되었다고는
보기는 어렵다. 그 이유는 결국 우리나라에서 규제개혁 아젠다는 대통령

․

의 정치 정책적 의지에 크게 종속되어 있으며 정치적 풍향계에 따라 주
요 규제에 대한 처리가 달라진다는 데서 찾아볼 수 있다. 주요한 정책적
규제들은 사회적 가치와 부처별 이해관계가 갈등하는 사안들이 대부분
이다. 이들 사안에 대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데 있어서는 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원칙이 정립되어 있지 않다면 규제개혁은 결국 정치적 편향성
이나 여론의 향방에 좌지우지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2) 이명박 정부의 규제개혁 성적표
이명박 정부 들어 세계 주요기관이 평가한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지
수는 기관별로 평가가 엇갈린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출범 초기인 2008
년부터 2011년까지 세계은행의 국가경쟁력 지수가 30위에서 18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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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D가 31위에서 22위로 크게 상승한 반면 WEF의 13위에서 22위로
오히려 하락하였다. 기업활동에 대한 제도적 측면을 항목별로 구체적으
로 평가하고 있는 세계은행의 Doing Business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다
른 OECD 국가들과 비교해서 건축허가, 자금조달, 국제무역, 계약이행,
폐업 등의 부문에서는 경쟁력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이들 부문의 성적표
는 2008년과 비교해서 대체로 더욱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World Bank, WEF, IMD 각년호

<그림 2>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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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World Bank, Doing Business, 각년호

<그림 3> 기업환경지수(Easy of Doing Business) 부문별 순위

반면 재산등록, 조세, 투자자보호, 고용 등은 30위권 이하로 경쟁력 열
위를 보인 부문이다. 이 가운데 고용부문은 2008년 130위에서 2009년 152
위, 2010년 150위로 우리나라가 가장 취약한 부문일 뿐만 아니라 그 상황
은 더욱 열악해졌다.4) 우리나라는 인력수급난이도, 노동시간 경직성, 고
용경직성, 해고비용 등 대부분의 평가항목에서 일본, 중국 등 아시아 주요
경쟁국가들에 뒤처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창업 부문은 2008년 126위
에서 2011년 24위로 괄목할만한 환경개선이 이루어졌는데 창업 관련절차
의 수나 비용 등에서의 성과가 창업환경 개선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대외적 평가지표와는 우수한 성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난 반면
일선 기업을 대상으로 한 규제개혁 평가는 체감도 면에서 사뭇 차이가
난다. 전경련의 조사5)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이후 기업들의 규제개혁에

4) Doing Business는 2011년부터는 고용부문에 대한 순위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단 총 21개에 걸친 항목별 평가는 공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평가항목
에서 큰 변화가 감지되지 않고 있어 고용부문에 대한 상대적 경쟁력 지수에도
과거에 비해 별다른 개선의 징후가 없을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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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만족도는 100 이상을 유지하여 높은 편으로 조사되었으나 정권 후
반기에 접어들면서 만족도는 하향세를 보이고 있으며 올해 조사, 즉 2011
년의 경우 다시 100 미만인 불만족으로 돌아섰다. 이명박 정부 전반기에
규제개혁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것은 단순히 규제의 숫자보다도
정책성 핵심규제가 철폐 또는 완화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즉 1999년에
재도입된 출자총액규제의 폐지(2009. 4),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

․

에서의 공장 신 증설 규제의 완화, 자연보존권역에 대한 총량 관리규제
도입 등 수도권 입지규제의 완화, 금산분리 규제에서 산업자본의 은행
주식에 대한 보유제한을 4%에서 9%로 상향 조정한 것, 산업단지에 대한

․

인 허가 절차 간소화(법정 인허가 처리기간을 6개월 이내로 명시) 등이 그
주된 내용이다(전경련, 2009). 수도권 규제의 완화는 앞서 기업환경지수
에서 창업과 건축허가 부문의 지표 개선에 기여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2012년의 조사에서는 과거의 조사에 비해 모든 조사항목에서의 만족도

․

․

․

․

가 하락한 가운데 건설 건축, 대기업 공정거래, 인사 노무, 금융 자
금조달 등의 분야에서 불만족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개혁 체감도 추이>

5) 전경련 (2012), 2012년 규제개혁 체감도 조사분석 참조. 규제개혁 체감도는
규제개혁의 성과에 대한 만족, 불만족 정도를 가중평균하여 지표화한 것으로
100 초과시 만족, 100 미만은 불만족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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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만족/불만족 비율 추이>

자료: 전경련 (2012)

<그림 4> 규제개혁 체감도 추이

․

반면 대 중소기업을 모두 포함하는 대한상공회의소의 조사에서는
정부의 규제개혁에 만족한다는 응답비율이 2009년 38.9%에서 2010년
41.6%로, 다시 2011년에는 46.4%로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다. 전반적 만

․

족도와 별도로 분야별 평가에서는 인허가 등 행정절차와 토지 공장

․

․

입지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노동 안전이나 주택 건설 부문에서는 만
족도가 낮다는 점에서 전경련과 대한상의의 조사는 서로 일치하였다.
특이할만한 점은 분야에 대한 평가항목에 있어서는 정반대의 결과가
관찰되었다는 사실이다(2011년에 대한 조사 기준). 즉 대한상의의 설문
결과에서 가장 만족도가 높게 평가된 항목이 정부의 규제개혁 노력과
공무원의 자세 변화 등이었는데 전경련의 평가에서는 대부분의 분야에

․

걸쳐 공무원의 마인드 태도가 가장 불만이었던 것으로 조사된 것이
다. 후술하겠지만, 이러한 결과는 정권 후반기에 들어 공정사회론을 내
세우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국정운영 방침이 크게 엇
갈린 데 따른 결과로 해석된다.

