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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제１장 경제력집중 억제정책 강화 논의의 문제점과 정책대안
□ 최근 경제력집중이 심화되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대규모
기업집단 규제 강화방안이 논의됨에 따라 객관적인 현상분석을 토대로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제시할 필요성이 높아짐.
 지난 10년간 대기업집단에 의한 경제력집중 및 그로 인한 폐해가 심화되었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해서 대기업집단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경제력집중 규제강화방안은 출총제 재도

입, 순환출자 금지, 지주회사 규제 강화, 금산분리 강화, 부당내부거래 규제 강
화 등 규제 강화책을 포함

□ 본 연구에서의 분석결과, 경제력집중이 심화되었을 거라는 주장은 막연한 인식
일 뿐 사실과 확연히 다른 것으로 나타남.
 예를 들어 30대 기업집단의 경제력 일반집중은 2000년~‘10년 기간 중 하락하는

등 전반적으로 경제력집중이 확대되었다는 주장은 통계적 사실과 배치됨.
 평균 계열사 수는 증가했지만 관련 다각화 사업 진출이 늘면서 대기업집단의

평균특화율도 상승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과거의 출총제 운용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출총제를 재도입할 경우 경제력집중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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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제효과는 없는 반면 규제 대상 기업집단의 투자를 제약할 것으로 우려됨.
 출총제 규제를 받아왔던 기업집단과 규제를 받지 않았던 기업집단의 출총제 폐

지 전후의 행태를 비교분석한 결과, 출총제가 해당 기업집단의 영위업종 수 및
계열기업 수 선택에 의미 있는 영향을 주지 않았음.
 반면에 간단한 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본 바에 의하면 출총제는 규제대상 집단의

투자의사결정에 부정적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나타남.
 이처럼 출총제는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으로서의 효과가 미미한 반면, 실물투자

를 제약함으로써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위축시키는 부작용이 있고, 경제
력집중 때문에 기업의 출자총량을 사전 규제하는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없다는
점에서 동 규제의 재도입을 논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정치논리라 할 것임.

□ 경제력집중에 대한 정부의 정책방향은 일반집중 관점에서 벗어나 소비자 후생을
우선하는 시장집중의 문제로 전환함이 바람직하며, 일반집중의 문제는 다른 나
라에서와 마찬가지로 기업결합단계에서 거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함.
 일반집중 규제는 가능하지도 않으며 설사 가능하다 하더라도 바람직하지 않으

므로 대기업집단의 출자총량, 출자구조 및 형태에 관한 사전적 규제를 폐지해야
하며, 규제 신설·강화 논의는 바람직하지 않음.
 기업집단 규제의 전면 폐지가 어렵다면 차선책으로 규제대상을 현행의 자산규

모 5조원 이상에서 예를 들면 10조원 이상으로 축소 조정하는 등 규제기준을
재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 있음.

제2장 대기업 성장의 낙수효과의 현실과 과제
□ 최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와 그 원인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고, 그 처방
에 있어서도 다양한 견해 대두
 2010년 지방선거 이후부터 제기된 동반성장 정책은 대-중소기업의 성과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고 이 같은 격차의 배후에는 낙수효과(trickle-down effect)가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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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되고 있지 않다는 배경을 깔고 있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성과 격차가 대기업에 원인이 있다는 전제하에 대기업 개

혁을 목표로 한 다양한 형태의 정책대안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시된 바 있음.

□ 본고에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중소기업 비중변화 및 낙수효과 무용론을 실
증 검토
 낙수효과가 발현되지 않아 중소기업 부문의 비중이 현실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지에 대한 검토
 자동차 및 조선 산업과 같은 수직적 거래관계에 있는 특정산업에서 위탁 대기

업과 협력 중소기업 간 성과 격차가 나타나는지 또 대기업의 성장이 협력 중소
기업의 성장 및 투자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실증 검토

□ 지금까지 논의 결과에 의하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양극화 논쟁은 현실데이
터에 기초하지 않은 측면이 존재
 1990년대와 2000년대의 장기시계열 데이터 분석에 의하면 중소기업은 2000년

대에 1990년대보다 부가가치 및 출하액 비중이 증가하였으나, 임금격차 확대
발생
 기업데이터에 근거한 수익률 분석에 따르면 대-중소기업 간 매출액 영업이익률

은 최근 가장 격차가 적은 상태이며 자동차산업과 조선산업에서도 위탁 대기업
의 이익률이 수탁 중소기업의 이윤율과 비슷한 수준이거나 일부산업에서는 높
은 상태
 자동차산업과 조선산업에 있어서 대기업의 성장은 수탁 중소기업의 성장 및 투

자율이 증대하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현행의 대기업 규제-중소기업 보호를 근간으로 하는 최근의 기업정책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방향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함.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또 더 벌어지고 있다는 가설에 근거한 중소기업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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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대기업 규제 중심의 기업정책은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함.
◦ 동반성장지수 산정이나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와 같은 비대칭적인 기업제도
가 지속 · 확대되는 것은 재고 필요
 위탁 대기업과 협력기업 간에 거래관계의 크기를 확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 향상
◦ 중소기업의 기술능력 배양을 위해 대-중소기업 간 기술협력 및 공동연구개발
활성화,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이전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등 정책 노력이
필요
◦ 중소기업의 낮은 납품단가 문제를 개선하고 납품기업 간의 가격경쟁을 완화
하려면 중소기업의 영세성을 극복하기 위한 M&A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확
대하고 기술집약적 중견기업 성장을 위한 정책추진 필요
 기업자율을 바탕으로 한 대-중소기업 간 및 중소기업 간 성과공유제도의 확산과

신뢰 구축
◦ 성과공유제도가 민간 부문에서 쉽게 안착될 수 있도록 하는 수 · 위탁기업 간
신뢰구축에 노력해야 할 것임.

제3장 대기업집단 출자구조 규제에 대한 논의와 정책방향
□ 일부 정치권에서는 출자구조를 통한 총수 가족의 사익추구와 경제력집중을 우려
하여 이를 규제하자는 주장을 제기
 계열사 간 출자를 통해 가공자본과 소유지배 괴리가 발생함으로써 사익편취의

위험성이 존재한다고 주장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은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 순환출자금지, 지주회사 요

건 강화 등 대기업집단의 출자구조를 제한하는 정책의 도입을 공약으로 제시

□ 민간기업집단보다 가공자본비율이 높은 공기업집단이 존재
 가공자본 논리로 계산하면 한국전력공사 기업집단의 경우 가공자본비율이 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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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는 민간기업집단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한국전력그룹의 가공자본비율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지만, 이는 의도적으
로 투자자를 기만하기 위한 목적으로 형성된 것이 아니며 구조조정차원의 분
할과정에서 비롯된 것임.

□ 지주회사 체제의 기업집단이 지주회사가 아닌 기업집단보다 가공자본비율이 높
으며, 순환출자구조를 가진 기업집단보다 가공자본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
났음.
 이는 순환출자구조를 가진 기업집단이 순환출자를 통해 의도적으로 가공자본을

증대시키고 있다는 주장의 개연성은 낮음을 시사

□ 현실적 비교에서 순환출자구조를 가진 기업집단의 소유지배 괴리지표가 상대적
으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론적으로 순환출자구조는 소유지배 괴리지
표를 더 감소시키기도 함.
 순환출자가 형성되면 고리형성 피출자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만 증가하는 반면,

순환출자고리 내 모든 계열사의 현금흐름권이 증대되므로 이와 같은 현상이 나
타나는 것임.

□ 일률적 출자구조 규제의 배제
 순환출자규제 도입 시 구조조정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으며, 규제순

응을 위해 주식 급매로 인한 소액주주의 피해 가능성이 존재
 충분한 검토 없이 졸속으로 법률을 제정하여 부작용을 유발하고 이를 수습하기

위해 후속 개정으로 재조정하였던 기존 관례를 되풀이해서는 안 돼

□ 회사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부의 역할 강화가 필요
 출자구조 규제와 같은 일률적 규제로 기업집단의 출자구조를 재단하려는 정책

은 배제하고 기업 내 · 외부 견제시스템과 시장규율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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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을 제공하고 보조하는 데 정책을 집중할 필요

제4장 일감몰아주기 규제의 문제점 및 위헌성 검토
□ 일감몰아주기 규제는 공정거래법, 형법, 세법, 회사법 등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지
고 있음.
 공정거래법은 부당지원행위 규제 및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공시규제의 모습으

로 이루어지고 있음.
 형법은 이사 등의 업무상 배임죄를 통한 규율이 논의되고 있음.
 세법은 상증세법 제45조의3의 신설로 인하여 일감몰아주기를 대상으로 하는 별

도의 규율을 가지게 되었음.
◦ 상증세법 제45조의3의 신설로 인한 일감몰아주기 과세는 위헌성에 대한 신
중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봄.
 상법의 회사편에 새로 규정된 제397조의2 회사기회유용 규정도 일감몰아주기

를 염두에 둔 규정임.

□ 201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나오는 공약에 의하면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을 정치권이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규제의 방향은 상증세법 제45조의3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

고, 형사적인 규제의 강화(조세범처벌법의 적용 등)나 공정거래법상의 부당지원행
위에서의 현저성 요건을 삭제하는 방안 등이 제시되고 있음.

□ 일감몰아주기를 바라보는 관점은 철저한 경제분석을 통하여 개별사안별로 합리
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복수의 기업을 계열회사나 자회사로 두고 있는 기업집단이 기업집단의 지배구

조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하는 것은 기업집단이 가장 효율적인 구조로 스스
로 결정할 문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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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열사 간 거래는 증여목적의 유무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며 거래를 통한

시너지 창출에 있으며, 기업집단은 이러한 효율성에 근거하여 형성되는 것임.
기업집단의 수직계열화와 계열사 간 거래는 효율성, 보안성, 신속성 등을 이유
로 경영전략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이러한 거래를 일률적으로 양적 제
한을 두어 과세하는 것은 정책적인 타당성이라는 면에서 의문이 있음.
 기업지배구조의 제한을 통한 비정상적인 개별 기업의 비대화는 궁극적으로 기

업내부의 자원배분의 왜곡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음. 특히 신규사업의 경우에는
기존사업에 비하여 투자우선순위에서 밀려서 기업의 혁신성을 저해할 위험이
있음.

□ 2011년 신설된 상증세법 제45조의3(증여의제과세)은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
하는 것으로 헌법 제23조 위반의 소지가 있으므로 이 점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상증세법 제45조의3은 과세요건이 구비되면, 그에 상당하는 영업이익이 증여된

것으로 의제하고 있는바, 영업이익이 궁극적으로 납세자에게 귀결될지 여부가
미확정인 상황에서 증여를 의제할 수 있는 기초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헌법은 재산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국가가 조세를 부과하려면 재산권 보장과의

관계에서 재산권의 본질을 침해해서는 안 되며, 만일 원본을 잠식하는 등 재산
권의 본질적 내용을 훼손하게 되면 위헌적인 과세제도가 됨.
◦ 계열사 간 거래가 유발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상의 부당지원
행위규제 및 증권집단소송 등 다양한 규제 장치가 도입되어 있고, 기업의 내
부 및 외부의 견제시스템이 도입되어 지배구조에 대한 견제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2011년 개정상법상의 회사기회유용법리까지 도입하였음.
◦ 새로 도입된 제도들의 시행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살피고, 정돈한 이후에 여전
히 규제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설 때 추가적인 논의를 하는 것이 타당함.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를 개정하여 현저성 요건을 없애는 등의 방법으

로 일감몰아주기를 규제하겠다는 방안 역시 부당성 요건과 함께 현저성 요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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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지원행위 규정을 위헌적이지 않도록 하는 규제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요소
라는 점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고려하여야 함.

제5장 지주회사 행위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를 중심으로 -

□ 정부 권유에 힘입어 지주회사 그룹의 수는 크게 증가했으나 공정거래법상 각종
행위규제로 인해 지주회사 그룹들은 투자와 성장에 심각한 제약을 받고 있음.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회사는 2011년 9월 현재 총 92개이며, 평균 자산총액은

9,161억 원으로 지주회사 대부분이 자산총액 1조 원 미만의 중견그룹에 해당
 일반지주회사는 △부채비율 제한(200% 이내), △출자단계 제한(증손회사 보유의 원
칙금지), △최소지분율 제한(상장 20%, 비상장 40%), △공동출자금지, △타 회사 출

자 제한, △금융계열사 소유금지 등 공정거래법상 여섯 가지 규제를 받고 있음.
 또한 법상 요건이 충족되면 해당 회사가 원하지 않음에도 지주회사로 강제 전

환되어 공정거래법상 행위제한에 맞춰야 하는 불합리한 경우도 발생

□ 현행의 규제가 이미 과도한 상황임에서 정치권 일각에서 경제민주화를 위해 규
제를 강화하려는 추세여서 지주회사를 유지, 전환할 메리트는 크게 감소할 전망
 정부는 지배력 확장 억제와 소유지배구조의 단순 · 투명성을 이유로 지주회사

전환을 권장해왔으나 제18대 국회에서 출총제는 폐지되고 지주회사 규제완화
법안은 무산되어 지주회사 전환 그룹의 상대적 규제 체감도 증가
 설상가상으로 민주통합당에서 ‘경제민주화를 위한 재벌개혁’ 차원에서 부채비율

축소(200%→100%), 자회사 · 손회사 최소지분율 강화(상장: 20%→30%, 비상장: 40%
→50%) 등을 추진하겠다고 하여 지주회사 메리트는 더욱 감소할 전망

□ 한국형 지주회사 제도는 외국의 동종형태 기업과의 역차별, 국내 일반 기업집단
과의 규제차별, 역진적인 규제 시스템 등의 문제점이 있어 개선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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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 동종형태 기업과의 역차별: 외국에서는 지주회사를 사전규제하지 않으며

경제력집중의 문제는 주식 취득에 의한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을 따지는 경쟁
법적 측면에서 규율하고 있음.
 국내 일반 기업집단과의 규제차별: 일반 기업집단은 금융업 영위가 가능하고 계

열사 공동출자를 통해 대규모 자본이 필요한 유망산업에 진출할 수 있지만 지
주회사는 법상 불가능
 규제시스템의 역진성: 평균 자산총액이 1조 원 미만의 지주회사 그룹에게 자

산 5조 원 이상의 대기업집단에도 적용되지 않는 엄격한 규제를 적용함으로써
이들 그룹의 성장의 기회를 제약하는 역진적인 규제시스템의 문제

□ 지주회사 제도 개선방향: 외국기업에 비해 불리한 역차별 규제, 기업조직형태에
따른 규제차별을 시정하고 이해관계자 규율기능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장기적으로는 경제제도의 세계적 수렴화 추세를 감안하여 외국의 동종형태 기업

에 비해 현저하게 불리한 현행의 지주회사 규제는 폐지하고, 일반 기업집단과 동
일하게 기업결합 및 부당내부거래를 통한 경쟁제한행위 제재방식으로 전환해야
 출자와 내부지배구조에 대해 사전 규제 대신에 이해관계자에 의한 감독과 견제

기능이 활성화되도록 제도적 · 관행적 걸림돌을 제거하는 대안적 노력이 필요

□ 단기적 개선과제: 지주회사의 투자와 성장의 기회를 제약하는 역진성 규제시스
템과 규제조항은 제19대 국회에서 시급히 개선할 필요가 있음.
 지주회사의 금융업 허용, 증손회사의 원칙 보유 등은 제18대 국회에서도 여야 합

의하에 정무위를 통과했던 만큼 제19대 국회에서 조속히 법 개정을 추진해야 함.
 지주회사 제도의 기본틀(수직적 출자구조)을 유지하는 범위 안에서 복수의 상위

계열사가 하위 계열사에 공동출자를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새로
운 사업의 기회 모색을 위한 투자를 막는 타 회사 지분 5% 초과 보유제한 폐지
 지주회사 전환 요건에 신고의 요식행위를 추가함으로써 국내 자회사 주식가액 총

액이 해당회사의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넘은 경우에도 해당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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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원하지 않으면 지주회사로 강제 전환되는 경우가 없도록 제도 보완 필요
 부채비율 제한을 현행 200%에서 100%로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2011년

일반지주회사 평균 부채비율이 43%에 불과하고, 지주회사 수익구조상 차입을
통한 지배력 확장이 어렵기 때문에 반시장적, 불합리한 규제는 폐지함이 바람직

제6장 금산분리의 쟁점사항 및 개선방안
□ 최근 기업집단 관련 금산분리 쟁점사항을 점검하고 개선방안 모색
 최근 정치권에서 기업집단의 경제력집중 완화 일환으로 산업자본의 은행소유

한도 축소(9%→4%), 계열사분리청구제도 도입을 주장하며 금산분리를 강화하고
자 함.
 그러나 현재 금산분리 핵심 쟁점은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소유 관련 공정

거래법으로 지주회사로 전환한 기업이나 전환하고자 하는 기업들의 경영 애로
사항으로 작용하는 중
 본고에서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지주회사 관련 금산분리 핵심 쟁점사항에 대

해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금산분리 규제 보유
 규제 수준이 높다고 여겨지는 미국은 산업자본의 은행소유 지분 한도는 25%로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으며 비은행 금융산업의 금산분리 규제는 거의 없는 수준
 일본과 중국은 정부 사전승인으로 은행 보유가 가능하고 유럽은 직접적인 규제

가 존재하지 않음.
 실제 유럽을 비롯한 일본, 미국의 대기업에서 금융과 산업이 결합된 예가 다수

존재

□ 국내 금산분리는 기존 지지논거가 취약해졌으며 기업의 경영 효율성을 저해하는
원인으로 작용하는 등 다양한 측면에서 문제점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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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벌의 사금고화와 리스크 전이로 인한 금융시스템의 건전성 문제는 관련 법 개

선과 자본시장 발전 등 제도적 장치 마련으로 상당부분 축소
◦ 은행소유 한도 증가에도 불구하고 기업집단의 은행소유 지분에는 큰 변화가
없었던 점에서 알 수 있듯이 기업집단의 은행소유 유인이 낮은 상황이며
◦ 일부 대기업을 위한 특혜란 주장도 지주회사 전환 시 순환출자와 교차출자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설득력이 약함.
 오히려 금산분리 규정으로 인해 국내 기업집단들의 지배구조 개선이 어려울 뿐

더러 과잉규제와 중첩규제로 경영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음.
◦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소유규제로 인해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지주회사로의 전환이 힘든 상황
◦ 특히 보험지주회사의 소유규제와 출자규제는 보험회사를 소유한 기업집단의
지배구조 개선에 큰 애로사항으로 작용
◦ 의결권 제한이나 지주회사 강제지정과 같은 과잉규제와 중첩규제도 경영 효
율성을 저해하는 원인으로 작용
 최근 민주당이 내놓은 ‘계열분리청구제도’는 개인 재산권 침해로 위헌 소지가 있

으며 보험사의 비금융자회사 소유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과 금융지주회사법이
충돌하고 있음.

□ 자본력 확보와 금융과 산업의 결합 시너지를 위해 금산분리 완화의 필요성 증대
 국내 금융산업 성장의 가장 큰 걸림돌은 취약한 자본력으로 산업자본의 금융산

업 진출 이외의 현실적인 방법을 찾기 어려운 상황
 무엇보다 금융과 산업의 결합은 국내 기업들의 신규 산업 기회 제공과 경영 효

율성 증대를 가져올 것임.

□ 금산분리 완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소유를 원칙적
으로 허용해야 함.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한 금융시장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시장 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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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의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금산분리 완화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음.
 먼저 18대 국회에서 논의가 끝났던 일반지주회사의 중간지주회사를 통한 금융

자회사 보유 허용하는 방안에 대한 조속한 재상정 및 통과가 시급하고 공정거
래법과 금융지주회사법의 충돌 방지를 위해 비은행지주회사의 예외규정을 넓힐
필요가 있음.
 차후 기업집단의 원활한 지배구조 개선 및 금융과 산업의 결합 시너지를 위해

일반지주회사의 비은행 금융자회사 소유를 원칙적으로 허용해야 함.
 또한 금융지주회사법과 개별 금융업법과의 충돌 방지를 위해 보험 · 증권 지주

회사는 개별 금융업법에 따라 운영하고 비은행지주회사 활성화를 위해 지주회
사 강제전환이나 자회사 소유지분규제 등의 과도한 행위규제는 폐지되어야 함.

제7장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의 문제점과 정책대안
□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는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를 명목으로 한 동반성장위원
회의 핵심정책이나 제도의 실효성 · 경제적 효율성 · 국제규범과의 상충성 등 여
러 문제점을 고려할 때 제도 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동 제도는 민간합의기구인 동반성장위원회에 의해 민간자율의 원칙을 표방하며

추진되어 왔으나 최근 상생법의 개정으로 법제화의 수순을 밟고 있음.
 최근 동반위는 중기적합업종에 대한 확대적용 방침을 공표하였으며, 정치권은

경제민주화 논의의 일환으로 동 제도의 사전 진입규제적 성격 및 법적 구속력
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하고 있음.

□ 기업의 규모별로 적합업종을 지정하는 발상은 특정한 사업행위에 대한 최적규모
를 전제하며 그 본질은 특정 업종에 대한 경쟁의 제한, 특정 경제주체에 대한 사
전적 진입규제, 특정 사업자에 대한 보호주의 제도로 요약됨.
 규모에 따른 진입규제는 현재의 기술이나 소비자 선호, 시장조건 등이 급변하는

경우 최소한의 정당성을 상실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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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벅스, 이케아 등와 같이 전통적 소규모 업역에서 출발하였으나 ‘골목상권’에

서의 창의적 혁신을 통해 업종 자체의 정의를 바꾼 사례를 미루어 보더라도 ‘중
소기업에만’ 적합한 업종을 정의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움.
 고유업종제도와 달리 적합업종제도에는 업종의 주기적 재평가가 도입되었으나

이는 다시 기업의 지대추구 행위, 정책적 불확실성이라는 문제를 초래

□ 유사한 제도로 2006년 이후 폐지된 고유업종제도에 대한 실증연구에 따르면 기
업규모에 따른 진입규제는 해당 중소기업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함.
 고유업종 지정업체들은 제도 시행기간 동안 주요 경영지표가 모두 악화되었으

며, 업종 해제 이후 매출액과 영업이익 등이 오히려 개선된 것으로 조사됨.
 산업 · 시장 환경변화에 따른 제도의 실효성 상실과 지정업체들의 성장과 혁신

에 대한 인센티브 왜곡 등 고유업종 폐지의 근거가 뚜렷하고 제도의 실증적 성
과도 문제시되는 상황에서 이와 유사한 적합업종제도의 재도입으로는 동반성장
의 취지를 달성하기 어려워 보임.