규제개혁의 실효성 제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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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명박 정부 규제개혁의 성과와 한계
1) 규제개혁 추진체계와 주요 내용
이명박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규제개혁에 대
한 강한 의지를 표명하였으며 주요한 성과를 달성하기도 하였다. 대통
령 직속의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신설되어 기존의 규제개혁위원회와
함께 규제개혁을 담당할 이원적 조직을 구성하였다. 국경위에서는 덩

․

어리 핵심 규제의 폐지 또는 완화, 행정제재의 합리화 등 법제화가 필
요한 사안에 대한 규제개선 추진, 낙후한 행정규칙에 대한 철폐와 신설
규제에 대한 일몰제 시행 등 지난 정부에서 미흡했고 한계로 지적되어
온 사안들에 대한 포괄적 개선이 이루어졌다. 국경위는 민간단체인 대

․

한상공회의소와 함께 규제개혁 민간합동추진단을 구성하여 현장 쌍방
향형 접근을 위한 조직적 토대가 만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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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규제개혁위원회

<그림 5> 이명박 정부 규제개혁 추진도
<표 2> 성격별 규제등록 추이
주된 규제

구분

경제적
규제

2008

부수적 규제

2009

2010

2011

2012

2009

2010

2011

2012

진입

776

1,048

1,083

1,062

1,086

701

799

884

897

가격

91

114

117

125

128

54

67

91

92

거래

881

913

973

951

971

233

397

497

536

품질

560

571

580

557

554

165

209

316

328

합계

2,308

2,646

2,753

2,695

2,739

1,153

1,472

1,788

1,853

투입

1,725

2,028

2,074

2,033

2,047

1,099

1,200

1,502

1,564

성과

62

101

107

118

132

82

98

128

135

규제
방식

90

111

130

151

159

55

86

202

214

환경
사회적
규제 규제 산업재해
영역 소비자안전

시장유인

456

592

603

596

596

262

275

372

422

사회적차별
합계

186

203

214

206

202

261

276

291

286

910

1,050

1,084

1,085

1,117

506

600

908

931

325

395

410

415

423

207

233

261

274

1,877

2,240

2,312

2,302

2,338

1,236

1,384

1,832

1,913

행정적 규제

1,001

1,854

1,989

1,954

2,026

1,921

2,209

2,575

2,634

총계

5,186

6,740

7,054

6,951

7,103

4,310

5,065

6,195

6,400

자료: 규제개혁위원회 규제통계
주: 2012년 자료는 2012년 5월말 기준 데이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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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이명박 정부의 주요 규제개혁 추진
연도

규제개혁 내용

◎ 규제개혁을 국정 최고의 아젠다로 관리
◎

2008

◎

대통령 소속 자문기구인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신설
전 부처가 소관 규제에 대한 전면적 개혁 추진
1,795건의 규제개혁 과제 발굴, 연내 완료대상 1,249건 중 908건 완료
(기업의 소유구조 개선, 금융시장 경쟁력 강화, 토지이용 효율화 등 포함)
수요자 중심, 현장 중심 규제개선 추진
대한상공회의소 내 민관합동 규제개혁추진단 설립
예산, 인력, 조직, 제도를 검토하여 근본적 규제개선에 힘씀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에 대한 점검과 검사 강화
규제의 품질과 성과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네거티브 규제방식 도입 확대
규제영향 분석서 작성지침을 알기 쉽게 개정
중소기업 영향평가제도 도입
2008년 7월부터 규제 정보시스템 구축

◎ 기존규제에 대한 전면 재정비
개별적․부분적 접근방식, 규제 전반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 방식을 병행 추진
2009

◎
◎

미등록 규제 정비
‘재검토형 일몰’ 신설
신속하고 체감도 높은 규제개혁 과제 발굴
한시적 구제유예제도 도입 (280개 과제 발굴)
1,327개 규제개혁 과제 발굴, 963건 규제 정비
규제 품질 및 성과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규제대안 분석 강화
중기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를 통합하여 국무총리실에서 추진
2009년 8월 규제정보화 시스템 개통

◎ 기존규제 전면 재정비
개별적․부분적 접근방식, 규제 전반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 방식을 도입, 본격
20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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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1,409개의 과제 발굴, 1,037건의 규제 정비
미등록규제 정비 등 선진 규제개혁기반 구축
전 부처에서 미등록 규제 를 일제 조사 등록
‘재검토형 일몰’ 운용
규개위 홈페이지를 규제정보포털로 개편
일자리창출, 서민생활 안정, 미래성장 기반 구축에 중점을 둠

․

연도

◎ 규제개혁 과제의 신속한 추진

투자활성화, 공정사회구현, 일자리 창출 등에 중점
1,335개 규제 개혁과제를 선정, 이 중 615개를 상반기에 완료
규개위 1,249건의 신설 강화 규제에 대해 심사.
253건 중 127건에 대해 철회 개선 권고
체계적 관리 및 성과홍보를 통한 체감도 제고
규제개혁 과제를 규제정보화시스템을 통해 등록 관리 공개
2011년 8월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지침 개정
지속적인 과제 발굴
규제심사의 사각지대인 공공기관의 유사행정규제에 대한 일제 정비
13개 부문 총 773개 기존규제를 정비 발굴