□ 상생법의 개정으로 중기적합업종제도가 법제화됨에 따라 WTO나 FTA와 같은
국제규범과의 상충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그 상충 가능성은 법적 구속력의
정도가 커질수록 높아지게 됨.
 한미 FTA의 경우 간접수용의 가능성(제조업)과 시장접근의무(서비스업)에 저촉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한 · EU FTA에서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종 모두에 시
장접근의무의 저촉 가능성이 제기됨.
 통상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특정 정책목표가 공중보건, 안전, 환경 등 ‘정당한

공공복지’의 범주에 포함되어야 하는데, 중기적합업종의 경우 기업에 대한 보호
주의 정책으로 일반적 예외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움.

□ 경제민주화 논의과정에서 새누리당은 공정거래법에서 기업결합 제한 시 시장점
유율 기준의 강화(5%에서 1%)를, 민주당은 진입제한 위반 시 경영진이나 지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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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에 대한 형사처벌안을, 중기업종 보호책으로 내세움.
 새누리당의 정책은 위법 입증책임을 기업에 전가하는 행정편의적 제도이자 현

행 공정거래법상 ‘경쟁제한 추정요건’의 문제점을 더욱 심화시킴.
 민주당의 정책은 단순 경제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앞세운 과잉규제이자 동일

행위에 대해 다중처벌로 ‘법치주의’의 근본원리를 훼손하는 규정임.

□ 중소기업의 혁신을 유도하고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과제는 다음과 같음.
 중기적합업종제도는 과거에 여러 부작용으로 인해 이미 폐기된 바 있는 고유업

종제도의 재판(再版)으로서 중소기업의 허약화와 국내기업의 경쟁력 잠식을 초
래할 뿐이므로 재도입은 바람직하지 않음.
 막대한 경제적 · 사회적 · 정치적 비용이 소요되는 정책의 제도화에 앞서 산업 ·

시장 · 업계의 현실에 대한 실증적 재검증과 사전조사가 선행되어야 함.
 동 제도에 대한 전면 철회가 어려운 경우라면, 우리나라가 지향하는 대외개방형

경제규범과의 적합성을 위해 적합업종의 선정과 이행에서 민간자율원칙을 확립
하고 인센티브 방식을 최대한 활용할 것을 차선책으로 제시함.
 인위적 진입규제보다는 불공정행위 근절을 통한 시장경제질서 확립이 자생력을

갖춘 중소기업에 좀 더 실질적 도움이 될 것
 한계기업 보호와 기업규모에 대한 페널티가 아닌 혁신 중소업체에 대한 간접적

지원으로 정책의 축이 이동해야 할 것
 중소기업 지원정책에 대한 정비와 일원화를 통해 성장잠재력이 높은 혁신 중소

기업에 대한 선별 기능을 강화해서 공적 자원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어야 할 것

제8장 하도급 거래규제 합리화 방안
□ 최근의 하도급법 개정논의들은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원사업자의 우월적
지위에 대한 규제 실효성만을 강조하고 있을 뿐 원사업자의 정당한 권리와 소비
자 이익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어 과연 본래의 취지인 대-중소기업 간 상생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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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동반성장을 가능케 할지 의문
 하도급 거래의 본질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자발적 계약이므로 원사업

자의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는 사법(私法)인 계약법상의 통제를 받는 것이 원칙
◦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사법적 통제만으로는 수급사업자 보호에 미흡하다고
보아 공법(公法)인 공정거래법(경쟁법)에서 거래상 우월적 지위남용행위를 별
도의 불공정행위유형으로 규정하며 행정적 · 형사적으로 규제하고 있고 이는
우리나라와 일본만의 독특한 규정
◦ 사적자치(私的自治)원칙을 근간으로 하는 하도급 계약이 행정권의 남용과 오
판으로 위축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에 기초해 원사업자를 규제하
기 위해서는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공정거래를 저해했다는 사실
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입증해야 함.
◦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증의 어려움으로 행정규제의 실효성이 떨어진다
는 이유로 별도의 하도급법이 제정
◦ 하도급법에서는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행위유형들을 법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외형적으로 이러한 행위에 해당하기만 하면 특별한 입증 없이도 바로 위법한
것으로 보아 규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기업 간 계약관계가 복잡해짐에 따라 어디까지가 위법한 불공정행위이고 어디

까지가 정상적인 기업활동인지를 법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님.
◦ 법적 판단의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한 수단이 입증책임(burden of proof)과 입
증기준(standards of proof)의 강화
◦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수단이 강해질수록 일반적 입증기준보다 강화된 명확
한 증거제시가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
◦ 이것이 우월적 지위남용행위 규제의 세계적 동향이나 우리나라 하도급법은
이러한 원칙과는 완전히 상반된 방향으로 나가고 있음.
◦ 법적 판단의 오류로 인한 법적 위험(legal risk)을 원사업자에게 대부분 부담시
키고 있는 것임.
◦ 국가의 공권력 행사로부터 제재를 당하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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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법치국가 원리’, ‘적법절차 원리’ 등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의문
◦ 특히 납품단가 인하 시 부당성에 대한 입증책임을 원사업자에게 전환하고 동
시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자는 최근 정치권에서의 논의는
이러한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음.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납품가격 조정 시 계약 당사자들 간 자발적 협상을

유도하는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와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신청권만 부여하는
경우에는 궁극적인 계약 당사자들의 변화가 없으므로 계약의 본질적 논리에서
벗어나지 않음.
◦ 반면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납품단가 협상권을 줄 경우에는 신청권과 달리 직
접적인 협상자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되므로 애초의 계약당사자에 변경이
있게 되어 계약의 본질적 내용을 훼손함.

□ 하도급 거래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해도 이들 관계의 본질이 사적 계약이
라는 사실을 망각한 규제방법은 부작용을 야기할 수밖에 없음.
 행정적 · 형사적 규제가 아닌 법원을 통한 실효적 권리구제로의 전환을 모색해

야 함.
◦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으로 법조인 공급이 급증함에 따라 중소기업을 법률적
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
◦ 대안적분쟁해결제도(ADR) 활용을 위한 홍보와 제도를 운영할 전문인력의 육성
◦ 서면계약서 활성화를 통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권리의무 관계를 명
확히 하고 미래에 초래될 수 있는 계약적 분쟁을 미리 예방

제9장 이중대표소송제도 도입의 문제점
□ 최근 정치권에서는 재벌개혁의 수단으로서 이중대표소송을 도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제기되고 있음.
 이중대표소송이란 지배회사와 종속회사 관계에서 종속회사의 이사가 주의의무

24

대기업 비판의 실상과 본질

위반 등으로 종속회사에 손해를 입혔을 때 종속회사의 주주인 지배회사가 주주
대표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지배회사의 소수주주들이 직접 종속회사의 이
사를 상대로 대표소송을 제기하는 것

□ 이중대표소송 도입논쟁의 쟁점은 ‘자회사 이사의 통제와 모회사 소수주주 보호’
vs. ‘모회사와 자회사가 각각 누리는 독립된 법인격의 경제적 효용’
 이중대표소송을 인정한다는 것은 결국 개별 회사의 독립된 법인격을 부인하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이중대표소송 도입 시 얻게 되는 장점과 법인격을 부인함
으로써 초래될 수 있는 단점을 모두 고려하여 도입 여부를 결정해야 함.
◦ 이중대표소송을 입법화할 경우 회사의 독립적 법인격을 전제하는 현행 상법
구조와 충돌하는 문제가 있음.
◦ 이중대표소송이 인정되어 기업그룹 전체를 한 회사로 간주한 경우에는 그만
큼 기업을 하는 자의 입장에서는 선택 가능한 기업지배구조 형태의 폭이 좁
아지게 됨.
◦ 이사회의 책임증가로 인한 기업경영 위축
◦ 투기성 외국자본에 의한 악용 가능성
◦ 모회사와 자회사의 이해가 상반되는 거래의 경우 자회사의 이익이 아닌 모회
사의 주주 이익을 고려해야 하는 모순 초래
◦ 비상장회사를 공개시키는 효과가 있어서 자회사를 비상장 상태로 두는 이점
을 몰각시킬 우려가 있음.
◦ 경영판단의 원칙(business judgement rule)이 입법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것과 칼날의 양면이라고 할 수 있는 이중대표소송을 입법화할 경우 남소의
가능성이 큼.
◦ 이중대표소송제도는 궁극적으로 기업집단 오너가 계열사 간 내부거래를 통
한 사적이익 추구를 규제하기 위한 것이므로 유사한 기능을 하는 공법적, 사
법적 현행 제도들을 총체적으로 검토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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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중대표소송을 입법화하는 것은 무리이고 해석론으로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것
도 원칙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지만 법인격이 부인되어야 할 정도로 아주 예외적
인 경우에는 법인격부인법리를 적용하여 간접적으로 이중대표소송을 해석론적
관점에서 인정할 수는 있을 것임.
 이중대표소송이 자회사 이사의 통제와 모회사 소수주주 보호에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 기능도 하는 반면, 이중대표소송을 쉽게 인정해 버리면 마치 회사의 법
인격을 부인하는 것과 같은 효과 때문에 종속회사 경영진에 대한 책임추궁의
중요성 못지않게 중요한 회사법의 기본논리를 훼손시킬 위험이 있음.
◦ 현재 대법원의 견해에 따르면 회사의 독립된 법인격이 사기나 명백히 불법적
인 목적에 이용되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법인격을 부인하며 실질적인 행
위자에게 책임을 묻고 있으므로 이중대표소송도 그러한 경우에만 극히 예외
적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임.
◦ 이러한 접근은 이중대표소송을 해석론으로 새롭게 도입하자는 것이라기보다
는 기존에 인정되어 온 법인격부인론이 적용될 수 있는 사안에서만 이 이론
에 기초해 이중대표소송을 예외적으로 인정하자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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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경제력집중 억제정책 강화 논의의
문제점과 정책대안

최원락(한경연 연구위원)·황인학(한경연 선임연구위원)
<요 약>

최근 경제력집중의 폐해가 심화되었다는 시각이 확산되고 야당을 중심으로
정치권에서 대기업집단 규제 강화책이 활발히 논의됨에 따라 현상점검을 통한
합리적 정책방향의 제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왜곡된 인식과는 달리, 2010년 30대 그룹 비금융업 자산 및 매출 집
중도는 2000년에 비해 하락하고 평균특화율은 상승추세를 보이는 등 경제력집
중은 심화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출총제는 제한집단과 비제한집단 간 출총제 폐지 전후의 경제력집중도 변화
에 차이가 없어 경제력집중 완화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출총규제
기간 중 제한집단의 투자는 부정적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대기
업집단 규제는 기준이 자의적이고 이질적 집단을 동일하게 규제하는 문제점이
있으며 기업의 예측 불확실성을 초래하고 일류기업의 출현을 저해하는 부작용
을 낳고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와 규제의 문제점들을 감안할 때, 대규모기업 집단과 관련한
최선의 정책은 사전적 규제를 전면 폐지하고 정책의 초점을 시장집중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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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적 규제에 맞추는 것이다. 왜냐하면 일반집중에 대한 규제는 가능하지도
않으며 설사 가능하다 하더라도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규제의 전면 폐지
가 어렵다면 차선으로 규제대상을 축소 조정하는 등 규제기준을 재설정하고
그동안 정부가 유도해 온 지주회사에 대한 정책은 일관성을 견지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
한편, 출총제는 경제력집중을 완화하고 다각화를 방지하는 효과는 없으면서
기업투자를 제약하므로 재도입 논의는 지양해야 한다.

1. 문제의 제기
□ 출자총액제한 제도를 제외한 대기업집단 규제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출
총제 폐지 이후 경제력집중과 그로 인한 폐해가 심화되어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대기업집단 규제는 1987년 공정거래법에 최초 도입된 후 강화와 완화의 과정을

반복하는 가운데 사전적인 규제가 지속되어 옴.
 현행 대기업집단 규제로는 상호출자 금지 및 채무보증 제한, 지주회사 관련 규

제,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제한과 부당지원행위 규제, 공시 · 공개규제 등이 있음.
 출자총액제한 제도는 1987년 도입되었다가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일시 폐지,

2001년 재도입 후 2009년에 폐지됨.
 일반 및 복합 경제력집중을 시장집중 등 모든 경제력집중 유형의 근원(根源)으로

인식하고 대기업집단을 정경유착의 결과로 생성된 한국특유의 기형적인 조직으
로 보는 시각이 지속됨.
 소수 대기업집단에 의해 경제력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을 막아야 하며 제한적

법제도 개선만으로는 대기업집단으로의 경제력집중과 기업집단에 의한 사익편
취를 억제할 수 없다고 주장
 지난 10년간 경제력집중이 심화되었으며 특히 출총제 폐지 이후 경제력집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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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로 인한 폐해가 심화되어 출총제 부활 등 대기업집단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됨.1)
 대기업집단이 지금처럼 성장한 것은 정부지원과 특혜가 있었기 때문이며 이러

한 지원과 특혜가 있다면 어떤 조직도 지금 대기업집단처럼 성장할 수 있었을
것으로 가정
 국가지원으로 성장한 대기업집단이 사회적 책임은 외면한 채 경제적 성과를 독

점하면서 경제력을 집중하고 문어발식으로 계열사 확장에 열중하고 있다고 인식
<표 1-1> 여야 3당의 경제력집중 억제 관련 정책논의 내용 비교
새누리당

- 부당내부거래 규제 강화
(내부거래 정기조사와
결과 공표, 현저성 삭제,
수의계약 공시확대와
기존법 강화)
- 중대한 담합행위
집단소송제 도입
- 엄정한 법집행
(사면권 억제와 기존법
강화)
- 상장 및 대기업집단에
윤리헌장 제정 의무화
- ISO 26000 적극 수용
권고
_____________________
<반대>
-출총제 부활
-재벌세 신설

민주당

- 출총제 부활(10대 그룹 30%)
순환출자 금지
- 지주회사 규제 강화
(부채비율, 지분보유 한도)
- 일감몰아주기 근절
- 금산분리 강화(9%→4%)
- 담합 리니언시제도 개선
- 부당내부거래 규제 강화
(현저성, 경쟁제한성 완화)
- 기업범죄 유전무죄 풍토
쇄신
(기업인 범죄 최저형량 7년
이상 ‧ 기업인 사면 제한)
- 사회책임 공시제도 및
정보공개
- 다중대표소송 ‧ 증권
집단소송 요건 완화와
소수주주권 보호 강화
_____________________
<검토>
-재벌세 신설

진보당

- 출총제 부활(자산 10조
25%)
- 순환출자 금지
- 계열분리 명령제
- 총수일가 사익추구 근절
- 상장사 대주주 ‧ 임원
자격제한
- 독립이사제도
- 금산분리 강화(9% → 4%,
금융지주회사법 개정,
보험사도 금산분리,
금융계열분리)
-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
- 노동자 경영참가 활성화
(노사공동결정제)
- 일감 몰아주기 과세

1) 출총제가 사실상 폐지된 2007년 이후 기업집단의 자산규모 증가속도가 빨라졌으며 2005년 평
균 27.7개에 불과하던 출총 제한집단의 평균계열사 수가 2011년 54.3개로 급증했다고 주장(위
평량 · 김우찬, 20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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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선과 대선이 겹친 올 들어 정치권에서는 표를 의식한 대규모 기업집단 관련
정책 강화방안을 활발히 논의하고 있음.
 여당인 새누리당은 출자총액제한제 재도입과 재벌세 신설에는 유보적 입장이며

부당내부거래 규제 강화와 엄정한 법집행을 강조
 야당인 민주당과 진보당은 출총제 재도입과 순환출자 금지, 지주회사 규제 강화,

금산분리 강화, 부당내부거래 규제 강화, 노사공동결정제 등을 정책으로 제시

□ 따라서 최근 10년간 경제력집중이 심화되었는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경제력집중 억제정책과 최근의 규제 강화 논의를 평가하고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모색할 필요성이 높음.

2. 경제력집중 추이와 대기업집단 규제 강화 논의의 문제점
(1) 경제력집중 추이
1) 비금융업 경제력집중도 및 다각화

□ 경제력집중이 심화되었다는 왜곡된 시각과는 달리 2010년 대규모 기업집단의
비금융업 자산 및 매출 집중도는 2000년에 비해 하락함.
 자산집중도는 2000년 42.4%에서 2010년 40.0%, 매출집중도는 2000년 44.1%

에서 2010년 35.8%로 각각 하락
<표 1-2> 30대 기업집단 비금융업 경제력집중 추이
(단위: 비중, %)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자산

42.4

38.2

38.8

37.5

38.9

39.6

40.5

41.6

38.7

38.2

40.0

매출

44.1

41.2

39.0

32.7

35.8

35.4

35.8

36.1

34.7

33.3

35.8

주: 1) 집중도는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자산총계와 매출총계를 분모로 하여 산출
2) 2009~2010년 중 출자총액제한집단은 2008년 지정집단 기준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대규모기업집단 정보공개시스템/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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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집중도 하락은 기업경영분석 조사대상 모집단 확대, 2010년 집중도

상승은 Major M&A와 수출호조 등에 기인

□ 대규모기업집단의 평균특화율 추이로 볼 때 대기업집단이 무분별한 확장에 주력
하고 있다는 시각은 잘못된 것임.
 30대 기업집단의 평균 계열기업 수와 영위업종 수가 증가하였으나 업종전문화 정

도를 나타내는 평균특화율2)이 상승 추이를 나타내고 있어 기업집단이 무분별한
확장에 주력했다고 보기 어려움
 최근 기업집단의 계열사 수 및 영위업종 수 증가는 기업집단이 금융위기 이후

구조조정을 마무리 짓고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사업영역 확장전략을 추구하
면서 인수합병의 현실에 의해 초래됨
<표 1-3> 30대 기업집단의 다각화 관련 지표 추이
(단위: 개, %)
구분
계열기업 수
및 영위업종
수
특화율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계열기업 수

18.3 17.6 18.1 17.9 20.0 19.8 22.5 25.6 28.6 29.4 34.0

영위업종 수

9.6

9.1

9.2

9.2

9.7

10.0 10.8 12.3 13.3 13.5 14.6

1대업종

48.5 51.9 51.3 50.4 52.1 60.5 54.8 59.3 59.6 60.1 57.3

3대업종

78.0 81.2 81.1 77.8 79.3 80.2 76.4 79.1 81.4 82.0 81.3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대규모기업집단 정보공개시스템

◦ 한 개 기업을 인수할 때 피인수 기업 관련 기업들이 자연스럽게 함께 인수되
는 것이 인수합병과 관련한 현실임.3)

2) 표준산업분류 2단위 기준에 의해 전체매출액에서 1대 혹은 1대에서 3대까지의 업종이 차지하
는 비중으로 정의함.
3) 사례: A기업집단의 경우 신성장동력 확보 차원에서 중소의류제조유통업체 a사를 인수하는 과
정에서 a사와 관련된 5개사를 함께 인수하게 되어 계열기업 수가 6개로 늘어났으며 B기업집
단은 2개사 인수과정에서 총 18개 관련 법인이 자연적으로 계열 추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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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GDP를 분모로 한 경제력집중도 계산의 문제점

□ GDP를 분모로 매출 및 자산기준 경제력집중도를 계산하면 경제력집중도가 상향
편의되는 문제점이 간과되고 있는 것도 한국의 경제력집중이 심각한 것으로 오
해하게 하는 한 요인임.
 자산 및 매출기준 경제력집중도를 계산할 때 분자는 기업집단의 자산합계 및 매출

합계를, 분모는 한국 전체 기업의 자산총계와 매출총계를 이용하는 것이 맞는 방
법임.
 그러나 일각에서 분모로 GDP를 이용하여 산출한 자산 및 매출기준 집중도를

증거로 경제력집중이 심화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적지 않음.
 자산기준 경제력집중도의 경우 과거부터 누적되어 온 저량인 자산액을 유량인

GDP로 나누어 산출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실제로 분모로 GDP를 이용하여 계
산한 자산기준 집중도는 실제 집중도를 상향 편의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매출기준 집중도의 경우 GDP는 국내에서 창출된 순부가가치의 합계인 반면,

매출액은 원자재 구입비용까지 감안한 총액개념으로 거래단계마다 중복 계산되
기 때문에 GDP를 분모로 계산한 매출기준 경제력집중도는 상향 편의됨.4)
<표 1-4> 분모 기준 차이에 따른 30대 기업집단 비금융업 경제력집중도 추이 비교
(단위: 집중도, %)
구분
자산

매출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자산(기업경영분석) 42.4 38.2 38.8 37.5 38.9 39.6 40.5 41.6 38.7 38.2 40.0
자산(GDP)

69.6 57.7 58.9 57.5 58.5 64.7 69.0 74.1 87.4 91.7 95.3

매출(기업경영분석) 44.1 41.2 39.0 32.7 35.8 35.4 35.8 36.1 34.7 33.3 35.8
매출(GDP)

75.8 66.2 66.3 53.6 60.5 65.9 67.3 69.1 83.9 81.1 89.6

주: (기업경영분석)은 집중도 계산을 위한 분모로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의 자산액과 매출액을,
(GDP)는 집중도 계산을 위한 분모로 경상 GDP를 각각 활용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및 한국은행

4) 예로써 국내에 한 개 산업만 존재하며 동 산업에 Upstream 중소기업 “갑”과 Downstream 대
기업 “을”의 두 개 기업만 존재한다고 가정하고 GDP를 기준으로 집중도를 계산하면 실제 집
중도에 비해 33.3% 상향 편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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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DP를 분모로 산출한 주요국 20대 비금융기업의 매출기준 경제력집중도는 대

체로 큰 폭 상향 편의되며 이는 한국에만 특이한 현상이 아님.
<표 1-5> 상이한 분모기준에 따른 주요국 상위 20대 비금융기업 매출집중도 추이 비교
(단위: 매출집중도, %)
국가명

프랑스
독일
스웨덴
일본
한국
대만
영국
미국

분모

2005

2006

2007

2008

2009

매출합계

25.4

25.0

26.7

28.2

24.9

GDP

48.8

48.2

51.8

56.5

50.3

매출합계

23.4

22.3

23.0

23.0

22.0

GDP

41.9

42.0

43.3

44.4

42.9

매출합계

-

-

-

-

33.5

GDP

-

-

-

-

61.6

매출합계

10.1

9.3

9.9

12.7

10.9

GDP

30.4

28.7

30.2

37.8

31.7

매출합계

20.1

20.8

23.2

19.8

17.5

GDP

37.4

39.0

44.4

47.9

42.5

매출합계

12.0

14.4

16.1

19.8

17.0

GDP

36.9

46.3

54.4

66.8

56.7

매출합계

19.5

18.5

18.9

21.7

19.9

GDP

38.6

37.4

39.7

43.9

40.6

매출합계

11.0

11.0

11.2

12.0

11.3

GDP

19.5

19.7

20.0

21.3

20.1

자료: Forbes Global 2000, 한국은행

 GDP를 분모로 산출한 자산기준 경제력집중도는 한국뿐만 아니라 대만과 미국

을 제외한 다른 주요 국가들의 경제력집중도도 매우 높게 나타남.

구분

갑

을

합계

매출액

50

150(A)

200(B)

GDP(부가가치)

50

100

150(C)

매출집중도
매출액분모(A/B×100) (D)

GDP분모(A/C×100) (E)

偏倚
(E/D×100)

75.0

100.0

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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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 GDP를 분모로 계산한 주요국 상위 20대 비금융기업 자산집중도 추이 비교
(단위: 자산집중도, %)
국가명

2005

2006

2007

2008

2009

프랑스

69.26

68.50

76.54

80.87

74.39

독일

60.75

56.81

65.93

69.17

65.34

스웨덴

-

-

-

-

79.8

일본

40.34

38.00

39.03

45.66

40.90

한국

42.83

45.20

52.24

55.83

50.03

대만

25.71

29.94

30.29

32.22

29.68

영국

50.67

46.32

49.63

54.62

50.76

미국

26.83

25.09

24.95

23.29

25.13

주: 1) Forbes 발표 Global 2000기업 중 비금융기업을 각국별로 분류하여 상위 20대 기업의 자산
액을 합산한 후 이를 각국 PPP 기준 GDP로 나누어 산출
2) 각국 PPP 기준 GDP 통계원천: 한국은행 해외주요 경제지표 통계 DB
3) 스웨덴의 경우 2009년 이전에는 Forbes 글로벌 2000에 포함된 기업 수가 20개 미만이어
서 제외

 기업집단이 아닌 기업단위 경제력집중도의 국제비교는 의미가 없다는 반론이

있을 수 있으나 2009년의 경우 각국 20대 기업 중 특정 기업집단에 속한 기업
수는 한국이 2개인 반면 스웨덴은 6개임.5)

(2) 출총제의 경제효과와 재도입 시의 문제점
1) 경제력집중 완화효과가 없음

□ 출총제가 경제력집중도를 완화하고 다각화를 방지한다는 증거는 찾기 어려움.
 출자총액 제한집단과 비제한집단을 통제한 상태에서 두 집단 간 출총제 폐지를

전후한 경제력집중도 변화를 비교한 결과, 두 집단 간 상이한 점이 없었음.
5) 한국의 경우 삼성전자와 삼성물산의 2개 회사가 삼성기업집단에 속하며, 스웨덴의 경우 Atlas
Copco, Electrolux Group, Husqvarna, SAS Group, SKF Group 등 6개 회사가 발렌베리
(Wallenberg) 기업집단에 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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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총제 폐지 후 집중도는 제한 ‧ 비제한집단 모두 2009년은 하락, 2010년은 상승
<표 1-7> 출총제 폐지 전후 제한 · 비제한집단간 비금융업 자산 · 매출집중도 추이비교
(단위: 자산 및 매출집중도)
구분

자산집중도
매출집중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출총 제한집단

29.61

30.46

31.55

29.22

29.2

30.51

출총제 비제한집단

10.25

10.49

10.76

10.03

9.58

9.76

출총 제한집단

27.49

28.18

28.14

26.3

25.92

27.89

출총제 비제한집단

8.03

8.15

8.53

8.03

7.38

8.24

주: GS의 분리(2004년), STX의 30대 기업집단 최초 포함(2005년) 등을 감안하여 2005년부터 분
석함.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대기업집단 통계 DB를 이용하여 작성

 출총제 폐지 후 출총제 폐지 전에 비해 출총 제한집단6)이 비제한집단7)에 비해

영위업종 수 및 계열기업 수를 상대적으로 많이 늘리지 않았음.
<표 1-8> 출총제 폐지 전후 제한 · 비제한집단 간 비금융업 평균 영위업종·계열기업 수
증가율 비교
(단위: 수, 연평균 증가율(%))
구분

영위업종 수

계열기업 수

2000~2008

2008~2010

2000~2010

30대 기업집단 전체

4.2

4.8

4.3

출총 제한집단

5.6

6.7

5.9

출총 비제한집단

3.3

1.9

3.0

30대 기업집단 전체

5.7

9.1

6.4

출총 제한집단

8.0

8.4

8.1

출총 비제한집단

3.7

10.4

5.0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기초자료를 이용하여 산출

 출총제 폐지 후 1대업종 특화율은 제한 및 비제한 집단 모두 비슷한 수준의 증
6) 출자총액제한 대상 기업집단
7) 출자총액제한 대상이 아닌 기업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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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률을 보였으나 3대업종 특화율은 제한집단은 감소, 비제한집단은 증가
 출총제 폐지 후 3대업종 특화율이 제한집단은 감소한 반면, 비제한집단은 상승

한 것은 동 기간 중 대형 M&A가 이루어진데다 2000~2008년 중 비제한 집단의
특화율 감소에 따른 기저효과가 함께 작용한 때문임.
<표 1-9> 출총 제한집단과 비제한집단 간 비금융업 평균 특화율 연평균 증감률 추이 비교
(단위: 특화율 연평균 증감률, %)
구분

1대업종 특화율

3대업종 특화율

2000 ~2008

2008~2010

2000~2010

30대 기업집단 전체

2.6

-2.0

1.7

출총 제한집단

2.2

-1.4

1.5

출총 비제한집단

-0.9

-1.6

-1.0

30대 기업집단 전체

0.5

-0.1

0.4

출총 제한집단

0.5

-1.1

0.2

출총 비제한집단

-0.9

3.5

-0.1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대기업집단 통계 DB를 이용하여 작성

<표 1-10> 출총 제한집단과 비제한집단 간 비금융업 다각화지수 연평균 증가율 추이 비교
(단위: 연평균 증가율, %)
구분

총 다각화지수

관련 다각화

비관련 다각화

2000~2008

2008~2010

2000~2010

30대 기업집단 전체

2.2

5.2

2.8

출총 제한집단

2.6

5.2

3.1

출총 비제한집단

3.8

5.1

4.1

30대 기업집단 전체

12.5

3.6

10.6

출총 제한집단

15.1

3.5

12.6

출총 비제한집단

9.3

4.0

8.2

30대 기업집단 전체

1.6

4.5

2.2

출총 제한집단

1.5

6.0

2.4

출총 비제한집단

3.9

1.9

3.5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대기업집단 통계 DB를 이용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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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2010년 중 이루어진 대형 M&A의 영향력을 감안하면, 제한집단이 비제한

집단에 비해 출총제 폐지 후 다각화에 주력했다는 증거를 발견하기 어려움.
 출총제 폐지 후에도 관련 다각화 비율8)은 제한집단이 비제한집단에 비해 절대

적으로 높은 수준을 지속
 이는 정부의 개입이 줄고 전문화 추진 등으로 금융부문의 효율성이 높아진 것

이 기업집단의 전반적인 전문화 추세에 기여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그림 1-1> 출총 제한집단과 비제한집단 간 비금융업 관련 다각화 비율 추이 비교

주: 관련 다각화 비율=(엔트로피 관련 다각화지수/엔트로피 총 다각화지수)×100

2) 재도입 시 기업투자 저해 우려

□ 출총제를 재도입할 경우 기업투자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됨.
 출총 제한집단과 비제한집단 소속 비금융기업의 비유동 유형자산 증감률을

비교한 결과, 출총제가 기업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나타남.
 출총 제한 기간 중 제한집단의 비유동유형자산 증감률은 비제한집단의 절반수

준에도 못 미친 반면, 출총제 폐지 후 두 집단 간 증감률 차이는 큰 폭 축소

8) 총 다각화지수 대비 관련 다각화지수의 비율을 나타냄.

제1장 경제력집중 억제정책 강화 논의의 문제점과 정책대안

39

<그림 1-2> 출총 제한집단 소속기업과 비제한 기업들의 투자 관련 유형자산 증감률 비
교(비금융업 기준)

주: 1) 공정거래위원회가 제공하는 DB상의 출총 제한 기업집단 소속기업 중 KISVALUE와의 연
결이 가능한 기업들에 대한 분석임.
2) 관측치는 출총 제한집단 소속기업 622개, 출총비제한집단 소속기업 320개로 총 942개임.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KISVALUE

 특히, 출총 제한 기간 중 두 집단 간 증감률 격차는 기업의 생산적 시설투자와

연관성이 높은 공구·기구와 기계장치 등의 자산유형에서 두드러짐.
<표 1-11> 출총 제한집단과 출총 비제한집단 간 유형별 투자 관련 비유동 유형자산
증가율 비교
(단위: 증가율, %)
구분

2000~2010

2000~2008

2009~2010

비제한

제한

비제한

제한

비제한

제한

건물

9.8

5.3

9.2

5.0

12.8

6.9

구축물

6.0

5.2

3.7

3.3

16.6

14.0

기계장치

11.3

4.7

9.6

2.4

18.8

15.2

차량 운반구

2.0

7.2

1.1

1.2

5.7

34.2

공구와 기구

18.2

3.2

20.7

3.5

6.9

1.9

합계

10.7

4.8

9.3

3.5

16.8

10.5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KIS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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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자총액제한 제도가 기업투자에 끼친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Tobin의 q 투자모
형을 기반으로 한 기업의 투자함수를 설정하고 이를 추정함.
 출자 총액제한제도가 제한집단 소속기업들의 투자를 제약했음을 발견함<부표

1-1 참조>.
(3) 대기업집단 규제의 문제점
1) 규제대상 선정기준의 타당성 결여와 규제대상의 이질성

□ 규제대상 선정기준이 경제규모의 증가와 물가상승 등을 감안하지 않다 갑자기
기준을 상향조정하는 등 자의적임.
□ 대기업의 수출비중이 높아지고 기업의 다국적화가 진전된 상황에서 기업집단의
자산규모에 기초한 규제대상 선정은 그 타당성과 유효성이 의문시됨.
 매출을 통해 창출한 이익이 기업자산 형성의 근간이므로 자산이 합리적 규제기

준이 되기 위해서는 국내매출 외에 수출이나 해외 매출은 기업집단의 자산형성
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함.
 현실은 대기업 매출이 내수보다 수출에 더 의존하고 기업 다국적화의 진전으로

해외매출을 통해 창출된 이익이 국내로 유입되어 기업집단의 자산형성에 기여
할 여지도 커지고 있음.
<표 1-12> 제조업 부문 기업규모별 수출의존도 추이
(단위: %)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대기업

55.9

55.3

57.9

58.1

59.0

중소기업

23.4

14.3

15.6

16.8

22.6

전체

43.9

39.1

41.5

41.4

43.2

자료: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실제로 2010년 중 30대 기업집단의 수출을 포함하여 산출한 매출집중도는 내수

만 포함한 매출집중도에 비해 9.5%포인트 상향 편의되는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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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3> 30대 기업집단의 수출포함 매출집중도 및 수출불포함 매출집중도 간 괴리 추이
(단위: %, %포인트)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매출(수출 포함) 집중도
(A)

39.0

32.7

35.8

35.4

35.8

36.1

34.7

33.3

35.8

수출 불포함 집중도 (B) 29.7

26.5

27.8

27.7

28.1

24.8

24.1

23.4

26.3

6.2

8.0

7.7

7.6

11.4

10.6

9.9

9.5

괴리 (A-B)

9.3

주: 1) 제조업 수출비중을 이용하여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상의 매출액을 내수와 수출로 분해하
여 집중도 계산을 위한 분모로 활용
2) 대규모 기업집단 계열사 중 KISVALUE를 이용하여 매출을 수출과 내수로 분해할 수 있
는 기업에 대해 매출의 수출과 내수비중 산출
3) 주2를 통해 산출한 수출과 내수비중 및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 매출통계를 이용하여 각
기업집단의 매출을 내수와 수출로 분해한 후 주1을 통해 얻은 통계로 나누어 각 집중도를
계산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은행

□ 규제대상 집단의 자산규모가 상위집단과 하위집단 간에 큰 차이가 있어 매우
이질적인 집단에 동일한 규제를 부과하는 문제가 있음.
 2011년의 경우 상호출자제한 집단으로 지정된 최상위 기업집단과 최하위 기업

집단 간의 자산규모 차이는 규제기준인 5조 원의 50배 이상임.
<표 1-14> 상호출자제한 집단 최상위 및 최하위 집단 간 자산총액 차이 추이
(단위: 조 원)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최상위 기업집단 (A)

115.9

129.1

144.4

174.9

192.9

230.9

255.7

최하위기업집단 (B)

2.2

2.1

2.0

5.4

5.1

5.2

5.1

차이 (A-B)

113.7

127.0

142.4

169.5

187.8

225.7

250.6

주: 1) 공기업은 제외, 금융산업 포함.
2) 공정거래위원회가 매년 발표하는 상호출자제한집단 중 자산규모 1위집단과 자산규모 최하
위 집단 간의 자산규모 차이임.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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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업의 예측불확실성 초래 및 일류기업의 출현 저해

□ 대기업집단 지정이 성장하고 있는 기업의 성장제약으로 작용할 우려
 규제대상 선정기준에 근접한 집단들은 규제대상 선정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과

불안감으로 경영에 전념하기 어려움.

□ 글로벌 경쟁과 개방경제 아래서 우리 대표기업들의 경쟁력 약화 요인으로 작용함
 글로벌 경쟁시대에 대기업집단에 대한 규제는 세계무대에서 경쟁하는 한국 대

표기업들의 발을 묶는 결과를 가져오게 됨.

3) 정책의 비일관성

□ 과거 정부의 정책을 따랐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를 문제 삼아 다시 규제하거나 규
제정책의 방향 자체를 바꾸는 등 정책의 일관성이 없음.
 대기업집단의 총수가 낮은 지분율로 기업집단을 지배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

으나 총수의 낮은 지분율은 과거 정부가 소유분산 정책을 강력히 추진한 결과
초래된 것임.
 지주회사 체제의 경우 정부의 유도정책과 시장의 긍정적 평가에 따라 기업 집

단 소유지배구조의 한 형태로 자리잡아 가고 있었으나 최근 정치권에서 지주회
사에 대한 규제 강화 논의를 진행9)

9) 야당인 민주당은 총선 전 부채비율을 현 200%에서 100%로 낮추고, 상장 기업의(비상장기업)
자회사와 손자회사 지분한도를 20%에서 30%(40%에서 50%)로 상향조정하는 ‘지주회사’에 대
한 행위규제 강화방침을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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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책대안
□ 글로벌경쟁과 개방경제를 감안하지 않은 일반집중에 대한 사전적 규제에서 시장
집중에 중점을 둔 사후규제로 전환해야 함.
 경제력집중이 심화되었으며 대기업집단이 무분별한 확장에 주력하고 있다는 일

각의 주장과는 달리 실증분석 결과 경제력집중은 심화되지 않았으며 대기업집
단이 무분별한 확장에 주력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일반집중에 대한 규제는 가능하지도 않으며 설사 가능하다 하더라도 바람직하

지 않으므로 정책의 초점을 시장집중에 맞추는 것이 바람직함.
◦ 정책의 초점을 시장집중에 맞추게 되면 규제형태도 자연스럽게 사전적인 규
제에서 사후규제로 전환될 것임.
◦ 공정거래법 또한 자유시장경제 및 법치주의 원리에 부합되는 경쟁법에 중점
이 두어지게 될 것임.

□ 글로벌 경쟁과 개방경제를 감안하지 않은 채 성공한 기업집단을 벌하는 불합리
한 규제는 근본적으로 폐지함이 바람직함.
 기업경영에 충실하여 경쟁력을 갖춘 기업을 벌주는 결과를 초래하며 자의적 선정

기준과 규제대상 포함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을 초래하여 기업의 성장을 저해함.
 자산축적의 토대가 되는 매출에는 수출이 포함되며 다국적화된 기업의 해외매

출이 국내로 유입되어 자산축적에 기여하는 경우 자산은 합리적인 규제대상 선
정기준이 되기 어려움.
 기업집단 규제 중 상호출자금지 및 상호지급보증 제한, 기업결합 및 지주회사

설립제한, 계열금융사 지분의 의결권 제한 등의 규제는 폐지하되 주식소유 현황
신고의무화 등 각종 공시의무와 관련한 규제는 존속시킬 수 있을 것임.

□ 규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최대한 정책의 일관성을 견지
 기업집단에 대한 규제의 전면 폐지가 어려울 경우 이질적인 대상을 동일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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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하는 문제점을 피할 수 있도록 규제기준을 재설정할 필요가 큼.
◦ 예를 들면 상호출자금지 및 지급보증 제한 규제대상을 10대 기업집단으로
한정할 수 있을 것임.
 그동안 정부가 규제완화와 세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유도해 온 지주회사

에 대한 정책은 일관성을 견지함이 바람직함.
◦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 강화 논의를 지양하고 규제완화를 통해 지주회사로의
전환을 유도하려는 기존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함.10)

□ 기업투자 저해 가능성이 높은 출총제 재도입 논의는 지양해야 함.
 출자총액제한 제도는 정책이 지향하는 목표는 이루지 못하면서 기업투자를 저

해하는 비합리적인 규제이므로 재도입 논의를 지양해야 할 것임.
◦ 출총제가 경제력집중을 완화시켰다는 증거는 발견하기 어려운 반면, 출총제는
기업의 사업조직 선택권과 투자를 제약하여 신성장동력 발굴과 경쟁력확보를
저해
◦ 규제당국이 좋은 출자와 좋지 않은 출자를 사전에 선별하거나 기업별 최적
출자수준을 정하기 어려우며 출자규제를 받는 기업의 소액주주와 출자규제
를 받지 않는 기업의 소액 주주 간 형평성 문제를 초래할 우려가 있음.
◦ 자본시장이 개방된 상황에서 국내 우량기업의 경영권 방어를 어렵게 하며 경
쟁자를 보호할 위험성이 높아 공정거래법이 지향해야 할 경쟁촉진에 역행할
가능성이 큼.

10)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2010. 11. 8)에 따르면 정부도 지주회사 체제가 국내 대기업집단 기
업구조의 선진화를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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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출총제가 기업투자에 미치는 영향 회귀분석 결과
◦ 기본 투자모형 :

  



  

        


  




  




  

  

  


  


 
   

<부표 1-1> 회귀분석 모형에 포함된 변수설명
변수명

비고

변수명
비고

I : 투자

K : 자본스톡

Debt:
총부채

CF : 현금흐름

영업이익+
(주식시장가치+
대손상각비+감가
부채총계) /자산총계
상각비

비유동유형자산증
자산총계
감+ 감가상각비
OC : 운전자본
증감

q : Tobin의 q

 
: 출자총액

제한 더미변수

부채
총계

  : 연도 더미변수    : 오차항

당해년 운전자본 출총제한집단소속기 2000=1, 2001=2,
-전년도 운전자본 업=1, 여타기업 = 0 -----

-

<부표 1-2> 반복적 일반화 적률법에 의한 투자함수의 추정
모형 1

구분

모형 2

회귀계수 (t Value)

P Value

회귀계수 (t Value)

P Value



-3.36465 (-2.22)

0.0266

-1.39879 (-3.45)

0.0006

   

0.104351 (2.63)

0.0086

0.067332 (2.46)

0.0139

2.39914 (2.19)

0.0287

0.935322 (3.12)

0.0018

-0.01396 (-1.89)

0.0591

-0.00479 (-2.25)

0.0242

-0.13361 (-4.63)

<.0001

-0.12031 (-4.98)

<.0001

0.276913 (2.22)

0.0267

0.115889 (3.25)

0.0012

0.062617 (0.94)

0.3496

-

-

-2.33547 (-1.46)

0.1431

-0.38557 (-2.12)

0.0338



 


 


 





  



 


×  

 

모형의 적합도

Adj R-Sq : 0.393
R-Square : 0.394

Adj R-Sq :0.2303
R-Square :0.2314

제1장 경제력집중 억제정책 강화 논의의 문제점과 정책대안

47

제2장

대기업 성장의 낙수효과 현실과 과제

이병기(한경연 선임연구위원)
<요 약>

2010년 지방선거 이후부터 제기된 동반성장 정책은 낙수효과(trickle-down
effect)가 발현되고 있지 않다는 배경을 깔고 있다. 우선 2000~2009년 기간의

중소기업의 부가가치 비중은 1990~1999년 기간의 그것에 비해 더욱 증가한
반면에 대기업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탁 대기업과 협력 중소기업 간에
수직적 거래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동차산업과 조선산업을 대상으로 사례조
사한 결과에 의하면 2000~2010년 기간에 영업이익률은 위탁 대기업과 1차 협
력기업 간에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고 협력 중소기업의 이익률은 상대적으
로 안정적인 변화 패턴을 나타내어 위험공유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위탁 대기업의 성장은 협력기업의 성장과 투자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낙수효과가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양극화가 심화되고 낙수효과가 무용하다는 가설에 근거한 대기업 규
제-중소기업 보호 중심의 기업정책은 재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동반성장지
수,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입법화 등과 같은 동반성장 정책은 재검토되는 것
이 바람직하다. 오히려 중소기업의 기술능력 배양을 위해 공동연구개발 활성
화, 중소기업 기술이전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등 정책노력이 필요하다. 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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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증대와 중소기업의 영세성을 극복하기 위한 M&A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확대하여야 한다. 기업자율을 바탕으로 한 대-중소기업 간 및 중소기업 간 성과
공유제가 확산되어야 한다.