․

2011

◎
◎

규제개혁 내용

․

․ ․

․

자료: 규제개혁위원회, 규제개혁백서, 각 년호

기존의 규제개혁위원회는 부처별 규제개혁 과제의 총괄업무, 미등록
규제를 포함한 기존 규제에 대한 전면적 재정비, 규제정보 시스템의 구축
등 규제개혁을 위한 포괄적 업무를 담당하였다. 무엇보다도 규개위는 불
합리하거나 높은 비용을 수반하는 규제의 신설이나 강화를 사전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규제영향분석을 엄격하게 시행하였다. 규제개혁에 대
한 정부 수장의 강력한 의지와 함께 이를 집행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갖추어지면서 규제개혁에 대한 민간의 체감 만족도는 과거에 비해 크게
향상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만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정부 후반기에
들어 규제 체감도는 피규제자에 따라 평가가 엇갈린 것으로 나타났다.
2) 등록규제 통계와 규제관련 법률안 분석
한편 정부의 강력한 규제개혁 드라이브와 시스템 정비에도 불구하고
규제등록통계로 본 규제개선의 실태는 사뭇 다른 결과를 내놓고 있다.
우선 등록규제의 총 건수는 2009년6) 11,050 건에서 2012년 5월 말
6) 2009년은 기존의 규제가 정비되면서 미등록규제가 대거 등록되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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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13,503 건으로 2,500건(22%) 가까이 증가하였으며 이 중에서 주
요규제만을 보더라도 같은 기간 6,740 건에서 7,103건으로 363건이나
증가하였다(<표 2>). 성격별로는 경제적, 사회적, 행정적 규제 전반이
모두 21~22%의 비슷한 분포로 증가하였다. 정부부처별로도 거의 대부
분의 부처에서 규제등록 (순)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규제의
경우 인허가 및 입지규제의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의 등록규제가 크게
줄어든 것이 괄목할만하다. 반면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주요규제는
2009년 말 115건에서 2012년 203건으로 가장 큰 폭의 증가율과 증가건
수를 기록하였다.
등록규제의 수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사인별로 분석한 결과 2011년에
는 147건이 폐지된 반면 신설이 184건(내용심사 제외 시 109건), 강화가
139건에 달하였으며 2012년에는 폐지가 46건에 신설이 176건(내용심사
제외 시 145건), 강화가 66건이었다. 즉 규제의 신설이나 강화 건수는 폐

․

지건수를 크게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설 강화 규제의 건수를 합해
보면 2010년에는 129건에 불과하지만 2011년에는 248건으로 두 배 가까
이 늘었으며, 2012년에는 불과 넉 달 만에 211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
다. 즉 정부 출범 초기의 규제개혁 의지에도 불구하고 정권 후반기로 접
어들면서 규제의 신설이나 강화는 오히려 예전보다 증가한 것이다.

․

<표 4> 18대 국회의 규제관련 법률안 발의 가결 현황 (주요 위원회)
2008.05~2011.06

구분
전체 위원회
발의 총계
정부

신설, 강화

완화

신설, 강화

완화

2010.10~2011.06
신설, 강화

완화

496 0.70

215 0.30

33 0.60

22 0.40

1)

1,852 0.59 1,270 0.41 1,356 0.56 1,055 0.44
128 0.39

204 0.61

2008년과의 비교는 의미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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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2010.09