1. 문제의 제기
□ 최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와 그 원인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고, 그 처방
에 있어서도 다양한 견해 대두
 2010년 지방선거 이후부터 제기된 동반성장 정책은 대-중소기업의 성과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고 이 같은 격차의 배후에는 낙수효과(trickle-down effect)가 발
현되고 있지 않다는 배경을 깔고 있음.1)
 총선 과정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성과 격차가 대기업에 원인이 있다는

전제 하에 대기업 개혁을 목표로 한 다양한 형태의 정책대안이 정치권을 중심
으로 제시된 바 있음.

□ 우리나라 경제성장 과정에서 수출-내수, 대-중소기업 등 부문 간 산업연관 효과
가 큰 산업 육성을 통해 후발부문으로 그 효과가 파급되었으나 최근 그 효과가
발현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
 대기업의 성장이 중소기업의 성장 및 투자를 견인하지 못할 뿐 아니라 수출이

소비와 투자 등이 내수로 연결되는 경제의 선순환 고리가 약화
◦ 수출이 부품 설비의 수입의존도가 높은 IT산업 위주로 재편되면서 수출호조
가 국내 부가가치 및 고용창출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
◦ 취약한 부품 · 소재 산업 및 이들과 대기업 간의 미약한 관계로 낙수효과가
발현되지 못하는 원인을 제공한다고 지적
1) Hirschmann(1958) 참조. 낙수효과는 선도부문의 성장의 과실이 후발 부문에게 유입되는 효과
를 의미하는 용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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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구나 최근 제기된 동반성장 정책의 배경에는 대-중소기업 성과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이 같은 격차는 대기업 성과는 크게 개선되었지만 그와 함께하는 협
력 중소기업의 성과는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논리에 기초를 두고 있음.
◦ 최근 낙수효과가 발휘되지 않고 있지 않아 기업부문의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
다는 논문이 다수 발표되는 실정2)

□ 최근 낙수효과 무용론과 함께 대기업 규제-중소기업 보호정책을 강화하려는 다
음과 같은 정치권의 정책적인 움직임이 현실화3)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등 대기업

의 부정적 효과 확대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의 성장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소수의 대기업에 경제력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을 완화
 한국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이 각자의

영역에서 상생하고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경제민주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절실한 상황

□ 본고에서는 수직적 거래관계에 있는 산업에 있어서 위탁 대기업과 협력 중소기
업 간에 이익률 격차는 실제로 얼마나 되며, 위탁 대기업의 성장이 협력 중소기
업의 투자 및 성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분석하고 정책적 함의를 제시
 대기업 성장은 하도급관계에 있는 협력기업의 매출성장이나 투자증대를 통해

여전히 경제성장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대기업의 성
장이 협력기업의 성장이나 투자에 주는 영향이 미미하거나 최근 그 영향이 감
소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
 낙수효과가 발현되지 않아 중소기업 부문이 현실적으로 위축되고 있는지에 대

한 검토 등 최근 논의되고 있는 중소기업 비중축소의 현황을 실증 데이터를 이
2) 하준경(2006), 김상조(2007, 2011) 및 백웅기(2012) 참조.
3) 민주통합당(2012) 및 새누리당(20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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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여 검토해 보고 대기업 규제-중소기업 보호를 근간으로 하는 기업정책을 비
판적으로 검토4)
 자동차 및 조선 산업과 같은 수직적 거래관계에 있는 특정 산업에서 낙수효과

가 나타나고 있는가를 실증 데이터를 이용한 분석결과를 살펴보고 그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

2. 양극화 논란과 중소기업 비중변화
(1) 대-중소기업 간 성과 격차

□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를 나타내는 지수는 존재하지 않지만, 최근 양극화 심화현
상을 설명하는 경우에 주로 수익성의 양극화 현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기업부문에서는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가 계속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

하면서, 2003년을 전후하여 대-중소기업 간 수익성 격차가 정점에 도달하였다
고 평가5)

□ 정부의 발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이 같은 논의 과정에서 성과 격차의 지표로
자주 거론된 지표 중의 하나가 바로 매출액 영업이익률 지표
 <표 2-1>을 보면 1990년 초부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매출액 영업이익률 차이

를 보면, 1991~1995년은 3.5%포인트, 1996~2000년은 2.7%포인트, 2001~2005
년은 3.1%포인트, 2006~2010년은 1.8%포인트의 차이 발생
 매출액 영업이익률을 보면 최근 5년간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이윤율 격차가

가장 작은 기간에 속함.
 그러나 정부는 2010년 8월 공정사회론을 들고 나오면서 대기업을 규제하고 중

소기업에 대해서는 보호와 지원을 확대하는 기업정책을 추진

4) 김상조(2011) 참조.
5) 이규복(200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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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매출액 영업이익률 변화 추이
(단위: %)
기업규모

1991~1995

1996~2000

2001~2005

2006~2010

대기업 (A)

8.2

7.8

7.7

6.8

중소기업 (B)

4.7

5.2

4.6

4.9

A-B

3.5

2.7

3.1

1.8

자료: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각 연도.

(2) 양극화와 중소기업 비중변화

□ 정부는 “경제성장 성과의 중소기업으로의 파급효과가 제한되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가 지속”되었다는 인식하에 동반성장 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기 시작6)

□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성과 격차로 인해 중소기업이 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
<표 2-2> 제조업 고용규모별 부가가치 비중 변화 추이
(단위: %)
구분

부가가치 비중

불변 부가가치
증가율

1991~1999

2000~2009

10~19명

6.26

7.57

20~49명

11.87

12.74

50~99명

10.01

10.47

100~199명

10.93

11.16

200~299명

6.80

6.52

300~499명

7.72

6.92

500명 이상

46.42

44.63

중소기업

45.86

48.46

대기업

54.14

51.54

중소기업

6.20

4.94

대기업

4.81

4.17

주: 중소기업은 10인 이상의 고용규모를 대상으로 분석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조사, 각 연도.
6) 정부 관계부처 합동(2010. 9. 2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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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이 장기적으로 어떤 변화를 보였는가를 검토할 필요
 <표 2-2>에 따르면 1991~1999년에 중소기업의 부가가치 비중은 45.9%였으며

2000~2009년에는 48.5%로 전체 제조업 내 부가가치 비중이 2.6%포인트 증가
한 반면, 대기업은 동 기간 중 부가가치 비중 감소

□ 1991~1999년 기간 중 중소기업의 불변 부가가치의 증가율은 6.2%, 대기업은
4.8%였으며, 2000~2009년 기간에 중소기업은 4.9%, 대기업은 4.2%로 나타났음.

(3)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

□ 대기업과 중소기업 종사자들의 1인당 급여액은 2000년 이후에도 벌어지고 있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급여액 증가율의 차이 확대
 대기업과 중소기업 종사자 간 1인당 급여액의 배율 추이를 보면 2000년 이후에 대

기업의 급여액 수준이 그 이전에 비해 더 높아져 중소기업 급여액과 격차가 확대
<표 2-3> 제조업 부문의 종업원 1인당 급여액
(단위: 백만 원, %, 배율)
구분

1인당 급여액

1인당 실질급여
증가율(%)

1991~1999년(A)

2000~2009년(B)

배율(B/A)

10~19명

9.23

17.33

1.88

20~49명

10.10

19.21

1.90

50~99명

11.23

21.66

1.93

100~199명

12.38

23.98

1.94

200~299명

13.34

26.36

1.98

300~499명

14.29

29.00

2.03

500명 이상

17.13

39.13

2.28

중소기업

10.89

20.69

1.90

대기업

16.62

37.16

2.24

중소기업

4.74

3.06

-

대기업

5.88

4.48

-

주: 증가율 계산시 급여액은 소비자물가지수로 디플레이트한 실질치 사용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조사, 각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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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업의 경우, 1인당 급여액이 중소기업에 비해 높은 수준에 있고 또 1인당 급
여액의 연평균 증가율도 중소기업에 비해 빠르게 증가
 임금수준의 빠른 상승에 따라 대기업들은 1991~1999년 기간 중 11.7%라는 매

우 빠른 자본장비 증가율을 기록
 한편 대기업의 1인당 노동생산성(불변 부가가치/근로자 수) 증가율은 1991~1999년

기간에 11.2%에서 2000~2009년에는 4.4%로 감소
 그렇지만 대기업은 중소기업에 비해 높은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음.

□ 대기업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임금이 급격히 상승하였고 1990년대에 대기업의
임금 상승률은 5.9%였으나 중소기업은 4.7% 상승
 임금률의 급격한 상승에 따라 대기업의 노동장비율이 급격히 증가하여 1990년

대 기간 중에 14.7% 상승하였으나 중소기업은 9.2% 상승
 <표 2-4>를 보면 1991~1999년 기간에는 중소기업 부문에서도 고용규모가 커질
<표 2-4> 제조업 부문 자본장비율 및 노동생산성 증가율
(단위: %)
구분

노동장비율 증가율

노동생산성 증가율

1991~1999

2000~2009

1991~1999

2000~2009

10~19명

5.87

3.38

7.02

3.73

20~49명

7.65

3.79

6.78

4.50

50~99명

9.10

2.57

7.63

3.59

100~199명

10.71

-0.09

8.13

2.56

200~299명

14.43

-1.62

11.27

2.04

300~499명

14.04

-0.68

9.56

2.62

500명 이상

14.89

-1.15

11.50

4.59

중소기업

9.16

1.64

7.59

3.30

대기업

14.70

-1.04

11.16

4.40

주: 부가가치 및 유형고정자산은 각각 한국은행의 GDP 및 자본재의 deflator로 디플레이트하여
증가율 계산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조사, 각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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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 자본장비율이 빠르게 상승하였으나, 2000~2009년 기간에는 그렇지 않음.

□ 대기업 노조의 영향력에 의해 고용경직성이 높아져 대기업 성장의 고용 유발효
과가 낮아지고 있고, 따라서 제조업 부문에서 전반적인 고용창출 제약7)
 대기업 노조의 영향력에 의한 고용경직성과 높은 임금은 대기업과 거래관계에

있는 다수 중소기업의 수익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중소기업의 성장을 제
약하는 요인으로 작용
 대기업 성장의 고용유발효과가 낮아진 가장 중요한 원인의 하나는 대기업 노조

의 과도한 임금인상 요구에 따른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 확대와 대기업 고용･해
고의 경직성
◦ <부표 2-1>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노조의 영향력이 막강하고 대기업 중
심인 석유정제, 화학, 제1차 금속산업, 자동차,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의 경우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크고, 특히 대기업의 임금수준이 타 산업에 비해
높음.
 노조조직률을 보면 30인 이하 기업이 0.2%, 30∼99인 규모의 기업이 2.9%인

데 반해 300인 이상 대기업의 경우는 노조조직률이 42.4% 수준
<표 2-5> 사업체 규모별 노조조직률 현황(2009년)
(단위: 명, %)
구분

조합원 수

임금근로자 수

조직률

30명 미만

22,548

9,602,000

0.2

30~99명

98,080

3,361,000

2.9

100~299명

210,046

1,640,000

12.8

300명 이상

825,659

1,946,000

42.4

자료: 노동부, 2009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 2009.

□ 대기업의 고생산성-고임금, 중소기업의 저생산성-저임금 구조와 임금 격차 확대
 노조기업에서의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가 비노조기업에서의 임금 격차
7) 송원근(2010), 김주훈(20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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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큰 것으로 나타나, 정규직 중심의 노동조합이 정규직 임금에는 긍정적인 영
향을 주지만 비정규직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8)
 노조기업은 비노조기업에 비해 고용조정에 경직적이며, 노동수요의 임금탄력성

은 0.34~0.49로 비노조기업의 탄력성 1.27~1.42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9)
 자동차산업의 경우에 완성차업체는 강한 교섭력을 보유한 노동조합의 임금인상

요구와 지불능력으로 대응할 수 있었던 반면에 부품업체의 지불능력은 개선되
지 않아 임금 격차가 확대되었다고 지적10)

□ 지금까지의 1990년대와 2000년대의 자료를 이용한 장기 분석결과에 의하면 중
소기업의 부가가치 및 출하액 비중이 증가하고 있고 대-중소기업 간 이익률 격차
는 확대되지 않고 있지만, 임금수준의 격차는 확대
 중소기업 고용비중의 증가와 노동생산성 저하
 대기업의 강고한 노조로 인한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 발생

8) 이인재 · 김태기(2009) 참조.
9) 남성일(2011) 참조.
10) 홍장표(2003) 참조. 한편, 송원근(2009)은 대기업의 급격한 임금인상은 대기업의 노동수요를
감소시킨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강력한 협상력을 지닌 대기업 노조의 존재는 고용 및 해고의
경직성을 높여 결과적으로 대-중소기업 간, 부문 간 노동이동을 제약하고 고용창출을 제약한
다고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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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기업 성장의 협력기업 낙수효과와 사례분석
(1) 대기업 성장의 낙수효과 무용론

□ 최근 들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고 낙수효과는 그 유효성
이 상실되었다는 연구결과 제시
 선도부문의 성장과실이 낙후 부문으로 연결되는 낙수효과가 충분히 발휘될 수

없도록 하는 제반 요인들이 “성장→분배”의 고리를 제약1)
 산업연관 관계의 미약, 중소기업 성장기반 취약성 및 적응성 격차의 심화가 양

극화를 가져오는 요인

□ 대기업의 선도적 성장을 통해 중소기업을 포함한 국민경제 전체의 선순환적 동
반성장을 이끌어낸다는 낙수효과는 유효성을 상실하였다고 지적2)
 대기업의 납품단가 인하→중소하도급 기업의 기술개발투자 유인과 여력 약화→

부품소재산업의 경쟁력 약화→산업 간 그리고 대-중소기업 간 연관관계의 약화
로 이어지는 악순환 발생

□ 반면, 성장우선론의 관점에서는 양극화의 해법을 분배정책에서 찾기보다는 경제
성장을 촉진함으로써 소득과 고용을 확대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이라고 주장
 낙수이론에 근거한 이 주장은 성장이 최선의 분배정책이며 분배를 강조하는 정

책은 성장을 저해하여 오히려 역효과를 초래할 가능성
 성장우선론에서는 성장을 위해서는 기업들의 투자가 중요하므로 기업들을 지원

하여 설비투자를 늘리고 고용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정책 처방

□ 따라서, 수직적 거래관계에 있는 산업에 있어서 위탁 대기업과 협력 중소기업 간

1) 하준경(2006) 참조.
2) 김상조(201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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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이윤율 격차와 위탁 대기업의 성장이 협력 중소기업의 투자 및 성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검토 필요성

(2) 조선산업과 자동차산업의 이익률 변화

□ 위험공유론과 위험전가론
 수 · 위탁 거래가 발생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이중구조론에 따르면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비해 협상력의 우위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수 · 위탁기업 간 거래
관계를 위탁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행위의 하나로 간주
◦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의 저임금을 간접적으로 활용하여 생산비를 절감하려는
목적과 경기변동으로부터 오는 위험을 수탁기업에 전가하려는 목적에서 외주
◦ 이중구조론 가설에서는 수·위탁 거래를 단지 경기완충장치로 해석하여 위탁
기업인 조립업체는 수요독점자로서의 시장지배력을 바탕으로 수탁기업을 저
임금의 조달원으로 이용 또는 경기변동을 완충하는 역할로 이용
 위험공유론(risk sharing)에서는 수 · 위탁기업 간에 비용변동 등 위험이 발생할

때 수탁기업에 모든 위험을 전가하기보다는 위험의 일정부분을 모기업인 위탁
기업이 흡수한다고 주장3)

□ 수익성 지표로는 총자산 영업이익률 및 매출액 영업이익률 검토4)5)
3) 납품가격 결정에 있어서 비용변동에 따른 위험을 공유하는가 하는 문제는 수·위탁기업 간 갈
등의 주요한 요인이다. Kawasaki & McMillan(1987)은 기업규모별 위험공유도는 0.39~0.89
사이에 분포하고 있어 조립기업인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의 비용변동위험의 평균 70%를 공유하
며 그리고 수탁기업의 위험회피도가 클수록, 비용변동이 클수록, 도덕적 해이의 정도가 덜 심
각할수록 위험분담의 정도가 커진다는 점을 확인한 바 있다.
4) 매출액 영업이익률 또는 총자산 영업이익률은 기업의 생산 및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차입금이자나 금융투자손익과 같은 영업외활동 결과를 제외한 순수한 영업이익을 매출액 또는
총자산으로 나눈 비율이다. 이들 지표는 모두 가중평균값을 사용하였다.
5) 이 분석에서는 2000~2010년 기간에 걸쳐 조립산업인 자동차산업과 조선산업을 대상으로 분석
하였다. 위탁 대기업은 자동차 및 조선 산업 내에서 생산활동을 하는 상시종업원 1,000명 이상
을 고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대기업이다. 위탁 대기업은 자동차산업과 조선산업 내의 조립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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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산업의 경우, 이익률의 측정치에 따라 다소 다른 결과가 나타나지만 대-

중소기업 간 큰 이익률 격차 및 격차 확대는 발생하지 않고 있음.
◦ 2001~2010년 기간에 위탁 대기업이나 전체 협력기업 및 중소 협력기업의
총자산 영업이익률은 거의 비슷한 수준
◦ 매출액 영업이익률의 경우 위탁 대기업과 협력기업 간에 약 0.6~0.8%포인트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조선산업의 경우에 2001~2010년 기간에 협력기업이 위탁 대기업에 비해 비교적

높은 영업이익률을 실현
◦ 위탁 대기업에 비해 중소 협력기업의 총자산 영업이익률은 3.7%포인트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위탁 대기업에 비해 협력기업의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더 높은 수준인 것으로
<표 2-6> 위탁 대기업과 협력기업의 이익률 변화 추이
(단위: %)
구분

총자산
영업이익률
자동차산업
매출액
영업이익률

총자산
영업이익률
조선산업
매출액
영업이익률

대기업

전체협력기업

중소협력기업

2001~2005

6.01

6.32

5.74

2006~2010

4.93

4.77

4.54

2001~2010

5.37

5.38

5.00

2001~2005

5.08

4.72

4.26

2006~2010

4.41

3.72

3.58

2001~2010

4.69

4.12

3.84

2001~2005

2.59

7.36

7.90

2006~2010

6.05

9.23

9.15

2001~2010

5.12

8.69

8.79

2001~2005

3.17

5.87

6.17

2006~2010

8.68

7.91

7.80

2001~2010

7.03

7.30

7.30

자료: 이병기(2012)
업, 전체협력기업은 규모·산업과 관계없이 모든 1차 협력기업, 중소협력기업은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을 의미한다. 기초자료에 대한 더욱 상세한 논의에 대해서는 이병기(20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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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됨.

□ 또 하나 주목해 볼 것은 위탁 대기업은 큰 폭의 이익률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으나,
1차 협력기업의 경우 비교적 안정적인 이익률 변화패턴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임.
 우리나라 자동차산업과 조선산업의 1차 협력기업의 이익률은 일본 등 다른 나

라의 하도급 기업과 마찬가지로 위탁 대기업에 비해 안정적인 추세
 협력기업의 이익률이 크게 변동하지 않고 안정적인 양상을 띠는 현상은 위탁

대기업과 1차 협력기업 간의 위험공유가 현실의 부품소재 거래관계에서 나타나
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6)
 위탁 대기업과 협력 중소기업 간에 저가 납품조달이나 경기 완충장치로 기능하

기보다는 위험을 공유하는 시스템이며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매출 보장과 이윤
을 보장하는 장기 거래 시스템의 기능을 갖고 있음.

6) Asanuma(1989)는 비용 관련, 위험공유 관련 계약이 1970~1980년 기간에 일본 자동차산업에
서 어떻게 발전되었는가를 설명하고 있다. 위탁 대기업과 협력기업은 가격을 동태적으로 결정
해 나가며, 구매가격은 협력기업의 비용변화에 따라 조정해 나간다. 위탁 대기업과 협력기업
간에 경쟁적인 시장가격은 가격설정에서 그리 중요하지 않으며, 계약기간 동안에 위탁 대기업
과 협력기업은 공동의 비용절감 노력에 합의하여 사업추세, 수요예측, 비용, 기술·조직의 개선,
이윤마진 등 여러 정보들을 수·위탁기업 간에 공유함으로써 안정적인 이윤마진을 협력기업에
보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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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1> 자동차산업의 연도별 총자산
영업이익률 변화추이

<그림2-2> 자동차산업의 연도별 매출액
영업이익률 변화추이
(단위 : %)

(단위 : %)

<그림2-3> 조선산업의 연도별 총자산
영업이익률 변화추이

<그림2-4> 조선산업의 연도별 매출액
영업이익률 변화추이
(단위 : %)

(단위 : %)

자료 : 이병기(2012)

□ 자동차산업 및 조선산업의 경영성과와 협력기업의 이익률 성과
 자동차산업은 일부 완성차 업체를 제외하면 오랜 기간 동안 경영성과 악화 지속

◦ 최근 완성차 업체의 경영성과가 개선되면서 2008년 이후 협력업체의 경영성
과 개선이 뚜렷하게 증가하는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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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국내 대형조선사의 이익률은 높아진 반면 협력 중소기업의 이익률은 낮

아지는 현상 발생
◦ 2009년 조선산업은 중소 조선사를 중심으로 심각한 부실상태에 빠지고 이를
조정하기 위한 긴급조치들이 취하여졌고, 이에 따라 조선산업 내 중소기업의
이익률은 급격하게 악화
◦ 부실상태에 빠진 국내 중소형 조선사들의 경쟁력 강화, 선주와 조선사들에
대한 금융지원, 중소 협력업체에 대한 네트워크대출의 규모 확대 등 조치

(3) 대기업과 1차 협력 기업 간 낙수효과 분석결과

□ 위탁 대기업의 성장이 협력 중소기업의 투자율 및 성장률에 미치는 파급효과, 즉
낙수효과의 발현 가능성 검토
 중소기업의 성장에 있어서 다른 기업과의 관계(inter-firm relationship)가 매우 중

요한 역할
◦ 부품구매자와 부품공급자로 수직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수직적인 기업 간 관
계가 중소기업의 성장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
◦ 수직적 관계에 있는 대기업은 사업기회를 확대하거나 기업의 능력을 개선하
도록 해 줌으로써 협력 중소기업의 성장을 촉진
 중소기업에 있어서 수요부족이 중요한 성장제약이 된다는 점에서 Harabi(2002)

는 ‘당해기업에 대한 높은 제품수요’가 협력 중소기업의 성장을 촉진시키는 주
요 요소라고 지적

□ 최근 대기업 성장 낙수효과 분석결과7)에 의하면, 자동차산업과 조선산업에서 활
동하고 있는 대기업의 성장은 당해기업의 1차 협력기업의 매출성장 및 투자율에
양의 영향을 주는 요인인 것으로 분석8)
7) 이병기(2012) 참조.
8) 박승록 · 최두열(2011)은 낙수효과가 존재할 것으로 기대되는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의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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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산업에 있어서나 조선산업에 있어서나 대기업의 성장은 협력기업의 매출

증가나 투자율 증가에 기여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을 제외하고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 표본만

을 가지고 분석한 결과, 여전히 대기업의 성장은 협력 중소기업의 투자를 증대
시키는 요인으로 분석됨.
 대기업의 성장의 현재 뿐만 아니라 전기의 성장률을 고려하여 추정하여도 전기

의 대기업 성장률은 현재의 협력 중소기업의 투자에 양의 영향을 주는 요인으
로 분석됨.

4. 정책대안
□ 지금까지 논의 결과에 의하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양극화 논쟁은 현실데이
터에 기초하지 않은 측면이 존재
 1990년대와 2000년대의 장기시계열 데이터 분석에 의하면 중소기업은 2000년

대에 1990년대보다 부가가치 비중이 증가하였으나, 임금 격차 확대 발생
 기업데이터에 근거한 수익률 분석에 따르면 대-중소기업 간 매출액 영업이익률

은 최근 가장 격차가 적은 상태
 자동차산업과 조선산업의 분석결과에 의해서도 위탁 대기업의 이익률이 협력

중소기업의 이윤율과 비슷한 수준이거나 일부 산업에서는 높은 상태
 더구나 자동차산업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대기업의 성과 개선에 따라 협력기

업의 경영성과가 개선되는 효과 발생

함수를 추정한 결과 기업집단 전체의 투자율 증가에만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계열기업 내에서
도 시차를 두고 나타나는 낙수효과가 거의 관찰되지 않았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처럼 대기업
투자가 중소기업의 당기 투자만을 증대시키고 시차적으로 투자증가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결과는 대기업 투자가 대기업집단 외의 중소기업 투자를 시차적으로 유발하는 낙수효과가 발
생한다기보다는 대기업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계열 중소기업의 경우에 한해서 상호협의
에 의해 모기업과 동시에 투자하는 현상으로 해석된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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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립산업을 대표하는 자동차산업과 조선산업에 있어서 대기업의 성장은 협력 중
소기업의 성장 및 투자율을 증대시키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현재의 연구결과는 위탁 대기업과 협력 중소기업 간의 파급효과를 나타내는 낙

수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실증적으로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
여주고 있음.

□ 따라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또 낙수효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가설에 근
거한 대기업 규제-중소기업 보호 중심의 동반성장 정책은 재고하는 것이 바람직함.
 동반성장지수 산정이나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와 같은 비대칭적인 기업정책이

지속 · 확대되는 것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현행 하도급법은 위탁 대기업과 수탁 협력기업 간 거래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

는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법제화하고 있기 때문에 하도급 거래관계의 본질인 계
약, 즉 기업 간에 체결된 계약이 잘 이행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줄 필요

□ 위탁 대기업과 협력기업 간에 거래관계의 크기를 확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 향상
 중소기업의 기술능력 배양을 위해 대-중소기업 간 기술협력 및 공동연구개발 활

성화,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이전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등 정책 노력이 필요
 독일과 일본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대등한 관계에서 거래하며 좋은 성과를 내는

것은 그에 걸맞은 기술력을 갖추었기 때문임.
□ 중소기업 R&D 투자 확대 및 M&A 활성화 등 중소기업의 건전성 회복과 경쟁력
향상을 가져올 수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
 부실 중소기업의 비중증가는 당해 산업 내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정상 중

소기업의 투자와 고용성장을 억제하는 역할을 함.
 중소기업의 영세화와 그에 따른 격심한 경쟁이 중소기업 간 이익률의 격차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며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2~3차 벤더로 갈수록 납품기업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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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열한 가격경쟁이 납품단가 인하를 유발
 중소기업의 낮은 납품단가 문제를 개선하고 납품기업 간의 가격경쟁을 완화하

려면 중소기업의 규모성장을 위한 적극적인 M&A 활성화 및 기술집약적 중견
기업 성장을 위한 정책추진 필요
 우리 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R&D 투자 증대와 중소기업의 영세성을

극복하기 위한 M&A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확대9)
□ 기업자율을 바탕으로 한 대-중소기업 간 및 중소기업 간 성과공유제도의 확산과
신뢰구축의 필요성
 성과공유제를 도입하고 있는 기업들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매우 높은 만족

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성과공유제도가 민간 부문에서 쉽게 안착될 수 있도록 하는 수·위탁기업 간 신

뢰구축에 노력해야 할 것임.

9) 독일의 중소기업은 시장에 대한 정의를 ‘좁고 깊게’ 하여 기업의 핵심역량을 집중하여 기술을
개발하였고 세계화 전략을 통해 규모의 경제 효과를 실현하고 있다. 독일과 일본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대등한 관계에서 거래하며 좋은 성과를 내는 것은 기술력을 갖추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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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2-1> 산업별·규모별 1인당 급여액
(단위: 백만 원)
산업분류

제조업

식료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

담배 제조업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68

종사자규모별
계
10~99
100~299
300인 이상
계
10~99
100~299
300인 이상
계
10~99
100~299
300인 이상
계
10~99
100~299
300인 이상
계
10~99
100~299
300인 이상
계
10~99
100~299
300인 이상
계
10~99
100~299
300인 이상
계
10~99
100~299
300인 이상
계
10~99
100~299
300인 이상
계
10~99
100~299
300인 이상
계
10~99
100~299
300인 이상
계
10~99
100~299
300인 이상
계
1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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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급여액
31.02
28.30
30.25
47.47
22.52
18.97
27.03
30.64
33.45
28.04
36.79
40.59
47.60
46.90
62.95
41.46
22.09
20.85
25.10
31.95
20.45
17.25
24.27
32.67
23.45
18.01
47.84
0.00
23.65
22.32
30.60
27.78
29.13
23.13
36.99
52.30
24.65
24.28
26.74
0.00
55.13
32.41
0.00
64.22
37.57
29.08
41.96
54.58
32.98
28.70

산업분류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종사자 규모별
100~299
300인 이상
계
고무제품 및
10~99
플라스틱제품
100~299
제조업
300인 이상
계
비금속 광물제품
10~99
100~299
제조업
300인 이상
계
10~99
1차 금속 제조업
100~299
300인 이상
계
금속가공제품
10~99
제조업; 기계 및
100~299
가구 제외
300인 이상
계
전자부품, 컴퓨터,
10~99
영상, 음향 및
100~299
통신장비 제조업
300인 이상
계
의료, 정밀,
10~99
광학기기 및 시계
100~299
제조업
300인 이상
계
10~99
전기장비 제조업
100~299
300인 이상
계
기타 기계 및 장비
10~99
100~299
제조업
300인 이상
계
자동차 및
10~99
100~299
트레일러 제조업
300인 이상
계
기타 운송장비
10~99
100~299
제조업
300인 이상
계
10~99
가구 제조업
100~299
300인 이상
계
10~99
기타 제품 제조업
100~299
300인 이상

1인당 급여액
33.10
47.28
25.98
22.28
27.33
40.54
29.21
24.93
32.69
41.11
37.17
27.52
34.96
53.29
25.69
23.06
30.97
41.37
35.10
22.86
26.71
42.56
25.32
23.33
27.07
35.14
28.32
22.88
29.26
40.69
28.88
25.92
31.60
42.30
38.64
22.40
30.51
54.07
45.94
26.76
28.77
62.92
25.09
21.12
30.04
0.00
21.42
20.53
25.34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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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종(한경연 연구위원)
<요 약>

정치권에서는 경제력집중 억제를 목적으로 기업집단 출자구조에 대한 규제
도입을 발표한 바 있다. 계열사 간 출자를 통해 가공자본과 소유지배 괴리를
발생시킴으로써 사익편취의 위험성이 존재한다는 주장에 따른 정책이다. 그러
나 기업집단 출자구조에 대한 오해로부터 유발된 측면이 강하다. 기업집단의
가공자본을 비교해보면 민간기업집단보다 가공자본비율이 높은 공기업집단이
존재하며, 이는 출자로 인한 가공자본의 형성이 의도적으로 투자자를 기만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시사한다. 지주회사체제 기업집단의
경우, 지주회사가 아닌 기업집단보다 가공자본비율이 높으며, 순환출자구조를
가진 기업집단보다 가공자본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순환출자구
조를 가진 기업집단이 순환출자를 통해 의도적으로 가공자본을 증대하고 있다
는 주장의 개연성이 낮음을 시사한다. 현실적 비교에서 순환출자구조를 가진
기업집단의 소유지배 괴리지표가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론
적으로 순환출자구조는 소유지배 괴리지표를 더 감소시키기도 한다. 순환출자
가 형성되면 고리형성 피출자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만 증가하는 반면, 순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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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고리 내 모든 계열사의 현금흐름권이 증대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을 근
거로 판단할 때, 기업집단 출자구조에 대한 일률적 규제를 적용하는 정책은 배
제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순환출자규제 도입 시 구조조정의 장애요인으로 작용
할 우려가 있으며, 규제순응을 위해 헐값매각으로 인한 소액주주 피해 가능성
이 존재한다. 충분한 검토 없이 졸속으로 법률을 제정하여 부작용을 유발하고
이를 수습하기 위해 후속 개정으로 재조정하였던 기존 관례를 되풀이하지 않
도록 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회사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부의 역할 강화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지해야한다. 출자구조 규제와 같은 일률적 규제로 기업집
단의 출자구조를 재단하려는 정책은 배제하고 기업 내 · 외부 견제시스템과 시
장규율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하고 보조하는 데 정책을 집중해
야 한다.

1. 출자구조 논의의 배경과 쟁점
(1) 기업집단 출자구조에 대한 부정적 인식

□ 기업집단이 출자구조를 이용하여 규모를 확장해 가면서 지배주주가 외부투자자
의 이익을 편취한다는 부정적 인식이 증대
□ 한국에서는 출자구조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증가되면서 정치권에서 이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
 한국에서는 외환위기 이후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며, 특히 기업

집단의 소유지배구조에 대해 주목
 이는 외환위기의 원인을 정부의 금융정책과 제도가 아니라 기업집단의 지배구

조에서 찾으려 했던 시각이 있었기 때문임.
 외환위기 이후 대규모 기업집단의 우수한 기업성과가 증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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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기업집단의 출자구조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

(2) 출자구조의 비판대상
1) 가공자본 형성을 통한 자본규모 왜곡

□ 계열사 간 출자를 통해 가공자본이 증가되므로 외부투자자들은 실제 자본규모보
다 과도한 기업집단의 자본규모에 현혹될 위험에 노출된다고 비판
 특히 기업집단은 상호출자와 동일한 효과를 갖는 순환출자를 통해 가공자본을

용이하게 형성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의혹 제기
 가공자본 형성을 통한 자본규모 왜곡을 억제하기 위해 규제의 필요성 제기

2) 소유-지배 괴리를 통한 지배주주의 사익편취 가능성

□ 지배주주가 적은 지분만을 보유하고도 계열사 전체를 통제함으로써 지배주주에
게 이익이 되는 거래를 조장하여 외부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다고 비판
 이러한 인식에 따라 소유지배 괴리지표가 낮을수록(높을수록) 계열사의 이익(손
실)이 증가된다는 주장이 제기

 소유지배 괴리지표가 높은 기업집단에 대해 규제를 통해 출자구조의 확장을 억

제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대두

(3) 출자구조 규제에 대한 정치권의 논의

□ 기업집단의 출자구조에 대한 규제는 정부와 정당별로 입장에 차이가 있음.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의 경우 대규모 기업집단에 대한 출자구조 제한규제를

도입할 의사에 대해서는 현재 발표하지 않았음.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은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 순환출자금지, 지주회사 요

건 강화 등 대기업집단의 출자구조를 제한하는 정책의 도입을 공약으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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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소유출자구조에 대한 정당별 총선공약 규제 내용 비교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출자구조에 대한 특정 규제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
○출자총액제한 부활
는 배제
- 10대 기업집단 모든 계열사의 - 한도 25%
출자총액을 순자산의 30%로 - 예외인정범위 축소
제한, 3년간 유예
- 지정기준을 10조 원 이상
에서 단계적으로 하향화
○순환출자금지
○순환형 출자금지
- 신규순환출자금지, 기존 순환 - 순환출자 전면 금지
출자는 3년간 유예
- 유예기간 후 의결권 제한, 미
해소 시 공공발주사업 참여
시 불이익 부여
○지주회사 요건 강화
○지주회사 요건 강화
- 부채비율을 현행 200%에서 - 부채비율을 현행 200%에
100%로 감축
서 100%로 감축
- 자회사와 손자회사의 지분 보 - 자회사와 손자회사 지분의
유한도를 40%(상장사 20%)
보유한도를 40%(상장사
에서 50%(상장사 30%)로 상
20%)에서
80%(상장사
향 조정
40%)로 상향조정
- 유예기간 후 의결권 제한, 미
해소 시 공공발주사업 참여시
불이익 부여
○금산분리 강화
○금산분리 강화
- 은행지분 취득 한도를 축소 - 은행지분 취득 한도를 축
소(9%→4%)
(9%→4%)
- 계열사분리청구제도
- 계열사분리청구제도

(4) 연구의 목적과 구성

□ 본 연구는 대규모 기업집단 출자구조에 대해 설명하고 이에 대한 올바른 정책과
제를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음.
 먼저, 출자구조의 형성과정과 주주갈등의 문제해소 과정을 검토
 한국 대규모 기업집단 관련 자료 중 가공자본과 소유지배 괴리지표를 계산하여

출자구조의 실상을 파악하고 본질에 대해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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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작성에 대해서는 부록의 A1 참조
 일괄적 규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부가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를 제시

2. 출자구조의 실상과 규제의 문제점
(1) 출자구조의 발전과정과 회사법 영역 내 문제해소의 중요성
1) 사업다각화와 출자구조의 확장

□ 기업집단이 급속한 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던 계기는 정부의 중화학공업육성정책
이었으며, 부족한 금융재원을 지원받기 위해 정책에 순응하는 과정에서 기업집
단은 확장성을 수익성보다 우선시했음.
 결과적으로 대규모 기업집단의 이러한 경영활동 성향이 외환위기 이전까지 계

열사의 열악한 수익성으로 연결

□ 1970년대 말부터 기업집단에서는 지배주주의 소유지분보다 계열사의 소유지분
이 더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었는데, 이러한 현상은 기업집단의 규모별로
차이1)
 1970년대 5대 그룹의 경우 지배주주의 지분보다 계열사 지분이 더 높았으나, 6

대 이하 30대 그룹에서는 계열사 지분보다 지배주주의 지분이 높았으며,2) 이러
한 현상은 1990년대에도 나타났음.

1) 구체적 지표에 대해서는 부록의 <부표 3-2> 참조.
2) 1970년대를 살펴보면, 자산규모 순위로 5대 그룹의 경우 평균적인 지배주주(자연인)의 소유지
분율이 19.8%였으나, 6위 이하의 30대 그룹의 경우 지배주주의 평균 소유지분율이 29.3%로서
10% 정도 더 높았다. 반면, 1970년대 계열사의 출자지분은 5대 그룹의 경우 평균치가 17.6%
였으나, 6위 이하 30대 기업집단의 경우 8.1%로 10% 정도 더 낮았다. 이러한 현상은 1990년
대에도 나타났는데, 5대 그룹의 경우 지배주주의 평균지분(6.9%)이 6위 이하 30대 그룹의 평
균지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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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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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1970년대 30대 기업집단 상장회사 진출 업종 수와 계열사 출자지분율의 관계

자료: 김현종(2012), p.81의 <그림 3> 인용

<그림 3-2> 1990년대 30대 기업집단 상장회사 진출 업종 수와 계열사 출자지분율의 관계

자료: 김현종(2012), p.81의 <그림 4>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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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익성 추구와 사업다각화·출자구조의 특성 변화

가. 외환위기 이후 수익성의 중요성

□ 한국 대규모 기업집단의 상장 계열사는 영업수익률 측면에서 외환위기 이전에
비대규모 기업집단 계열사에 비해 낮았던 것이 사실이지만 외환위기를 전후로
하여 유사한 수준을 유지
 외환위기 이후 대기업집단 상장계열사의 자산대비 영업이익률이 평균적으로 약

6% 정도의 수익률을 유지하고 있는 데 비해 비대규모 기업집단의 영업이익률은
외한위기 이전 8% 이상이었으나 위기 이후 6% 미만으로 감소
 이러한 비교를 통해 대규모 기업집단의 계열사가 외환위기를 전후하여 영업이

익률에 큰 변화가 나타난 것은 아님을 알 수 있으며, 이는 본연의 사업에서는
수익률이 유지되고 있었음을 의미

□ 외환위기를 전후로 영업이익률은 유지됐으나, 외환위기 이전에 상대적으로 낮았
던 대규모 기업집단의 경상수익률이 외환위기 이후 급속히 증가된 원인은 외환
위기 이후 금융시장이 재원배분을 시장기능에 따라 수행하게 됐음을 의미
 외환위기 이후 기업집단 계열사들이 본연의 사업영역뿐 아니라 출자에 따른 수

익성을 고려하게 됐음을 의미

□ 외환위기 이전에 수익성을 고려하지 못한 채 사업다각화를 추진했던 기업집단은
외환위기 이후 판단되는 과정을 경험
 황인학(1999)는 회귀분석 결과, 외환위기 이후 부실처리된 그룹의 경우 과잉 다

각화가 경영실패의 원인이었다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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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상장기업 자산대비 영업이익률 추이 비교
(단위: %)

<그림 3-4> 상장기업 자산대비 경상이익률 추이 비교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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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관련다각화의 증대

□ 외환위기 이후의 이러한 변화는 관련다각화와 전문계열사에 대한 출자를 증진하
는 성향을 보여줌.
 2000년도와 비교하여 한국의 2010년 현재 30대 기업집단의 계열사 수와 영위

업종 수가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2010년 현재 업종전문화 지표가 2000년대
에 비해 더 증대
◦ 장지상 ‧ 이근기(2011)는 대기업집단의 특화율(총매출액 대비 1대, 3대 업종 매출
액의 점유 비중) 추이가 2000년대 중반까지 급상승하여 60%에 이르렀으며,

2000년대 후반에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
◦ 엔트로피 지수로 계산한 결과3)에서도 평균 총 다각화지수는 2000년대 후반
에 4대 그룹 및 20대 그룹의 경우 모두 2000년대 전반과 사이로 비슷한 수
준을 유지

다. 외환위기 이후 변화 요인

□ 회사법 개정을 통한 자본시장의 영향 증대와 정부개입 성향의 감소가 수익성 추
구에 대한 기업집단의 관점을 전환시켜 출자구조에도 영향을 주었음.
 과거 기업집단이 수익성을 도외시하거나 소액주주를 무시해서 주주 간 갈등을

유발했던 것이 아니라 기업집단 성장에 있어서 수익성 추구, 외부투자자 중심의
경영전략이 덜 중요한 요인이었기 때문으로 이해해야
 자본시장의 위상 제고가 대기업집단의 사업다각화를 전문화된 분야로 집중하도

록 유도했으며, 계열사에 대한 출자의 수익성을 고려하도록 만들었으며,
 외환위기 이전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모두 고려하도록 하였던 정부개입 성향이

감소됨으로써 대기업집단 내에 주주가치 극대화를 기업지배구조상 중요한 가치
3) 엔트로피 지수 값은 1개 업종에 전문화되어 있을수록 0에 가까우며 진출 업종의 다각화가 진전
될수록 지수의 값이 커짐. K개 업종에 진출하여 매출액이 균등할 경우 지수 값은 ln(K)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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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외환위기 이후 기업지배구조 및 경영투명성 관련 제도 개선내용
구분
주요 내용(관련 법령 및 조항)
지배주주의 ◦ 대주주 이사등재, 이사의 충실의무(상법 §382의3)
경영책임 ◦ 업무집행 지시자를 사실상 이사로 규정(상법 §401의2)
강화
◦ 회사 정리 원인제공 주주의 주식소각(회사정리법)
◦ 자본금의 10% 이상을 타 회사에 출자 또는 채무보증 시 공시(증권거래
법 §186, 상장법인 등의 경영사항 신고규정 §4)
◦ 내부거래는 리사회 의결 후 공시(공정거래법 §11의2)
◦ 유가증권 신고 시 예측정보 공시(증권거래법 §8 ②)
공시
◦ 분기보고서제도 도입(증권거래법 §186의3)
◦ 전자공시제도 도입(증권거래법 §194의2)
◦ 공시의무 위반 시 제재 강화(증권거래법 §206의11, §210)
◦ 공정공시제도(주요 경영정보를 거래소 등을 통해 포괄적으로 공개)
◦ 공시서류 등에 대한 최고경영자 등의 인증 의무화
◦ 사외이사제도 도입(증권거래법 §191의16)
— 이사회의 4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
— 대형 상장법인(자산 2조 원 이상)은 2분의 1 이상
◦ 자산 2조 원 이상 대형 상장법인의 감사위원회 설치의무화(증권거래법
내부
§191의17)
통제
◦ 외부감사인 선임위원회 구성(외감법 §4)
◦ 감사인, 회계관계인 책임 강화(외감법 §19, §20)
◦ 사외이사로 감사위원회 구성(증권거래법 §191의17)
◦ 외부감사인의 주기적 교체(6년) 의무화
◦소수주주권 강화(상법 §363의2, 증권거래법 §191의3)
— 주주대표 소송 제기권, 주주 열람권, 주주제안권 소수주주권 행사요건
견
주주
완화
제
◦이사 선임 시 집중투표제 도입(상법 §382의2)
장
◦증권집단소송제 도입(증권관련집단소송법)
치
◦ 30대 그룹 결합재무제표 작성(외감법 §1의3)
회계
◦감사인 등 회계법인의 부실회계 책임(외감법 §16, §17)
제도
◦회계관계인의 민 ‧ 형사 책임 강화
외국인 ◦적대적 M&A 허용(외국인투자법 §8의2)
투자자 ◦의무공개 매수제 폐지(증권거래법 §21의2)
◦제2금융기관 지배구조 개선(증권거래법, 보험업법 등)
금융
— 사외이사 선임의무는 대형상장사와 동일
기관
— 소수주주권 요건은 상장법인의 2분의 1 수준
—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화
기관 ◦기관투자가, 우리사주조합의 의결권 행사 허용(증권투자신탁업법 §25, 증
투자자
권투자회사법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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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1998. 2.
1998. 12.
1998. 12.
1998. 4.
1999. 12.
1999. 2.
1999. 2.
1998. 1.
2000. 1.
2002. 11.
2004. 4.
1999. 12.