95 0.34

182 0.66

구분
의원

2008.05~2011.06
신설, 강화

완화

2008.05~2010.09
신설, 강화

1,724 0.62 1,066 0.38 1,261 0.59

완화

2010.10~2011.06
신설, 강화

완화

873 0.41

463 0.71

193 0.29

가결 총계

244 0.50

242 0.50

172 0.46

205 0.54

72 0.66

37 0.34

정부

44 0.34

84 0.66

38 0.32

82 0.68

6 0.75

2 0.25

의원

200 0.56

158 0.44

134 0.52

123 0.48

66 0.65

35 0.35

지경위
발의 총계

220 0.63

129 0.37

157 0.57

117 0.43

63 0.84

12 0.16

정부

34 0.49

35 0.51

23 0.42

32 0.58

11 0.79

3 0.21

의원

186 0.66

94 0.34

134 0.61

85 0.39

52 0.85

9 0.15

가결 총계

71 0.57

54 0.43

43 0.46

50 0.54

28 0.88

4 0.13

정부

16 0.43

21 0.57

10 0.33

20 0.67

6 0.86

1 0.14

의원

55 0.63

33 0.38

33 0.52

30 0.48

22 0.88

3 0.12

기재위
발의 총계

321 0.49

337 0.51

240 0.48

259 0.52

81 0.51

78 0.49

정부

5 0.19

21 0.81

4 0.17

20 0.83

1 0.50

1 0.50

의원

316 0.50

316 0.50

236 0.50

239 0.50

80 0.51

77 0.49

가결 총계

27 0.50

27 0.50

23 0.51

22 0.49

4 0.44

5 0.56

정부

3 0.30

7 0.70

3 0.30

7 0.70

0

0

의원

24 0.55

20 0.45

20 0.57

15 0.43

4 0.44

5 0.56

환노위
발의 총계

93 0.54

80 0.46

74 0.50

73 0.50

19 0.73

7 0.27

정부

11 0.50

11 0.50

7 0.47

8 0.53

4 0.57

3 0.43

의원

82 0.54

69 0.46

67 0.51

65 0.49

15 0.79

4 0.21

가결 총계

14 0.58

10 0.42

8 0.50

8 0.50

6 0.75

2 0.25

정부

4 0.57

3 0.43

4 0.57

3 0.43

0

0

의원

10 0.59

7 0.41

4 0.44

5 0.56

6 0.75

2 0.25

국토위
발의 총계

324 0.44

408 0.56

222 0.40

332 0.60

102 0.57

76 0.43

정부

38 0.29

91 0.71

23 0.22

80 0.78

15 0.58

11 0.42

의원

286 0.47

317 0.53

199 0.44

252 0.56

87 0.57

65 0.43

가결 총계

49 0.36

88 0.64

36 0.33

74 0.67

13 0.48

14 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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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08.05~2011.06
신설, 강화

완화

2008.05~2010.09
신설, 강화

완화

2010.10~2011.06
신설, 강화
0

완화

정부

8 0.19

34 0.81

8 0.19

34 0.81

0

의원

41 0.43

54 0.57

28 0.41

40 0.59

13 0.48

14 0.52

정무위
발의 총계

256 0.87

39 0.13

190 0.86

31 0.14

66 0.89

8 0.11

정부

14 0.54

12 0.46

12 0.50

12 0.50

2 1.00

0 0.00

의원

242 0.90

27 0.10

178 0.90

19 0.10

64 0.89

8 0.11

가결 총계

17 0.61

11 0.39

15 0.63

9 0.38

2 0.50

2 0.50

정부

2 0.33

4 0.67

2 0.33

4 0.67

0

0

의원

15 0.68

7 0.32

13 0.72

5 0.28

2 0.50

2 0.50

자료: 전경련 제공
주: 1) 발의 및 가결 총합은 규제의 신설 강화 완화에 있어서 중요도가 낮은 국회운영위,
국방위 등을 제외한 11개 위원회(<부록> 참조)의 합임.

․ ․

전경련이 제공한 18대 국회의 규제관련 법률안 통계를 분석해 보면 등록
규제의 추이에 대한 배경을 가늠해 볼 수 있다. <표 4>는 2008년 5월부터
2011년 6월까지 국회운영위, 국방위, 정보위, 외교통상통일위, 보건복지가
족위, 여성위, 여성가족위, 예결산특위, 윤리특위, 정치개혁특위, 특위를 제
외한 11개 위원회가 발의하고 가결한 법률안 가운데 규제관련 법률안을

․

신설 강화와 완화로 나누어 분류하고 이를 다시 정부의 후반기 국정기조
발표 이전과 이후로 나눈 자료이다. 조사기간 전체로 보면 조사대상 위원회
가 발의한 전체 규제관련 법률안 수는 3,122건이며 그 중 59%가 규제의 신

․

․
강화 법률안의 13%보다 높았다. 최종 가결된 규제관련 법률안은 신설․강
설 강화, 41%가 완화와 관련된다. 가결률은 완화 법률안이 19%로 신설

화와 완화가 244건과 242건으로 거의 비슷하였다.
이 자료를 2010년 9월까지와 그 이후로 나누어 보면 흥미로운 결과가
발견된다. 2010년 9월은 이명박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새로운 국

․

정기조로 공정사회론을 천명하고 이를 정치 경제 사회 등 각 분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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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방위적으로 밀어붙이기 시작한 시점이다. 우선 발의 법률안에서 신설

강화와 완화의 비율은 정부 전반기가 56:44였으나 후반기에는 70:30으로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는 법률안의 비율이 급격하게 상승하였다. 가결건

․

수에서는 신설 강화와 완화의 비율이 정부 전반기가 46:54, 후반기가
66:34로 신규 법률안이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는 쪽으로 이동하였다. 이

․

는 가결률에서도 반영되는데 신설 강화 규제법률안은 기간별 가결률이
12.7%에서 14.5%로 높아진데 비해 규제완화 내용을 담고 있는 법률안은
19.4%에서 17.2%로 가결이 더욱 어려워졌다. 규제관련 법률안 수로 보자면

․

정권 전반기에 1개의 규제 전봇대가 제거되는 동안 0.84개가 신설 강화되

․

었다면, 후반기에는 1개가 제거되는 동안 1.95개가 신설 강화된 셈이다.
기업활동 관련 핵심 3개 위원회(기재위, 지경위, 환노위)가 심의한 규제관련

․

법률안만을 검토해 보면 2010년 9월 이전에는 규제 신설 강화 법률안의
비중이 발의 기준 51%, 가결 기준 48%였으나 이 비율은 공정사회론 제기
이후에 63%와 78%로 급증하였다. 즉 이들 위원회의 경우 규제 강화와 신설
을 담고 있는 가결 법률안의 비중이 전체 위원회 평균인 70%를 크게 상회하
고 있다.

․

동 자료를 입법 주체별로 살펴보면 정권 전반기에는 규제 강화 신설
에 해당하는 법률안 1,356건 가운데 1,261건이 후반기에는 496건 가운데
463건이 의원 입법으로 추진되었다. 즉 규제의 강화나 신설 관련 법률안
에서 정부 발의와 의원 발의의 비율은 기간별로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

않았다. 가결 법률안의 건수에 있어서는 규제 강화 신설에 해당하는
172건 가운데 134건이 의원 법률안으로 정권 전반기에 국회를 통과하였
으며, 후반기에는 72건 가운데 66건이 의원 입법으로 가결되었다. 결국
규제의 신설과 강화의 추세가 뚜렷해진 후반기에 국회를 가결된 규제강
화 법률안의 경우 정부 입법안보다는 의원 입법안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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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것으로 풀이된다. 의원 입법안의 경우 정부안과 달리 규제영향분석,
관계부처 협의 등 체계화된 규제심사가 의무적으로 시행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정부 법률안에 비해 규제의 신설이나 강화를 포함한 법률안의 가
결이 용이하다. 결국 이번 정부와 18대 국회에서의 규제개혁 성과가 후반
기로 갈수록 역주행하게 된 데에는 내용적으로는 규제개혁 아젠다가 공
정사회론이라는 새로운 아젠다에 묻히게 된 점, 시스템적으로는 실질적

․

규제심사가 부재한 의원입법가 규제 강화 신설의 주된 방식으로 활용되
었다는 점 등을 지적할 수 있다.
3) 이명박 정부 규제개혁 정책의 한계
이명박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에서보다도 강력한 규제개혁 드라이브를
표명하며 출발하였다. 규제개혁의 축을 전반적 시스템 개선, 통계 등 인

․

프라 구축, 규제영향평가의 내실화 등과 함께 덩어리 핵심 규제의 발굴
과 개선, 민간합동의 규제개선 방식을 구축하면서 이전에 비해 보다 내실
있는 규제개혁이 진행되었다. 그 결과 일선 기업들의 규제 체감만족도는
과거에 비해 크게 상승하였으며 이는 국가경쟁력 지수의 상승으로도 나
타난다. 그러나 규제통계의 추이를 분석해 보면 아직 규제개혁에 대한 근
본적 문제점은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규제관련 통계의 내용을 종합하면 이명박 정부에서 규제개혁과 관련해
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제기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의원 발의법률안에
대한 제도 설계상의 결함을 들 수 있다. 앞서 보았듯이 규제등록 시스템의
구축, 미등록규제의 발굴, 규제맵 작성 등 기존 규제를 심사하고 정리하는
인프라는 어느 정도 정착되었다. 이는 규제개혁위원회가 일구어낸 성과라
할 수 있다. 다만 규개위가 낙후되고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고 완화시키는
작업을 지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전체 규제수는 오히려 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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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보다 증가하였다. 이는 신규규제의 등록 및 기존규제의 강화 건수가
규제 철폐 건수를 추월하였기 때문이다. 그 배경으로는 의원입법에 의한
규제성 법률안의 남발이 주효하다.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르면, 규제를 신설
하거나 강화하는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 시에 규제영향분석서와 자체심사
의견 등을 첨부하고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이는 정부발
의 법률안에만 해당되는 사항이다. 까다로운 입법예고절차 및 규개위의 심
사절차가 의무화되어 있는 정부 발의안과 달리 의원 발의안은 행정규제기
본법에 의한 규제심사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법률안 발의 전 공개나
심의로부터 자유롭다. 이로 인해 대다수의 규제 신설과 강화는 의원입법을
통해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실 민간의 행동에 대한 영향력이 큰 규제
일수록 피규제자들의 이해관계가 상충할 가능성이 높으며 따라서 보다 엄
밀한 심사 및 대안 모색의 절차적 중요성도 높아지게 된다. 그러나 현재의
체제 하에서는 갈등 조정이 어려운 사안일수록 규제심사를 회피하기 위한
방안으로 의원입법이 선호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을 위한 특별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개정안(2004. 12. 9), 한국
도로공사법 일부 개정법률안(2009. 4. 1), 대규모 소매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

법률 등 주요 법률의 제 개정이 의원입법을 통한 우회입법7)으로 통과되
었다. 이 가운데 도로공사법의 경우 500억 원 이상의 사업에 요구되는 예비
타당성 조사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를 대신해 의
원입법으로 법률안 개정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8)
또한 의원입법의 경우 규제 일몰제와 같은 핵심적 규제관리 수단 또한
적용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의원 발의법률안에 의해 생성된 규제의 경우

․

7) 정부 또는 제3자가 기초하여 제공한 안을 토대로 의원이 입안 제출하거나 정
부가 마련한 안을 의원을 통하여 제출하는 우회적 의원입법을 ‘형식적 의원입
법’ 또는 ‘절차회피적 입법’으로 부르기도 한다(국회, 2008).
8) 의원 입법을 통한 우회입법의 그 밖의 주요 사례로는 전경련(2011)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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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신설 이후에 환경이 변화하고 시의성을 잃게 되는 상황에서도 규제

․

완화나 폐지를 위한 정치적 행정적 비용이 높을 수밖에 없어 전반적 규
제관리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두 번째의 문제점은 규제개혁이라는 아젠다 자체가 하나의 독립적인
가치로 정착되지 못하고 다른 국정원리들과 충돌하는 정치적 성향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이다.9) 이에 따라 대통령의 의지나 정치적 흐름이 바
뀜에 따라 규제개혁의 기조 자체가 흔들리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이다. 첫
번째 문제점이 제도설계의 합리화를 통해 비교적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성격이라면 두 번째의 문제점은 규제개혁의 본질이나 규제심사의 범위
문제에 대한 엄밀한 재정립이 필요한 사항이다.10) 이는 또한 규제심사
절차가 의무화되어 있는 정부입법에서조차도 규제심의과정이 규제개혁
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가의 문제와도 관련되어 있다.
이는 역대 정부의 규제개혁 과정에서도 되풀이되어 온 한계로서 규제개
혁을 주요 국정 아젠다로 내세운 이명박 정부에서도 다시 노출된 문제점이