2000. 1.
1998. 1.
1998. 1.
2000. 1.
2004. 4.
1998. 12.

2004.
1998.
1998.
1998.
1998.
1998.

1.
1.
1.
1.
2.
2.

2000. 1.

1998. 8.

로 수용할 수 있는 여지가 마련됐음.
 상법개정이 일부 부작용을 유발하는 등 성공적이었다고만 평가할 수는 없지만

기업지배구조의 개선과 자본시장의 역할증대에 기여한 것은 사실
(2) 출자구조와 가공자본

□ 김진방(2005)은 가공자본이 기업집단 내 출자관계에서 형성된다고 보고 한 기업
집단 내 가공자본은 계열사 자본총계의 총합과 결합재무제표상의 자본총계(이하
실질자본) 간의 차이라고 설명4)

 가공자본에 대한 일치된 정의는 없으며, 본 연구는 김진방(2005)의 정의를 이용

1) 가공자본에 대한 오해와 실상

가. 그룹규모-계열사 수와 가공자본

□ 기업집단의 자산규모가 크거나 계열사 수가 증가해도 가공자본비율은 낮을 수
있음.5)
 오랜 역사를 가지면서 계열사 수가 많은 4대 그룹의 경우 가공자본비율이 높게

나타날 수는 있으나,
 현실에서는 4대 그룹보다 5~10대 그룹의 가공자본비율이 높은 것처럼 자산규

모가 높거나 계열사 수가 높다고 해서 가공자본비율이 반드시 비례하여 높은
것은 아님.

4) 김진방(2005)은  개의 계열사를 보유한 민간기업집단의 가공자본을





 

 

    

로 정의하였다.

여기서  는 계열사 의 자본총계이며  는 계열사 에 대한 계열사 소유지분을 나타낸다. 김
진방은 이렇게 정의된 가공자본은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사라지게 된다고 설명하였다. 김
진방, 재벌의 소유구조, 나남출판, 2005, pp.40-45 참조.
5) 2010년 3월 말 현재 지표에 대해 부록의 <부표 3-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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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2011년 기업집단별 가공자본비율(2011년 3월 말 현재)
기업집단명

규모별
분류

가공자본비율

계열회사 수

4대 그룹 평균

39.7

71.5

5~10대 그룹 평균

45.5

42.2

11~20대 그룹 평균

33.3

25.5

21대 이하 그룹 평균

36.7

24.1

전체 평균

37.6

33.8

주: 롯데그룹은 일본 계열사와의 출자관계가 없어 정확한 지표 작성이 어려워 제외
자료: 지배주주의 소유지분 및 계열사 출자행렬은 공정거래위원회의 2011년 4월 기준 발표자료 이용

<표 3-4> 한국전력 기업집단의 가공자본 규모(2011년 3월 말 현재)
(단위: 원)
구분

자본총계와 자본금중
최댓값( )

가공자본



 


 

가로림조력발전(주)

36,150,000,000

17,713,500,000

대구그린파워주식회사

15,000,000,000

6,150,000,000

한국남동발전(주)

2,406,130,000,000

2,406,130,000,000

한국남부발전(주)

2,672,797,000,000

2,672,797,000,000

한국동서발전(주)

2,749,692,000,000

2,749,692,000,000

500,000,000

270,000,000

한국서부발전(주)

2,566,788,000,000

2,566,788,000,000

한국수력원자력(주)

14,846,240,000,000

14,846,240,000,000

한국전력공사*

41,047,140,000,000

1,210,890,630,000

한국전력기술(주)

419,598,000,000

327,034,681,200

한국중부발전(주)

2,578,332,000,000

2,578,332,000,000

한전원자력연료(주)

262,316,000,000

252,767,697,600

한전케이디엔(주)

264,222,000,000

264,222,000,000

한전케이피에스(주)

520,865,000,000

390,648,750,000

70,385,770,000,000

30,289,676,258,800

한국발전기술주식회사

합계

주: * 한국전력공사의 경우 전술한 계산방식에 따라 자사주(   )가 가공자본으로 산정됨.
자료: 자본총계와 자본금, 계열사 출자행렬은 공정거래위원회의 2011년 4월 기준 발표자료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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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기업집단과 가공자본

□ 민간기업집단보다 가공자본비율이 높은 공기업집단이 존재
 공기업집단의 경우 출자구조가 총수가 있는 민간기업집단보다 단순하여 가공자

본비율이 더 낮을 것으로 오인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공기업집단도 존재

□ 공기업집단인 2011년 3월 말 현재 한국전력그룹의 경우 가공자본비율이 43%로
서 총수가 있는 민간기업집단 평균 가공자본비율인 37.6%를 상회
 한국전력그룹의 재무제표상 계열사 자산규모는 총합 70조 원이며, 이 중 30조

원이 가공자본으로 계산됐음.

□ 이는 2011년 3월 말 현재 총수가 있는 민간기업집단의 가공자본비율 평균치인
37.6%는 물론 4대 그룹의 가공자본비율인 39.7%를 상회하는 수준

다. 지주회사구조와 가공자본

□ 지주회사체제의 기업집단이 지주회사가 아닌 기업집단보다 가공자본비율이 높음
 지주회사체제는 출자구조가 단순하여 투명성이 높아 가공자본비율이 지주회사
<표 3-5> 2011년 기업집단별 가공자본비율(2011년 3월 말 현재)
기업집단명

가공자본비율

계열회사 수

지주회사
여부

지주회사그룹

41.9

42.9

지주회사가 아닌 그룹

35.4

29.1

순환출자
여부

순환출자 그룹

37.7

36.7

순환출자가 아닌 그룹

37.6

32.7

전체 평균

37.6

33.8

주: 롯데그룹은 일본 계열사와의 출자관계가 없어 정확한 지표 작성이 어려워 제외
자료: 지배주주의 소유지분 및 계열사 출자행렬은 공정거래위원회의 2011년 4월 기준 발표자료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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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아닌 기업집단보다 높을 것으로 오인할 수 있으나, 현실은 정반대
 2011년 3월 말 현재 지주회사 그룹의 가공자본비율 평균치가 지주회사가 아닌

그룹의 가공자본비율 평균치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2010년 3월 말을 기준
으로 해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6)

라. 순환출자구조와 가공자본

□ 순환출자구조가 있는 기업집단의 경우 지주회사 기업집단보다 가공자본비율이
낮게 나타났음.
 2011년 3월 말 현재 순환출자 그룹의 가공자본비율 평균치는 37.7%로서 지주

회사 그룹의 가공자본비율 평균치인 41.9%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현상
은 2010년 3월 말을 기준한 자료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음.
 순환출자구조를 가진 기업집단은 출자구조가 복잡하고 의도적으로 가공자본비

율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되고 있으나, 현실에서는 지주회사 그룹보다 더
낮은 가공자본비율을 기록

□ 순환출자구조의 기업집단의 경우 순환출자구조가 없는 기업집단의 가공자본비
율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
 2011년 3월 말 현재 순환출자 그룹의 가공자본비율 평균치 37.7%는 순환출자

구조가 없는 그룹의 가공자본비율 평균치인 37.6%와 거의 유사
 2010년 3월 말의 경우에는 순환출자 그룹의 가공자본비율 평균치(37.0%)보다 순

환출자구조가 없는 그룹의 가공자본비율 평균치(38.3%)가 오히려 더 높았음.

6) 2010년 3월 말 기준 지표는 부록의 <부표 3-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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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자구조와 가공자본 간 관계

가. 가공자본의 형성원인

□ 가공자본이 형성되는 원인은 계열사에 대한 대규모 출자에 있으며, 외부자본의
유입 없이 출자가 이루어질 경우 가공자본비율은 증대
 기업집단 내 계열사가 다른 대형 계열사에 출자하고 그 출자지분의 대부분을

소유할 경우 외형상 기업집단 자본에서 점유하는 계열사 간 출자자본규모(가공
자본규모)는 증가될 수밖에 없음.

 이러한 이유로 자회사, 손자회사 등에 대한 소유지분 하한선이 규정돼 있는 지

주회사체제의 기업집단에서는 가공자본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마찬가지로 대형 계열사의 주식지분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전력기업집단

의 가공자본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것임.
◦ 대형 계열사가 없는 공기업집단의 경우에는 가공자본비율이 낮게 나타남.
◦ 일례로 대형 계열사가 없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기업집단의 경우 가공자본비
율이 0.15%로서 1%에도 못 미쳤음.

□ 한국전력그룹의 가공자본비율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지만, 이는 의도적으로 투
자자를 기만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한 것은 아님.
 전술한 설명과 같이 한국전력공사그룹의 경우 대형 계열사의 출자지분을 대규

모로 보유하면서 나타난 현상에 불과하며,
 기업집단이 의도적으로 가공자본을 증대시킨 것은 아니라는 사실에 유념해야

나. 출자구조와 가공자본에 대한 시사점

□ 순환출자구조를 가진 기업집단이 순환출자를 통해 의도적으로 가공자본을 증대
하고 있다는 주장의 개연성은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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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환출자구조는 계열사 간 환상형 출자를 통해 상호출자와 동일한 효과를 유발

하므로 기업집단이 의도적으로 가공자본을 증대시키기 위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고 우려돼 왔으나,
 현실에서는 순환출자구조를 가진 기업집단의 가공자본비율은 일반 기업집단은

물론 지주회사체제의 기업집단보다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 출자구조가 상대적으로 단순한 공기업집단이나 지주회사 그룹의 가공자본비율
이 지주회사가 아닌 기업집단이나 순환출자구조를 가진 기업집단의 경우보다 높
다는 사실은 가공자본이 출자구조의 단순성과는 연관관계가 낮다는 사실을 의미
 순환출자구조 기업집단의 경우 환상형 출자고리에 속한 계열사가 다른 대형 계

열사에 대해 대규모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면 가공자본비율은 높게 나타나야 하
지만, 실증결과는 그렇지 못했음.
 이는 환상형 출자고리 속 계열사 간 출자지분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사실을 의

미하며, 비판으로 제기되고 있는 의도적 순환고리 증폭 주장과는 관련이 낮다는
사실을 의미7)

(3) 출자구조와 소유지배 괴리지표
1) 출자구조와 소유지배 괴리지표 간 관계

가. 기업집단 규모와 소유지배 괴리지표

□ 자산규모가 크고 계열사 수가 많은 상위 기업집단일수록 높은 소유지배 괴리지
표 기록
 장기간에 걸쳐 사업다각화를 실시하면서 출자구조가 가장 확장된 4대 그룹의
7) 이를 이론적으로 설명하자면, 계열사  가 계열사  에 출자하고 계열사  가 계열사  에 출
자하며, 다시 계열사  가 계열사  에 출자하는 경우 각각의 출자지분   ,   ,   가 적어
순환출자구조를 가진 기업집단의 가공자본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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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소유지배 괴리지표가 크게 나타남.
 이는 2011년 및 2010년에 대해 모두 나타난 현상8)
<표 3-6> 2011년 기업집단별 소유지배 괴리지표(2011년 3월 말 현재)
D1(소유지배
괴리도)

D2(의결권
승수)

D3

계열
회사 수

4대 그룹 평균

30.1

5.88

0.659

71.5

5~10대 그룹 평균

29.0

4.19

0.524

42.2

11~20대 그룹 평균

17.9

2.49

0.330

25.5

21대 이하 그룹 평균

17.6

1.85

0.291

24.1

전체 평균

21.4

2.99

0.393

33.8

기업집단명

규모별
분류

주: 롯데그룹은 일본 계열사와의 출자관계가 없어 정확한 지표 작성이 어려워 제외
자료: 지배주주의 소유지분 및 계열사 출자행렬은 공정거래위원회의 2011년 4월 기준 발표자료
이용

나. 지주회사구조 기업집단의 소유지배 괴리지표

□ 지주회사구조의 기업집단은 지주회사구조가 아닌 기업집단에 비해 소유지배 괴
리지표가 낮게 나타남.
 이는 2011년 및 2010년에 대해 모두 나타난 현상

□ 지주회사구조에서는 자회사(손자회사)에 대한 지주회사(자회사)의 출자지분이 지주
회사가 아닌 출자구조의 기업집단 경우보다 높아 지배주주의 실질소유권이 상대
적으로 더 증가
 지주회사의 경우, 자회사 · 손자회사에 대한 소유규제가 있을 뿐 아니라 법인세

상의 배당수익 익금불산입 혜택이 있어 일반기업집단에 비해 계열사 출자지분
이 높음.

8) 2010년 3월 말 기준 지표는 부록의 <부표 3-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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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 2011년 기업집단별 소유지배 괴리지표(2011년 3월 말 현재)
D1(소유지배
괴리도)

D2(의결권
승수)

D3

계열
회사 수

지주회사그룹

20.6

2.27

0.363

42.9

지주회사가 아닌 그룹

21.8

3.37

0.409

29.1

순환출자 그룹

25.2

3.92

0.528

36.7

순환출자가 아닌 그룹

19.9

2.63

0.340

32.7

순환출자 그룹

30.4

5.26

0.631

50.5

순환출자가 아닌 그룹

28.7

4.61

0.543

56.2

순환출자 그룹

24.7

4.30

0.535

39.0

순환출자가 아닌 그룹

23.1

3.35

0.411

40.1

21.4

2.99

0.393

33.8

기업집단명

지주회사 여부
순환출자 여부
순환출자 여부
(10대 그룹)
순환출자 여부
(20대 그룹)

전체 평균

주: 롯데그룹은 일본 계열사와의 출자관계가 없어 정확한 지표 작성이 어려워 제외
자료: 지배주주의 소유지분 및 계열사 출자행렬은 공정거래위원회의 2011년 4월 기준 발표자료
이용

다. 순환출자구조 기업집단의 소유지배 괴리지표

□ 순환출자구조의 기업집단은 순환출자구조가 없는 기업집단에 비해 소유지배 괴
리지표가 높게 나타남.
 이는 2011년 및 2010년에 대해 모두 나타난 현상9)

□ 기업집단이 순환출자구조를 선택하는 이유는 지배주주가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을
확보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계열사의 출자를 활용하는 데 있으며, 따라서 순환출
자구조를 가진 기업집단의 소유지배 괴리지표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것임.

9) 2010년 3월 말 기준 지표는 부록의 <부표 3-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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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유지배 괴리지표를 증대시키는 원인

□ 기업집단 내 핵심 출자구조 내 계열사 간 출자지분이 감소하면 소유지배 괴리지
표가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남.10)

□ 4대 그룹 등 자산규모가 높고 계열사 수가 많은 기업집단의 경우 핵심 출자구조
내 계열사 간 출자지분이 낮아 소유지배 괴리지표가 높게 나타남.
 일반적으로 기업집단 내 캐시카우(cash cow) 역할을 담당하는 주요 계열사가 해

당 기업집단의 핵심 출자구조를 담당하는데,
 주요 계열사들은 대부분 상장기업이며 기업연수가 높아 내부지분율이 낮은 것

이 현실

3) 순환출자가 소유지배 괴리지표에 미치는 영향 설명

가. 이론적 설명

□ 현실적 비교에서 순환출자구조를 가진 기업집단의 소유지배 괴리지표가 상대적
으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론적으로 순환출자구조는 소유지배 괴리지
표를 더 감소시키기도 함.

□ 김현종(2010)은 일정조건에 해당하는 순환출자구조는 해당 기업집단의 소유지배
괴리지표를 감소시킴을 이론적으로 증명11)
10) 이를 이론적으로 설명하자면, 총수 가족이 계열사  의 지배주주이고 계열사  가 계열사 
에 출자하고 다시 계열사  가 계열사  에 출자하고 있는 경우 상위 출자구조에 해당하는
계열사  에 대한 계열사  의 출자지분율  가 감소할 경우 계열사  에 대한 총수 가족의
소유권은 감소한다. 반면, 계열사  에 대한 계열사  의 출자지분율인  가 변하지 않으면
계열사  에 대한 지배권(의결권)이 유지된다면, 상위 출자구조에서의 출자지분율 감소에 비
해 하위 출자구조에서는 출자지분이 유지되므로 소유지배 괴리지표가 증대되는 현상이 발생
11) 김현종(2010)의 Lemma 1과 Lemma 2의 조건에 대해서는 부록의 A2 참조.

제3장 대기업집단 출자구조 규제에 대한 논의와 정책방향

87

 순환출자가 형성되면 고리형성 피출자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만 증가하는 반면,

순환출자고리 내 모든 계열사의 현금흐름권이 증대되므로 이와 같은 현상이 나
타나는 것임.

순환출자가 형성되어도 소유지배 괴리지표가 감소되는 사례

□ 수치로 예를 들면, 기업1, 기업2, 기업3에 대한 지배주주의 지분을 각각 80%,
50%, 10%라고 하고 자본총계를 각각 100, 500, 1000이라고 가정12)
 기업1이 보유한 기업2의 지분율을 30%, 기업2가 기업3의 주식을 보유한 지

분율을 30%라고 가정
 기업 1, 2, 3이 소속된 기업집단의 출자구조는 순환출자가 없는 일직선상의

출자구조를 형성
 만약 기업3이 기업1의 주식 1%만큼 출자하게 된다면, 기업1→기업2→기업3

→기업1로 이어지는 순환고리 형태의 출자구조가 형성
<기업집단의 계열사 출자구조>

□ 아래와 같이  값이 영(0)이어서 비순환구조일 경우와  값이 1%여서 순환
출자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경우 두 가지에 대해 비교한 결과, 순환출자고리의
형성으로 괴리도와 의결권 승수가 모두 증가한 사례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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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환출자구조가 형성되면 고리형태의 피출자기업인 기업1의 괴리도와 의결

권 승수는 증가하는 반면에 기업2와 기업3의 소유지배 괴리지표들은 감소
 이 사례의 경우 기업집단 전체의 괴리도()와 의결권 승수()가 모두 감소
< 순환출자 형성에 따른 소유지배 괴리지표의 변화 사례>
실질소유권
xi

의결권
yi

괴리도
d1i

의결권 승수
d2i

기업1

80.00%

80%

0.00%

1.0000배

기업2

74.00%

80%

6.00%

1.0811배

기업3

32.20%

40%

7.80%

1.2422배

기업1
순환출자구
조
기업2
S13=1%
기업3

80.32%

81%

0.68%

1.0084배

74.10%

80%

5.90%

1.0797배

32.23%

40%

7.77%

1.2411배

구분

비순환
출자구조
S13=0%

기업집단 기업집단
괴리도 의결권 승수
D1
D2

6.75%

1.1767배

6.74%

1.1761배

자료: 김현종(2010)

나. 기업집단의 순환출자구조 형성 원인
□ 현실에서 기업집단이 순환출자구조를 형성하는 원인은 소유지배 괴리지표를 증
대시키기 위한 목적도 아니며, 가공자본을 형성하기 위한 목적이 아님.
 일반적으로 경영권 확보를 위해 하는 경우이거나 지주회사격 비상장계열사를

보호하는 목적의 경우가 대부분
 거대 기업집단이 소규모 그룹으로 분리되면서 나타났거나 비상장 회사에 대한

출자구조의 변화로 나타났음.