․

․

다. 이전 정부에서도 형식적 행정적 제도적 측면에서는 규제개혁의 외
연은 지속적으로 확장되어 왔으며 그러한 면에서의 제도 합리화와 인프라
구축은 계속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제도개선의 결과물은
대부분 사소한 개별규제나 행정조치에 그쳤기 때문에 규제개혁의 성과를
민간부문이 제대로 체감하기는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명박 정부의 경우 대

․

통령의 강력한 의지에 힘입어 주요 덩어리 핵심 규제를 청산하면서 민간

＝

＝

9) 김재광(2012)은 우리사회에서 회자되는 “규제개혁 규제완화 기업지원”의
등식은 규제개혁의 본질에 비추어 볼 때 적절하지 않으며 “규제개혁 규제완화
국민불편완화 국가경쟁력강화”로의 인식 전환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10) 결국 규제개혁이 필요한 두 가지 사항은 “의원입법이 발의과정에 규제심사가
없다는 것”과 정부입법에 있어서는 “규제심의의 실효성의 문제”로 요약할 수
도 있다(홍완식, 2008, 353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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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 체감도가 높은 내실있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공정사회론의 제기
이후 규제의 수나 영향력, 민간의 규제 체감도 등에 있어서 다시 과거로
회귀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결국 규제개혁이 아직도 “기업의 부담
만 덜어주고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는 정책”11)으로 인식되는 등 탈정치화
하지 못하였음을 반증한다.

3

정책제언

(1) 의원발의 법안의 입법절차 및 인센티브 구조 개선

□ 의원입법에 대한 규제심사제도 도입

․

앞서 보았듯이 의원입법이 규제 신설 강화의 수단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한 데에는 무엇보다도 의원입법과 정부입법에 있어 입법절차 자체
가 비대칭적이라는 사실이 주효하게 작용하였다. 발의 주체가 누구이
든 간에 일단 규제가 생성되면 피규제자에 미치는 영향이나 효력은 동
일하기 때문에 발의 주체에 따라 입법절차가 달라져야 할 합리적인 근
거는 발견하기 어렵다. 따라서 규제개혁의 내실을 갖추기 위한 첫 번째
과제로 의원입법과 정부입법에 의한 입법절차의 비대칭성이 제거되어
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의원입법안에 대해 정부입법안과 동일한 규
제영향분석이 실시되어야 하며, 보다 효율적인 사후 규제관리를 위해
규제의 존속기간이 명시되어야 할 것이다.

11) 김종석(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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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정부 발의법률안과 의원입법안의 입법절차
입법 단계

의원발의 법률안
1) 입법 준비

4) 법률안의 비용추계
*예산상 비용 발생시에 한함

1)
2)
3)
4)
5)
6)
7)
8)
9)

1) 국회 상임위원회 상정
3) 검토보고
5) 소위원회 심사

2) 제안설명
4) 대체토론
6) 위원회 의결

2) 법률안 입안
법률안 준비

3) 국회 법제실 검토
*임의

국회 상임위 심사

․

정부제출법률안

법사위 체계 자구심사

법안 체계 및 자구심사

전원위원회 심사

전원위원회 심사

본회의 의결

본회의 심의 및 의결

법률안 입안
관계부처와의 협의
당정협의
입법예고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서명 및 부서
법률안 제출

․

․
출처: 이혁찬․김주찬․김태윤․여차민(2011)

법률안 공포 재의 요구 대통령의 법률안 공포 및 재의 요구

(원출처: 국회, 입법이론과 법제실무,2008)

<표 6> 정부발의 법률안의 규제심사 절차
절
차

내
용

심사준비
(담당 부처)

1) 규제영향분석서
2) 자체심사의견
3) 제출의견요지
(행정기관,이해관
계인)
1)~3)을 첨부하
여 심사 요청

∙규제영향분석
∙자체규제심사
∙존속기한명시
∙의견 수렴
∙

자료: 전경련(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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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요청
(담당 부처)

예비심사
(규개위)

심사
(규개위)

결과통보
(규개위)

∙비주요규제의 경 ∙자체규제 심사의 ∙45일 이내에 심
우 심사 의제
사결과 통보
적정성 심사
∙주요규제의 경우 ∙제출
∙
개선권고, 재심
서류의 보완
본심사에 회부
사, 철회 등 결정

정부법률안에 의한 규제의 신설과 강화의 경우 행정규제기본법에 의

ㆍ

해 체계적으로 통제되고 있다. 동법 제2장 “규제의 신설 강화에 대한
원칙과 심사”에서는 규제영향분석과 자체심의, 규제의 존속기간 명시,

․ ․

규제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와 예비심의 심의 재심의 절차 등을 규정
하고 있어 비교적 엄격한 규제심사가 이루어지게 된다(<표 7). 특히 규
제개혁위원회가 담당하는 규제영향분석의 경우 동법 제7조에 근거해서

․

규제 신설 강화의 필요성, 규제대안의 검토, 대체 수단 존재 여부 및
기존규제와의 중복 여부, 경쟁 제한적 요소의 포함 여부, 규제를 받는
집단과 국민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과 편익의 비교 분석 등을 세부적으
로 평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표 7> 국회 입법검토 제도와 규제영향분석의 비교: 규제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구조적
측면

실제적
측면

구 분

검토보고

비용추계

체계 및
자구심사

입법조사
분석

규제영향
분석

주 체

해당
상임위
전문위원

예산정책처

법제사법
위원회

입법조사처

정부

분석
대상

망라성

+++

+

+++

+

++

분석
항목

종합성

++

+

+

+++

++

분석
체계

표준화

+

++

++

+

++

＋
＋
＋
․ ․

주: 각 항목에 대한 ( )의 개수는 규제영향분석과 비교한 상대적인 수준을 나타내는 것임. 규
제영향분석보다 ( )가 많을수록 해당 항목에 대해 규제영향분석에서보다 더 높은 상태임
을 의미하며, ( )가 적을수록 해당 항목에 대해 규제영향분석에서보다 더 낮은 상태임을
의미함
출처: 이혁찬 김주찬 김태윤 여차민(2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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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안의 경우 법률안 제출 이전에 수행하는 법제실의 법안 검
토는 임의절차로 심의가 아닌 검토와 수정의 역할만을 담당한다. 법률
안 제출 이후에는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의 의안검토보고, 예산정책처에
의한 비용추계,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 심사, 입법조사처의
입법조사분석 등과 같은 입법검토 제도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들은 검토방식의 체계성이나 표준화 정도에 있어서 정부법률안에
대한 규제영향분석과 같이 실질적인 규제심사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
하는 것으로 평가된다.12) 국민과 피규제자에 대한 높은 비용을 발생

․

시키는 규제법률이 우회적으로 제 개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차후로도 발의 주체에 따른 규제심사의 차등 적용은 억제되어야 할
것이다.

□ 의원발의안에 대한 규제 일몰제 적용
이와 함께 정부 법률안에 의한 규제의 경우 최대 존속기간을 5년으
로 명시한 규제 일몰제의 적용을 받지만 의원 발의안은 규제 일몰제에

․

도 해당되지 않는다. 규제개혁이 필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경제적

사회적 환경이 규제가 도입되는 시점과는 달라짐에 따라 합목적성을

․

상실한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는 데 따른 행정적 사회적 비용과 관

․

련된다. 일몰제는 경제적 사회적 환경 변화에 따른 규제 적응을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달성할 수 있는 사후 규제관리제도로 지속적 규제관
리의 비용을 낮추는데 기여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에도 국민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규제들13)이 의원입법에 의해 엄격한 규제평가나

․

․

․

12) 이혁찬 김주찬 김태윤 여차민(2011), 19~24쪽
13) 제조물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2010.7.9)이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2009.1.8) 등이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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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의 조율 없이 신설되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의원발의 법률에
대한 일몰제 적용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지게 된다.

□ 규제개혁의 관점에서 의정활동 평가지표 개발 지원
끝으로 시민단체들에 의한 국회의원 의정활동 평가의 기준도 보다
합리화되어야 할 것이다. 의정활동 평가의 지표를 법률안 발의나 가결
건수로 할 경우 내실있는 법률 입안보다는 ‘건수 늘리기’에 치중하는
부작용을 초래한다. <표 1>에서 보듯이 의원발의 법률안의 수적 팽창
이 가속도가 붙기 시작한 시점은 제15대 국회(1996~2000)부터인데 이
기간은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이 국회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평가를 시
작한 시점이자 행정규제기본법이 제정되어 정부발의 법률안의 입법절
차가 까다로워지기 시작한 시점과 일치한다. 민간 연구기관에 대한 지
원을 통해 단순히 발의건이나 가결건이 아닌 규제개혁의 성과에 기초
하여 의정활동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고 공표한다면 이는 입
법주체인 국회의원들에게 부분적이나마 규제개혁에 대해한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의원 법률안이 남발되지 않고 규제개혁 개념을 의원법률
안에 내재화할 수 있는 한 가지 방안이 될 것이다. 규제성 의원발의 법
률안의 숫자가 적절한 선에서 통제된다면 이는 나아가 발의된 법률안
에 대한 규제심사의 내실을 강화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

(2) 규제심사의 원칙 범위 기능 재정립

□ 규제개혁위원회에 의한 규제심사기능 강화
규제개혁이 탈정치화하고 그 기본원칙이 정립되어 국민들에게 수용된
다면 이에 기초하여 보다 실질적인 규제심사가 가능해질 수 있다. 현재

규제개혁의 실효성 제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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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에 대해 적용되는 규제심사는 의원입법안에 비해서는 분명 체