12) 이러한 사례는 기업집단의 출자구조에서 지배주주의 지분이 높은 계열사는 자산규모가 적은
반면, 이 계열사로부터 출자를 받는 계열사나 이 피출자 계열사로부터 다시 출자받은 계열사
로 갈수록 자산규모가 커지는 대신 총수의 지분이 감소하는 현상을 반영한 설정이라고 하겠
다. 예를 들어, 삼성그룹의 경우 계열사 간 출자구조는 에버랜드→삼성생명→삼성전자로 연
결되어 있다. 그리고 지배주주의 지분은 에버랜드>삼성생명>삼성전자인 반면, 기업규모는 에
버랜드<삼성생명<삼성전자인 관계에 있다. 여기서 예시하는 사례는 현실적인 관계를 고려하
여 제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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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유지배 괴리지표와 기업가치 간 관계

□ 소유지배 괴리지표가 높을수록 기업가치가 감소한다는 주장은 지배주주의 사익
편취와 관련돼 있는 논쟁이지만, 실증연구는 다양한 결과를 제시
 Claessens, Djankov, Fan & Lang(2000)은 동남아 9개국을 대상으로 실증분석

한 결과, 기업의 소유지분은 경영성과에 음(-)의 영향을 준 반면에 정부의 소유
지분은 양(+)의 효과를 발휘하였다고 발표
 Lemmon & Lins(2003)는 의결권 승수가 증가할수록 누적주식수익률에 부정적

인 영향을 주었다고 밝힘.
 그러나 Mitton(2002)은 의결권 승수가 누적주식수익률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발표

□ 한국 기업집단 연구의 경우에도 선행연구들은 다양한 실증결과를 제시
 외환위기 이전의 대규모 기업집단을 대상으로 분석한 Joh(2003)는 소유지배 괴

리지표가 증가하면 기업집단 계열사의 성과가 악화됐다고 보고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의 기업집단 계열사를 분석한 강원 ‧ 신현한 ‧ 장진호(2005)

및 김현종(2006B)은 그러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지적

□ 다양한 실증결과처럼 일률적으로 소유지배 괴리지표가 높은 기업집단에 대해 문
제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유념해야
 과거 소유지배 괴리지표가 높은 기업집단의 계열사에서 턴널링 의혹이 있는 사

건들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일례에 불과할 뿐 보편적 사실이 아님을 인지해야

5) 출자구조에 미치는 다양한 요인

□ 부적절한 제도를 도입할 경우 오히려 부정적 효과를 유발할 수 있어 기업집단의
출자구조 형성원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
 기업집단이 출자구조를 형성하여 계열사를 확장하는 원인으로 ① 금융시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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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도, ② 위험분산과 조직구조론 ③ 제도적 요인 등 다양

□ 지배주주의 현금흐름권과 의결권 차이를 지배주주-소액주주 간 대리인 문제의
척도로 보고 이 지표를 잣대로 규제를 적용하는 정책은 일률적인 판단에 따른 부
적절한 정책

가. 금융시장의 성장도

□ 금융시장이 발달하지 못하였고 기업내부정보와 외부정보 간의 차이가 있어 투자
를 위한 충분한 재원조달이 곤란할 경우 기업집단은 계열사 간 출자를 통해 재원
을 확보
 기업집단이 투자의 재원조달에 한계에 직면할 경우 계열사가 일부재원을 내부

출자로 투자하고 기업집단의 명성을 이용하여 나머지 외부출자를 유도함으로써
피출자 계열사의 투자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13)
◦ 한국 기업집단의 초기 확장과정에는 이러한 목적의 출자가 계열사 투자재원
확보에 활용

나. 위험분산과 조직구조론
□ 신규사업의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해 신규 계열사 설립형태로 위험도가 있는 사
업을 시작하면서 부분출자하고 외부투자자로부터 지분 투자를 획득
 경영권 확보 및 위험분산이 가능해지는 출자구조 형성

□ 신흥공업국에서는 기업집단의 구조가 사업부형태보다 기업별 조직으로 운영되
13) Bank & Cheffins(2010)는 미국은 자본시장이 발전돼 있던 국가였기 때문에 대기업이 피라미
드 출자구조를 형성하지 않았으나, 지역기반의 전력기업(utility company)은 금융시장으로부
터 재원조달이 곤란하여 유독 피라미드 구조를 형성했다고 설명. Bank & Cheffins(2010),
p.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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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성향이 강함.14)
 이러한 구조는 민영화, 다각화, 금융제도 등 과거 발전과정에서 형성된 것으로

서 경로의존성이 높기 때문에 전환이 용이하지 않음.

다. 제도적 요인: 노동규제

□ 기업집단의 출자구조는 규제, 조세제도, 정부의 개입 성향, 국민의 정치성향 등
법제도뿐 아니라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국가별로 차이가 나타
나므로 제도적 영향요인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적절한 설명이 가능해짐.

□ 한국에서 기업집단이 별도 법인 체제로 사업을 운영하는 설명요인으로서 과도한
고용보호규정도 고려 대상이 되어야 할 요인
 고용규제가 강한 한국에서는 노동자보호 조항이 약한 영미국가에 비해 별도 계

열사를 통한 사업조직 운영 유인이 높음.
◦ 한국에서는 종업원의 임금을 사업부별 성과에 따라 차별하여 지급하기 어렵
고 사업부서의 폐지와 더불어 해당부서 직원을 해고하기도 곤란하여 계열사
들을 모회사의 사업부서로 통합할 유인이 적음.15)
(4) 순환출자규제 도입 시 문제점16)
1) 구조조정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우려

□ 순환출자의 금지는 계열분리나 민영화기업의 인수합병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

14) Colpan & Hikino(2010), pp.15-66 참조.
15) 한국의 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은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
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성과가 부진한 사업부의 폐지와 더불
어 해고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
16) 김현종(2006A)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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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기업구조조정을 저해할 가능성 유발
 현대차그룹, 현대그룹, 현대중공업의 순환출자는 현대가의 계열분리과정에서 삼

성그룹의 순환출자는 중앙일보에 대한 출자지분 매각과정에서 발생
 두산그룹과 현대차그룹의 순환출자는 각각 두산중공업과 기아차 인수과정에서

발생

□ 자산규모 2조 원 이상 기업집단에 대한 순환출자의 금지는 기업인수 경쟁에서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만들며 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업분할도 제약할 수 있어 역
차별적 규제가 될 수 있음.

2) 헐값매각으로 인한 소액주주 피해 가능성

□ 단기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한다고 하여도 법률 이행을 위하여 매각해야 할 주식지
분이 막대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매각으로 계열사의 주식이 헐값에 매도될 우려
 계열사의 헐값매각(fire sale)으로 지배주주뿐 아니라 소액주주들도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우려

3. 정책적 대안
(1) 기본정책방향
1) 일률적 출자구조 규제의 배제

□ 충분한 검토 없이 졸속으로 법률을 제정하여 부작용을 유발하고 이를 수습하기
위해 후속 개정으로 재조정하였던 기존 관례를 되풀이해서는 안 돼
 과거 대기업집단 지배구조 규제와 이에 대한 기업집단의 대응과정을 살펴보면

대기업집단의 규제 순응과 정부의 신규 규제도입의 반복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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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가공자본은 기업 간 출자관계에 따른 결과이며 일반적 현상

□ 기업 간 출자관계는 기업결합의 한 유형이며 공기업도 자회사에 대한 출자로 대
규모의 가공자본을 형성하고 있음.
 가공자본은 증권거래법, 외감법, 공정거래법 등으로 출자관계의 공시나 결합재

무제표의 작성 등이 의무로 되어 있어 시장에 이미 공지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
문에 의도적인 회계조작으로 투자자의 의사결정을 왜곡시키는 분식회계와는 전
혀 다름.

나. 소유지배 괴리지표 수준이나 순환출자 여부로 지배구조 우수성 판단 어려워

□ 소유권-지배권의 괴리 및 순환출자구조는 한국의 기업집단에서만 나타나는 특징
이 아니며 지배구조가 우수하다고 알려진 외국의 기업집단에서도 나타나는 출자
형태
 소유지배 괴리지표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

는 일률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지적
 캐나다의 Hees-Edper그룹, 독일의 Deutsche Bank그룹, 일본의 Toyota그룹, 남

아프리카의 Anglo-American그룹은 기업집단 내에 상장계열사와 비상장계열사
를 가지고 있으며 순환출자구조를 비롯하여 복잡한 출자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데, 이들 기업집단의 지배구조는 문제가 없다고 알려져 있음.17)

2) 시장의 자율감시제도 활성화의 중요성

□ 기업집단의 출자구조는 금융시장을 통해 평가받아야 할 사항
 계열사 간 출자구조는 계열사의 기업가치에 영향을 주며 기업가치의 하락은 곧
17) Morck(2004) 참조. Daniels, Morck & Stangeland (1995)는 16단계의 피라미드 출자구조를
형성하고 있으며 순환출자구조도 있는 Hees-Edper그룹에 대하여 사례분석(case study)을 실
시하였는데, 그 결과 Hees-Edper그룹은 지배구조상의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발표했다.

94

대기업 비판의 실상과 본질

경영권 유지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기업집단 스스로 기업가치를 최적
화시키는 수준을 선택하려 함.
□ 금융시장의 견제를 위해서는 기업집단 계열사의 출자구조에 대한 정보공개가 중
요한데, 현행제도에서는 이를 포함하고 있음.
 현재 계열사 간 출자구조는 금융감독원과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시를 통해 금융

시장에 공개되어 있어 투자자들이 이를 통해 기업가치에 대한 평가가 가능한
상황

(2) 정책과제
1) 회사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부의 역할

□ 출자구조 규제와 같은 일률적 규제로 기업집단의 출자구조를 재단하려는 정책은
배제하고 기업 내 ‧ 외부 견제시스템과 시장규율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유인
을 제공하고 보조하는 데 정책을 집중할 필요
 출자구조를 제한하는 일률적 규제는 기업 내 ‧ 외부의 견제시스템을 구축
(crowding out)하는 역효과가 있으며 기업의 전략변수에 악영향을 줄 우려

□ 기업의 내 ‧ 외부 견제시스템이 정착되어 지배구조에 대한 견제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정부는 이러한 견제시스템 내에서 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 강력
히 대처하는 등 자율적 기능이 원활히 작동하도록 지원
 사외이사제도, 감사위원회의 설치, 집중투표제의 도입 등 기업 내부통제시스템

이 견제역할을 수행
 증권집단소송제도, 주식매수청구권, 적대적 M&A 위협 등 현존하는 제도는 기

업 지배구조에 대한 외부적 견제장치 기능을 수행
 전자공시제도의 도입, 분기보고서제도의 도입, 대규모 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이후의 공시 등 공시제도가 강화되었으며, 결합재무제표의 작성의무, 감사인선

제3장 대기업집단 출자구조 규제에 대한 논의와 정책방향

95

임위원회의 구성 등 외부감사제도도 강화되어 있는 상황

□ 정부는 금융시장의 견제 ･ 감시역할을 제고시키고, 위법행위에 대한 단호한 처벌
을 수행하는 데 정책을 집중할 필요
 허위사실유포, 공시의무조항 위반 등 기존 법질서상 위법행위를 적발하고 처벌

하는 데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적절한 개선방향

2) 시장경쟁의 촉진

□ 대규모 기업집단의 대리인 문제는 시장의 경쟁압력이 높을수록 감소하기 때문에
규제완화를 통해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는 정책을 추진할 필요
 기업집단은 시장의 경쟁압력이 증대될수록 효율적인 조직구조를 선택하게 되며

기업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스스로 줄이려는 유인 증대
 규제완화를 통한 경쟁촉진 정책은 기업집단이 보유한 내부거래의 유인을 감소

시키기 때문에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조사 ‧ 처벌, 내부거래 공시제도, 내부거래
위원회의 설립과 같은 정책보다 효과적
 시장에 대한 진입규제, 가격규제 및 금융관련규제는 시장의 경쟁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기업집단으로서는 계열사 간 출자를 통해 여러 산업
계열사들과 금융계열사들을 보유함으로써 기업집단 내에 효율적인 내부금융시
장과 인력시장을 유지하고자 하는 유인이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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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A1. 가공자본과 소유지배 괴리지표 산정 자료
(1) 분석자료

□ 가공자본과 소유지배 괴리지표 계산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자료
(OPNI)를 이용

 분석대상 범위는 2011년 4월 기준 및 2010년 4월 기준 발표자료
 소유지배 괴리지표는 공기업을 제외하고 총수가 있는 민간 기업집단만을 대상

(2) 기업집단의 유형분류
<부표 3-1> 기업집단에 대한 유형 분류
그룹분류

4대 그룹

5~10대 그룹

11~20대 그룹

순위

기업집단명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삼성
현대자동차
에스케이
엘지
현대중공업
지에스
한진
한화
두산
금호아시아나
에스티엑스
엘에스
씨제이
신세계
동부
현대
대림
부영
케이씨씨
동국제강

주력 기업의 지주회사 여부

순환출자구조 여부

순환출자
순환출자
지주회사
지주회사
순환출자
지주회사
순환출자
지주회사

지주회사
지주회사
순환출자
순환출자
순환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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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이하
그룹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효성
오씨아이
현대백화점
한진중공업
웅진
코오롱
영풍
현대산업개발
동양
대한전선
하이트진로
세아

순환출자
지주회사
지주회사
지주회사

순환출자
지주회사
지주회사

주: 1) 롯데그룹은 일본 계열사와의 출자관계가 없어 정확한 지표 작성이 곤란하여 제외
2) 한진그룹의 경우 그룹의 주력사인 대한항공이 한진해운홀딩스의 출자회사가 아니므로 지
주회사로 분류하지 않았음.
3) 순환출자구조는 공정거래위원회 OPNI에 제시된 2008년 자료를 기준으로 2011년 4월 말
현재 순환출자구조를 확인하여 해당 그룹을 판단했음.
자료: 자본총계와 자본금, 계열사 출자행렬은 공정거래위원회의 2011년 4월 기준 발표자료 이용

(3) 가공자본비율의 산정방식

□ 국내에서 회자되는 “가공자본”이란 용어는 광범위한 의미로 사용
 ‘가공’이라는 단어로부터 기업집단이 인위적으로 형성시켰다는 인상을 주면서

투자자를 기만하는 ‘거짓’ 자본이라고 인식되기도 함.
 가공자본은 계열사 간 출자관계로 인하여 발생하는 결과
 일반적인 의미에서 가공자본은 계열사의 장부상에 기재된 자본금 수준과 출자

로 지출된 주식 이외에 계열사에 실제로 남아 있는 자본금 간의 차이를 의미
 가공자본에 대해 좀 더 경제학적으로 정리한 개념은 김진방(2005)에서 찾을 수

있음.

□ 김진방(2005)은 가공자본이 기업집단 내 출자관계에서 형성된다고 보고 한 기업
집단 내 가공자본은 계열사 자본총계의 총합과 결합재무제표상의 자본총계(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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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자본) 간의 차이라고 설명18)

 기업집단 내에서 출자관계가 형성되면 출자액수만큼이 가공자본으로 계산

□ 이러한 수리적 정의를 따라 가공자본의 규모  를 아래와 같이 정의






  

    

 

□ 기업집단 내 계열사의 제무재표상의 자본규모에 대비한 가공자본의 규모를 가공
자본비율  로 정의
 즉 가공자본비율은 다음과 같이 계산




  



 

    


 





 





 



(4) 소유지배 괴리지표의 산정방식

□ 본 연구는 김선구 외(2003)가 제안한 소유권과 지배권의 계산방식을 이용하여 소
유지배 괴리지표를 계산19)
 이 방식은 한국개발연구원(2003)의 방식20)과 임원과 재단 등의 지분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만 다를 뿐 거의 동일21)
18) 김진방(2005)은  개의 계열사를 보유한 민간기업집단의 가공자본을





 

 

    

로 정의하였다.

여기서  는 계열사 의 자본총계이며  는 계열사 에 대한 계열사 소유지분을 나타낸다.
김진방은 이렇게 정의된 가공자본은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사라지게 된다고 설명하였다.
김진방, 재벌의 소유구조, 나남출판, 2005, pp.40-45 참조.
19) 김선구 ‧ 류근관 ‧ 빈기범 ‧ 이상승,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바람직한 개선방향, 기업경쟁력연
구센터, 2003. 10. 참조.
20) 한국개발연구원, 시장개혁 추진을 위한 평가지표 개발 및 측정, 200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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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는 임원, 재단지분을 지배주주의 소유지분으로 포함22)

1) 소유권(현금흐름권)

□ 한 기업집단이  개의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하고, 지배주주가 계열사
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지분을  라고 가정

□ 실질소유권(real ownership rights) 혹은 현금흐름권(cash-flow rights)으로 불리는 소
유권은 다음과 같이 계산
  개의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집단에서 계열사 가 기업집단 내 계열사

에 대하여 소유하고 있는 지분을  로 정의23)
 계열사 간 지분관계인  로 구성된 출자행렬을  라고 정의하며, 이 경우  행

렬의 대각선상에 있는  는 계열사 의 자기주식을 의미
 지배주주가 계열사 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보유하는 지분  는 아래의 식과 같음.


   







 



 









  ⋅⋅

∀

     ⋅⋅ 

2) 지배권(의결권)

□ 지배권은 의결권(voting rights)을 의미하며 계열사의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
21) 여기서는 표기(notaion), 구체적 계산방법 및 수식의 의미에 있어서 김선구 외(2003)를 참조
하여 작성했다.
22) 임원과 재단지분이 의미 있는 수준의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가 매우 적어 이러한 계산방식은
전체 계산상에 있어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
23) 일반적 행렬식으로 정리할 경우 계열사  가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  의 주식 지분율을  로
표현할 수도 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하는 출자행렬의 경우 출자기업은 열
(clumn)에 위치하며 피출자기업은 행(row)에 위치하기 때문에, 관행상 계열사  가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  의 주식 지분율을 로 표현하므로 출자행렬 지분의 하첨자 표기에 주의해 주
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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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를 대변
□ 본 연구에서는 계산상의 편리를 위하여 선행연구들이 사용한 방식대로 계열사
에 대한 계열사들 지분의 합을 지배주주의 간접적 지배권으로 보고 계산
 이러한 지배권의 계산을 수식으로 나타내면 아래의 식과 같음.
 



≠



  
  

∀

    ⋅⋅⋅ 

3) 계열사별 소유지배 괴리지표

□ 소유권과 지배권 간 괴리지표로서 현금흐름권과 의결권 간의 차이를 나타내는
지표인 괴리도  와 비율을 나타내는 의결권 승수  , 그리고 영(0)과 일(1) 사
이의 수치로 계산하도록 하는 지표  를 사용24)

    
  

    


24)  는 김진방(2005)이 제시한 소유지배 괴리지표로서 1과 의결권 승수의 역수 간 차이로 계
산된다. 이렇게 소유지배 괴리를 측정하면, 하나의 괴리도 지표에 전술한 괴리도 지표  과

 의 장점을 모두 포함할 수 있다. 전술하였던 예를 다시 적용하여 보면, 소유권이 5%이고
지배권이 45%인 경우와 소유권이 40%이고 지배권이 80%인 경우  의 값은 각각 0.89와
0.50이 되어  의 장점인 “지배주주가 적은 지분을 가지고 상대적 높은 지분의 지배권을 행
사한다”는 개념을 포함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지배권이 50%인 상황에서 소유권이 5%에서
4%로 1% 감소하면  는 0.90에서 0.92로 0.02 상승한다. 그리고 지배권이 50%인 상황에서
소유권이 25%에서 24%로 1% 감소하면  는 0.50에서 0.52로 0.02 상승한다. 즉 소유권
1%의 감소에 따라 괴리도 지표가 동일한 크기인 0.02만큼만 상승하므로,  지표는  의
장점도 포함한다. 또한  는 지표 값이 0에서 1로 분포한다는 이점도 갖고 있다. 김진방
(2005), p.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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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업집단별 소유지배 괴리지표

□ 기업집단 계열사  의 자본 총계와 자본금 중 큰 값을   라고 정의

□ 이를 이용하여 가중평균한 값이 기업집단의 소유지배 괴리지표가 됨.
 즉 해당 기업집단의 괴리지표   ,   , 및   는 아래와 같이 구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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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 출자구조, 가공자본비율 및 소유지배 괴리지표 부록 자료
<부표 3-2> 대주주 지분율, 계열사 출자지분율 및 상장회사 진출 업종수의 동태적 변화
(단위: %, 개수)

구분

1970년대
1990년대
자연인
진출
출자지분
대주주
업종 수
자연인 계열사
진출
자연인 계열사
진출
차이
차이
대주주 출자지분 업종 수** 대주주 출자지분 업종 수 지분변화 (E-B)
(D-A)
(F-C)
(A)
(B)
(C)
(D)
(E)
(F)

삼성

10.2

23.4

6

3.1

20.9

11

-7.1

-2.5

5

현대

17.2

25.2

9

9.9

21.0

13

-7.3

-4.2

4

LG

17.2

12.6

4

4.7

22.6

9

-12.5

10.0

5

SK

33.2

11.2

6

12.2

12.6

10

-21.0

1.4

4

대우

21.2

15.5

2

4.5

11.8

6

-16.7

-3.7

4

5대 그룹
평균

19.8

17.6

5.4

6.9

17.8

9.8

-12.9

0.2

4.4

쌍용

5.8

14.9

6

4.0

21.3

7

-1.8

6.4

1

코오롱

39.2

0.0

4

9.0

14.7

6

-30.2

14.7

2

동국제강

25.1

0.0

3

13.5

26.6

3

-11.6

26.6

0

롯데

37.4

14.0

3

13.1

27.1

3

-24.3

13.1

0

한진

45.5

0.3

5

18.5

11.6

5

-27.0

11.3

0

한화

32.5

7.8

2

8.8

11.6

3

-23.7

3.8

1

금호

8.3

34.4

3

5.5

9.7

4

-2.8

-24.7

1

동아

38.5

0.0

1

12.5

9.0

1

-26.0

9.0

0

효성

31.6

9.9

1

17.8

0.0

1

-13.8

-9.9

0

해태

28.6

0.0

1

14.0

5.6

3

-14.6

5.6

2

6대 이하
그룹 평균

29.3

8.1

2.9

11.7

13.7

3.6

-17.6

5.6

0.7

총 평균

26.1

11.3

3.7

10.1

15.1

5.7

-16.0

3.8

1.9

주: * 본 표는 이근 외(2007)의 <표 XI-1>과 <표 XI-2> 그리고 이근 외(2008)의 <표 VII-19>와 <표
VII-20> 자료에 모두 포함된 대규모 기업집단만을 대상으로 비교하기 위해 작성됨.
** 진출 업종 수의 경우 이근 외(2007)에는 1970년대 진출 업종수가 없어 1980년도 자료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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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3-3> 2010년 기업집단별 가공자본비율(2010년 3월 말 현재)
기업집단명

규모별
분류

가공자본비율

계열회사 수

4대 그룹 평균

34.9

59.3

5~10대 그룹 평균

46.1

40.7

11~20대 그룹 평균

35.6

22.2

21대 이하 그룹 평균

37.0

23.2

전체 평균

38.0

30.7

주: 롯데그룹은 일본 계열사와의 출자관계가 없어 정확한 지표 작성이 어려워 제외
자료: 지배주주의 소유지분 및 계열사 출자행렬은 공정거래위원회의 2011년 4월 기준 발표자료 이용

<부표 3-4> 2010년 기업집단별 가공자본비율(2010년 3월 말 현재)
기업집단명

지주회사
여부
순환출자
여부

가공자본비율

계열회사 수

지주회사그룹

40.9

38.8

지주회사가 아닌 그룹

36.4

26.4

순환출자 그룹

37.0

30.4

순환출자가 아닌 그룹

38.3

30.7

전체 평균

38.0

30.7

주: 롯데그룹은 일본 계열사와의 출자관계가 없어 정확한 지표 작성이 어려워 제외
자료: 지배주주의 소유지분 및 계열사 출자행렬은 공정거래위원회의 2011년 4월 기준 발표자료 이용