․

계화되어 있고 표준화되어 있으나 상충하는 가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
로 조정하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 이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1) 규제개
혁대상이 경제적 파급효과가 낮은 행정절차적 규제라는 점, 2) 국가경쟁
력과 관련된 핵심규제의 처리방식은 정치논리에 따른 부침이 심하다는
점, 3)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에 대한 엄밀한 정량분석이 부재하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14)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규제개혁위원회
의 규제심사 기능이 보다 포괄적으로 정의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석유제품 등에 대한 가격규제와 저
탄소녹색성장 정책에서 추진되는 배출권거래제 또는 탄소세 논의는 정
책의 대상(에너지제품 가격)은 유사하지만 정책의 목적과 방향성은 반대
에 위치한다. 이 밖에도 많은 정책들이 다른 정부정책과의 정합성을 고
려하지 않은 채 ‘나 홀로’의 정책목표를 내세우고 있다. 그 결과 각각
의 규제의 정책목표가 제대로 실현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
적 비효율의 원인이 된다. 따라서 새로운 규제입법이 진행되는 경우 그
규제의 대상이 다른 정부정책의 대상과 중첩되지는 않는지, 중첩되는
경우 정책의 가치와 목적이 동일한지, 서로 다른 가치를 추구하는 경우
우선권이 부여되어야 하는 정책목표는 무엇인지가 포괄적으로 논의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논의의 과정에는 규제를 담당하는 주무부처 간
의 이해관계가 상충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를 조정하기 위한 규제개

․ ․

혁위원회의 기능 역량 전문성 강화가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

14) 홍완식(2008), 353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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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추진 로드맵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의원발의 법안의 사전규제심사제도

－ 국회 내 규제 심의 및 자문기구 신설
－ 국회 법제실의 규제심사 전문성 강화
－ 규제개혁친화적 의정활동 평가지표 개발 지원
－ 발의 시 규제영향분석서 첨부 의무화
－ 이해관계자․정부부처의 의견 수렴 및 조정 과정
의원발의 법안의 사후규제관리제도

－ 5년 이내의 규제일몰제도 도입
－ 규제일몰 연장신청 시 요건 강화

규제개혁위원회의 핵심규제에 대한 심사기능 강화

－ 규제평가대상에 여타 정부정책과의 정합성 항목 추가
－ 규제개혁위원회의 전문성․부처 간 조정기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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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8대 국회 기간별 규제관련 법안 발의 및 가결 현황 (기타 위원회)
구분
보건복지위 발의 총계

기간 전체
2008.05~2010.09
2010.10~2011.06
신설,강화
완화
신설,강화
완화
신설,강화
완화
274 0.79 74 0.21 197 0.73 72 0.27 77 0.97
2 0.03

정부
의원
가결 총계
정부
의원
교과위 발의 총계

8
266
15
0
15
115

0.67
0.79
0.79

0.33
8 0.67
0.21 189 0.74
0.21
5 0.56
0
0.21
5 0.56
0.17 82 0.80

4
68
4
0
4
21

0.33
0.26
0.44

0.79
0.83

4
70
4
0
4
23

0.44
0.20

0
77
10
0
10
33

정부
의원
가결 총계
정부
의원
농수산위 발의 총계

1
114
9
1
8
42

0.50
0.84
0.75
1.00
0.73
0.46

1
22
3
0
3
50

0.50
0.16
0.25
0.00
0.27
0.54

1
81
8
1
7
36

0.50
0.80
0.89
1.00
0.88
0.42

1
20
1
0
1
49

0.50
0.20
0.11
0.00
0.13
0.58

0
33
1
0
1
6

정부
의원
가결 총계
정부
의원
법사위 발의 총계

2
40
13
0
13
48

0.33
0.47
0.57
0.00
0.59
0.64

4
46
10
1
9
27

0.67
0.53
0.43
1.00
0.41
0.36

2
34
12
12
33

0.33
0.43
0.55
0.00
0.57
0.59

4
45
10
1
9
23

0.67
0.57
0.45
1.00
0.43
0.41

6
1
1
15

정부
의원
가결 총계
정부
의원
문체방광통위 발의 총계

9
39
19
8
11
139

0.39
0.75
0.50
0.42
0.58
0.64

14
13
19
11
8
78

0.61
9
0.25 24
0.50 14
0.58
8
0.42
6
0.36 106

0.45
0.67
0.45
0.44
0.46
0.63

11
12
17
10
7
63

0.55
0.33
0.55
0.56
0.54
0.37

정부
의원
가결 총계
정부
의원
행안위 발의 총계

3
136
6
1
5
20

0.27
0.66
0.35
0.50
0.33
0.44

8
70
11
1
10
25

0.73
3 0.30
0.34 103 0.65
0.65
5 0.42
0.50
1 0.50
0.67
4 0.40
0.56 19 0.56

7
56
7
1
6
15

0.70
0.35
0.58
0.50
0.60
0.44

정부
의원
가결 총계
정부
의원

3
17
4
1
3

0.50
0.44
0.44
0.33
0.50

3
22
5
2
3

0.50
0.56
0.56
0.67
0.50

3
12
3
2
1

0.50
0.43
0.50
0.67
0.33

3
16
3
1
2

0.50
0.57
0.50
0.33
0.67

0.97
1.00
1.00
0.94
0.94
0.33
0.33
0.86

0
2
0
0
0
2
0
2
2
0
2
1

0.03
0.00
0.00
0.06
0.06
0.67
0.67
0.14

1.00
0.79

1
4

0
15
5
0
5
33

0.00
0.94
0.71
0.00
0.83
0.69

3
1
2
1
1
15

1.00
0.06
0.29
1.00
0.17
0.31

0
33
1
0
1
1

0.00
0.70
0.20

1
14
4
0
4
10

1.00
0.30
0.80

0.86
1.00

0.20
0.09

0
1 0.09
1 0.33
0
1 0.33

0.14
0.00
0.00
0.21

0.80
0.91

0
10 0.91
2 0.67
0
2 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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