<부표 3-5> 2010년 기업집단별 소유지배 괴리지표(2010년 3월 말 현재)
D1 (소유지배
괴리도)

D2
(의결권
승수)

D3

계열
회사 수

4대 그룹 평균

25.2

4.85

0.667

59.3

5~10대 그룹 평균

29.6

3.59

0.520

40.7

11~20대 그룹 평균

20.9

2.28

0.350

22.2

21대 이하 그룹 평균

17.2

1.77

0.280

23.2

전체 평균

21.6

2.66

0.395

30.7

기업집단명

규모별
분류

주: 롯데그룹은 일본 계열사와의 출자관계가 없어 정확한 지표 작성이 어려워 제외
자료: 지배주주의 소유지분 및 계열사 출자행렬은 공정거래위원회의 2011년 4월 기준 발표자료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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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3-6> 2010년 기업집단별 소유지배 괴리지표(2010년 3월 말 현재)
D1 (소유지배
괴리도)

D2
(의결권
승수)

D3

계열
회사 수

지주회사그룹

19.9

2.35

0.371

38.8

지주회사가 아닌 그룹

22.6

2.82

0.408

26.4

순환출자 그룹

23.8

3.25

0.508

30.4

순환출자가 아닌 그룹

20.8

2.43

0.351

30.7

순환출자
순환출자 그룹
여부
순환출자가 아닌 그룹
(10대 그룹)

25.8

3.99

0.598

40.5

29.2

4.17

0.567

53.2

순환출자
순환출자 그룹
여부
순환출자가 아닌 그룹
(20대 그룹)

21.9

3.48

0.511

31.6

23.6

3.04

0.439

37.1

21.6

2.66

0.395

30.7

기업집단명

지주회사
여부
순환출자
여부

전체 평균

주: 롯데그룹은 일본 계열사와의 출자관계가 없어 정확한 지표 작성이 어려워 제외
자료: 지배주주의 소유지분 및 계열사 출자행렬은 공정거래위원회의 2011년 4월 기준 발표자료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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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 소유지배 괴리지표에 대한 순환출자구조 형성의 영향 이론적 분석
□ 김현종(2010)은 Lemma 1과 Lemma 2에서 조건충족 여부에 따라 순환출자구조
의 형성이 기업집단의 소유지배 괴리지표를 감소시키기도 증가시키기도 한다고
이론적으로 설명

Lemma 1 기업집단은 순환출자구조의 형성으로 그룹 소유지배 괴리도()가 증
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다. 즉,





 



     









  i f                       





  i f                       




Lemma 2 기업집단은 순환출자구조의 형성으로 그룹 전체의 의결권 승수( )는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다. 즉,
 
  i f   


        i f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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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일감몰아주기 규제의 문제점 및 위헌성 검토*

최승재(변호사·전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요 약>

일감몰아주기 규제는 공정거래법, 형법, 세법, 회사법 등에서 다양하게 이루
어지고 있다. 특히 2011년 상증세법 제45조의3과 상법의 회사편에 제397조의2
회사기회유용 규정이 신설되어 일감몰아주기를 규제하게 되었다. 현재도 추가
로 형사적인 규제의 강화(조세범처벌법의 적용 등)나 공정거래법상의 부당지원행
위에서의 현저성 요건을 삭제하는 방안 등이 일감몰아주기 규제로 제시되고
있다.
일감몰아주기를 바라보는 관점은 철저한 경제분석을 통하여 개별사안별로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복수의 기업을 계열회사나 자회사로 두고 있는
기업집단이 기업집단의 지배구조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하는 것은 기업집단
이 가장 효율적인 구조로 스스로 결정할 문제이다. 기업집단의 수직계열화와
계열사 간 거래는 거래를 통한 시너지 창출, 효율성, 보안성, 신속성 등을 이유
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상당수 인데 이러한 합리적인 거래와 비정상적인 거래
를 구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정책적인 타당성이라는 면에서
의문이 있다.

* 본고는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필자가 속한 단체의 견해가 아님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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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신설된 상증세법 제45조의3(증여의제과세)은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 제23조 위반의 소지가 있으므로 이 점에 대해서 전향적
으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으며,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를 개
정하여 현저성 요건을 없애는 등의 방법으로 일감몰아주기를 규제하겠다는 방
안 역시도 부당성 요건과 함께 현저성 요건이 부당지원행위 규정을 위헌적이
지 않도록 하여 규제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요소라는 점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1. 문제의 제기
□ 2011. 12. 31.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제45조의3이 신설됨.
 특수관계법인 간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해 증여세 과세 근거 마련.
 상증세법 제45조의3은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라는 표

제하에 영업이익에 대한 상증세 과세를 규정하고 있음. 이는 2011년 8월 조세
연구원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섯 가지 일감몰아주기 과세 방안 중
두 번째로 제시된 것으로서 당시 제시된 다섯 가지 대안 중의 하나가 9월 세법
개정안에 포함되어 법제화된 것임.
 2011년 개정 상증세법 제45조의3은 산식(算式) 등 시행을 위한 주요한 부분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행령을 보아야
함.1)(<부록 4-1> 신설 상증세법과 시행령 표 참조)
 (과세대상자)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으로서 수혜법인에 대한 지분(간접지
분 포함)이 한계보유비율(3%) 이상인 대주주(개인).

◦ 과세대상자는 상증세법 제45조의3에 의한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는 일감을 받
은 법인(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2)의 친족으로서, 수혜법인에 대
1) 예를 들어 지배주주, 특수관계법인, 간접출자법인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음.
법과 시행령에 대한 정부의 보도 자료인 기획재정부, ｢201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
2012년 1월 6일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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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식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3)의 합계가 3%를 초과하는 주주임.
 (과세요건) 특수관계법인 간 거래비율이 정상거래비율(30%)을 초과할 것.

◦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해서는 수혜기업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 중에
서 지배주주의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30%를 초과
하여야 하는바, 특수관계법인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거래비율을 모두 합하
여 계산하되, 수혜법인이 생산한 제품의 수출 또는 가공을 목적으로 해외에
소재하는 특수관계법인4)과 거래한 경우에는 그 거래비율을 제외함. 이를 식
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증여의제이익 =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30% 초과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3% 초과 주식보유비율

 증여의제이익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단위로 계산하고, 수혜법인의 해당 사업

연도 종료일을 증여시기로 보아 증여의제이익이 있으면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함.
 적용시기는 2012. 1. 1. 이후 개시되는 사업연도 거래분부터 적용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를 신설하여, 특수관계법인 간 일감몰아주
기 증여의제 관련 세부사항 신설함.
2) 지배주주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을 기준으로 특수관계자(상증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각호
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함께 수혜법인의 주식을 가장 많이 보유한 주주(최대주주) 중 주식보유
비율이 가장 높은 자를 의미함. 이때 그 자가 개인이면, 그 개인이, 만일 법인이면, 최대주주 중
주식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을 말한다.
3) 과세를 위해서는 간접보유비율 개념의 정의가 필요하게 되는바, 간접보유비율은 개인과 수혜
법인 사이에 간접출자법인이 개재되어 있는 경우 각 단계의 보유비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4) 특수관계법인이란 (i)지배주주가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지배하고 있는 기업집단 소속 계
열회사, (ii)지배주주와 그 친족, 사용인 등이 합하여 30% 이상 출자하고 있는 법인, (iii)지배주
주와 (ii)의 법인이 50% 이상 출자하고 있는 법인 등을 말한다. 다만, 수혜법인이 50% 이상 출
자하고 있는 법인 또는 수혜기업이 속한 기업집단으로부터 제외된 회사 등은 특수관계법인에
서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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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배주주는 수혜법인의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개인)임.

◦ 수혜법인의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수혜법인에 대한 직
접 ‧ 간접출자비율을 모두 합한 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
 (특수관계법인) 지배주주와 상증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 다음의 법인은 제외
① 수혜법인이 50% 이상 출자한 자회사
②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인 수혜법인의 자회사 ‧ 손자회사
③ 공정거래법상 다른 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
 (특수관계법인 간 거래비율) 수혜법인의 총 매출액 중 특수관계법인과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
◦ 다만, 해외 수출 등을 목적으로 해외자회사와 거래한 경우 제외
 (간접출자법인)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법인(사업연도 말 기준)

◦ ① 지배주주와 친족이 30% 이상 출자한 법인(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제외)
◦ ② 지배주주와 친족 및 ①의 법인이 50% 이상 출자한 법인
 (간접출자비율) 지배주주 등의 간접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비율×간접출자법인의 수

혜법인에 대한 출자비율
◦ 주식보유비율에서 3% 차감 시 간접출자비율이 있는 경우 간접출자비율에서
먼저 차감
 (세후영업이익) 수혜법인의 영업이익(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 ‧ 관리비 차감)을

법인세법상 세무조정한 “세법상 영업이익”에서 법인세 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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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상증세법에 따른 산식

매출총이익
( 매출액 - 매출원가)

-

판매비 및 관리비
(기업회계기준)

영업이익
(기업회계기준)

=

(+)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세법상 영업소득
세법상 영업소득

- 수혜법인이 실제 부담한 법인세

×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간접출자 시 증여의제이익 계산) 간접출자법인이 수혜법인에 일감을 몰아주는 경우

에는 간접출자법인이 기여한 비율에 상당하는 이익은 제외

(가) ×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 - 간접출자법인과의 거래비율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

× 간접출자비율

(가) : 세후영업이익×(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 – 30%)

 기획재정부는 법인이 100% 출자한 자회사와 하는 거래는 법인의 내부 사업부

서 간 거래와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므로 과세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
하고 있음.5)

5) 기획재정부, ｢201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 2012. 1. 6, p.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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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물적 분할과 증여의제

지배주주

지배주주

30% 출자

30% 출자

母기업

母기업
물적분할
A사업부서

100% 출자

일감몰아주기

A법인
(수혜법인)

□ 2011년 정부는 일감몰아주기를 억제하고자, 상속증여세법을 개정을 포함한 복수
의 안을 검토하였음.
 정부는 기업집단 내 계열사 간 상품용역 거래에 따른 이익에 대해 증여로 의제

하여 증여세를 부과토록 하는 상증세법 개정안 발표하였음.
◦ 수혜법인의 세후 영업이익에 대해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이 30%를 초
과하고 내부지분율이 30% 이상이고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지분율이 3%를 초
과하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내부거래비율과 지분율에 비례하
여 상증세를 부과.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일감몰아주기 과세의 문제점을 계속 지적하였음.6)
 2011년 당시 유력하게 제시되었던 주식가치 상승분에 대한 과세의 경우 과세대

상이 되는 주식가치 상승이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결정되어 일감몰아주기에 의
한 영향이라고 보아 과세하기 어렵고, 원본잠식의 문제가 발생하여 재산권침해
가 우려되는 등의 문제가 있었음.
◦ 이 제도가 가지는 문제점을 이해하기 위해서 주식에 대하여 과세를 한다고
가정함.
6) 최승재, ｢소위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과세방안의 비판적 검토｣, KERI Brief 11-21, 2011. 9.
8.; 최승재,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상증세 과세 논란에 대한 검토｣, KERI Brief 11-06, 2011.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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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 가격은 증감 변동할 것인데, 주식양도차익을 과세하는 경우 주식을 거
래하다 보면 이익이 생기지만 손실도 발생할 것임.
◦ 주식거래로 인한 이익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고 손실에 대해서는 보전을 해주
지 않는 과세방안은 재산권을 本質的 내용을 침해하게 됨.
◦ 가정1) 만일 100원의 투자원본이 있었다면 하고, 확률적으로 50%의 가능성
으로 주식가치가 오르고 50%의 가능성으로 주식가치가 떨어지고, 세율은 이
익이 발생할 때만 20%를 과세한다고 가정함.
◦ 가정2) 이득이 발생할 때는 50원을 얻고, 손실이 발생할 때는 90원을 잃는다.
그래서 4번의 거래를 하고, 실제 확률대로 이득, 손해, 이득, 손해가 순차적
으로 발생하였다고 가정함.
<표 4-1> 주식에 대한 증여의제 과세의 경우
거래의 회차

100원(원본)

1회

150원(세금 10원) =140원
90원 손실 (과세환급 없음)
= 50원 잔존

2회
3회
4회

100원(세금 10원) = 90원
90원 손실 (과세환급 없음)
= 0원 잔존

◦ 4회의 거래 만에 원본은 모두 잠식되고 0원이 됨. 만일 동일하게 50원을 잃
는다고 하고, 이익도 손실도 모두 50원이라고 보고, 그 외의 전제는 앞의 경
우와 동일하게 해도 결론적으로는 원본잠식이 이루어짐.
◦ 그 결과 영업이익 상승분을 과세대상으로 하였지만, 뒤의 사례2에서 보는 것처
럼 영업이익에 대하여 과세를 한다고 해도 원본잠식의 문제가 해소되지 않음.

□ 이와 같은 상증세법 제45조의3 신설에도 불구하고, 2012년 통합민주당은 2011
년 개정안을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하면서,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과세강화를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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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정책의 하나로 내세우고 있음.
 재벌 계열사 등에 대한 부당한 ‘일감몰아주기’ 근절을 위하여, 일감몰아주기의

궁극적 수혜자인 총수 일가에 대한 과세 강화 및 처벌 규정 명문화 추진7)
 통합민주당 논의의 핵심은 형사처벌에 있다고 봄.

◦ 조세범으로 처벌; 일감몰아주기는 대주주 일가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과세 없
는 부의 이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포괄주의를 적용하
여 대주주 일가에게 증여세(또는 상속세)를 과세하고,8) 수혜자에게 신고의무
를 부여하며, 위반 시 조세포탈범으로 형사처벌하도록 함.
◦ 배임죄로 처벌; 일감몰아주기는 회사의 기회를 유용하여 이사 또는 대주주 일
가에게 이익을 주는 행위이므로 업무상 배임죄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음.
따라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고의적인 일감몰
아주기에 관하여 업무상 배임죄의 특칙을 규정함으로써 형사처벌하도록 함.

□ 새누리당은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쟁점을 같이 제기하고는 있지만 현행 공정거래
법 제23조 제7호의 부당지원행위 규정을 개정하여 대응하고자 함.
 “현저성” 요건을 삭제하여 부당지원행위의 입증을 용이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주요한 개정사항으로 보임.

□ 이러한 정치권의 태도를 고려하면 일감몰아주기에 대해서는 2012년 이후에도 지
속적으로 새로운 규제가 도입될 것으로 전망됨.

2. 일감몰아주기와 효율성
□ 기업의 경제적 자율성 확보의 필요성
7) 민주통합당의 ‘유쾌한 정책반란’ 보도시리즈 14, 2012년 3월 20일자, p.5.
8) 상증세법 제45조의3 신설논의에서도 상증세법상 완전포괄주의 과세조항에 근거하여 과세를
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었음. 이러한 논자의 주장에 대해서는 위 각주 7)의 필자가 쓴 한국경
제연구원 Brief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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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주의는 경제주체의 자율적인 이윤추구행위의 결과로 사회공동체 전체의 부

의 증가를 도모하고자 하는 체제임. 기업은 스스로가 자신의 행위로 인한 손익
의 귀속주체이므로, 경제적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는 거래방식을 가장 잘 파악
하고 있는 주체임.
 기업집단 계열사 간 거래에 대해 일률적으로 증여성 거래로 보고 과세하는 방

안은 계열사 간에 정상적인 가격으로 거래되는 경우에 대해에 대해서도 과세하
게 되어 기업의 자율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
 계열사 간 거래는 증여목적의 유무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며 거래를 통한

시너지 창출에 있으며, 기업집단은 이러한 효율성에 근거하여 형성되는 것임.
기업집단의 수직계열화와 계열사 간 거래는 효율성, 보안성, 신속성 등을 이유
로 경영전략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이러한 거래를 일률적으로 양적 제
한을 두어 과세하는 것은 정책적인 타당성이라는 면에서 의문이 있음.
 내부거래비율, 영업이익, 소유지분율은 증여성 거래 판단에 있어 부적절한 기준

요건으로 보기 어려움.
◦ 계열사 간 거래비율의 크기는 주식의 시세차익과 다른 개념으로서 거래의 효
율성에 따라 결정되며, 영업이익은 계열사 간 내부거래 효과뿐만 아니라 해
당 기업고유의 경영노력 등 여러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음.
◦ 소득세법상 3% 이상 보유한 외부주주도 양도소득세를 부과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수혜대상은 지배주주만이 아님(소득세법 제94조 제3항 제3호 및 시행령
제157조 제4항).

□ 조세의 효율과 형평
 조세부과가 경제적 효율을 포기하면서 달성하려는 목표가 조세의 형평이라면 달

성하려는 조세의 형평과 포기하는 경제적 효율성간의 경중에 대한 실증분석이
필요함.
◦ 지배주주 ‧ 친족의 소유로 인해 증여목적의 계열사 간 거래비율이 높아지며
그러한 거래로 증가된 내부거래가 영업이익을 증가시켜 결과적으로 기업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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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를 높여 증여의 효과를 유발했다는 실증적 증거가 제시되지 못했음.
◦ 영업이익, 주식가치 등 기업성과는 계열사 간 내부거래비율이나 지배주주 ‧
친족의 소유 여부뿐 아니라 경영전략, 산업성장률, 수출조건, 고용비용 등 다
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수혜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엄밀
한 분석이 필요.

3. 일감몰아주기 상증세 과세의 경제적 영향
□ 기업구조의 자율성 훼손
 복수의 기업을 계열회사나 자회사로 두고 있는 기업집단이 기업집단의 지배구

조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하는 것은 기업집단이 가장 효율적인 구조로 스스
로 결정할 문제임.
 인터넷 사업을 하는 A사가 이동통신사업을 A사의 내부부서로 둘지, 아니면 별

도의 회사를 설립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법제도가 중립적으로 취급하도록 하는
것이 경제 주체의 자율성을 가장 잘 확보할 수 있는 방안임.
 과세의 기본은 경제적 관찰(Wirtshaftliche Beobachtung)에 기초한 경제적 실질에

대한 과세임. 현행 제도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 내 거래에 대해서도 증여세
를 부과하도록 할 수 있는 제도임. 동일인이 두 회사의 주식지분 100%를 보유
하고 있음에도 자신에서부터 자신으로의 증여로 간주되어 기업A의 세후 영업이
익의 68%에 대해 과세9)되도록 하면 세제가 중립성을 잃은 것이라고 판단됨.

□ 비정상적인 개별 기업의 비대화와 이로 인한 비효율 우려
 계열사 간 거래에 대한 과세를 통하여 계열사 간 거래에 대하여 법적으로 규제

를 하면, 그 결과로 기업들은 계열기업의 수를 줄이고 관련 기업을 합병하거나,
신규사업은 기존 회사의 한 부서로만 수행하려고 할 우려가 있음.
9) 세재개편안에서는 과세대상을 “세후영업이익×내부거래비율×(주식보유율–3%)”로 규정하고
있어 이 경우 세후영업이익의 67.9%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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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지배구조의 제한을 통한 비정상적인 개별 기업의 비대화는 궁극적으로 기

업 내부의 자원배분의 왜곡을 발생할 우려가 있음. 특히 신규사업의 경우에는
기존 사업에 비하여 투자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기업의 혁신성을 저해할 위험이
있음.

4.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상증세 과세의 위헌성 검토
(1)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

□ 개정된 상증세법상 계열사 거래에 대한 과세규정은 향유할 수 없는 수익에 대하
여 과세하게 되는 문제가 있음. 이 문제는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의 문제임. 이
에 대해서 2011년 8월 5일 토론회 당시 일부 논자는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이
므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음.10)
 미실현이익이라도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논자는 실현되지 아니한 이익도

언젠가는 실현될 이익이므로 이익의 일종이고, 그러한 이상 미실현이익에 대한
비과세는 공평의 문제가 있다고 주장함. 또한 미실현이익에 대해서 과세하지 아
니하고 실현이익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는 경우에는 소위 동결효과(Chilling
effect)가 발생하여 시장에서의 거래를 제한하게 되므로 실현이익만을 과세하는

제도가 오히려 조세정책상으로도 문제가 있다는 주장도 같은 논지인 것으로 보
임.
 그러나 계열사 거래(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과세는 아직 발생하지 않은 이익(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로 토초세와 같은 위헌의 소지가 있음.

□ 토지초과이득세(이하 ‘토초세’)는 지가상승이익이 실현되지 않았음에도 지가상승이
익의 50%를 부과 징수하는 방식의 세금이었음. 토초세법이 통과된 이후 이 법의
위헌성에 대해 논란이 되다가, 1993년 헌법재판소는 헌법상의 조세법률주의와

10) 상증세법의 증여개념은 완전포괄주의의 도입으로 민법상의 증여개념과는 분리되어 세법 독
자개념이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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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 보장조항 및 평등조항에 위배된다는 등의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
였고,11) 결국 토초세 제도는 폐지되었음.12)
 당시 헌법재판소는 미실현이익을 과세대상으로 한다고 하여 바로 위헌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도,13) 토초세가 가공이득에 대한 과세로서 원본을 잠식할
우려가 있어 재산권 침해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위헌판단의 논거로 삼았
음.14)
11) “토초세법 중 일부는 헌법(憲法)에 위반되고, 일부는 헌법(憲法)에 합치(合致)되지 아니하여
개정입법(改正立法)을 촉구할 대상이지만, 위 각 위헌적(違憲的) 규정(規定)들 중 지가(地價)
에 관한 제11조 제2항과 세율(稅率)에 관한 제12조는 모두 토초세제도의 기본요소로서 그중
한 조항(條項)이라도 위헌결정(違憲決定)으로 인하여 그 효력(效力)을 상실한다면 토초세법
전부를 시행(施行)할 수 없게 될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는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45
조 단서 규정(規定)에 따라 토초세법 전부에 대하여 위헌결정(違憲決定)을 선고(宣告)할 수밖
에 없다.”…“입법자(立法者)가 토초세법을 적어도 이 결정(決定)에서 밝힌 위헌이유(違憲理由)
에 맞추어 새로이 개정(改正) 혹은 폐지(廢止)할 때까지는 법원(法院), 기타 국가기관(國家機
關)은 현행(現行) 토초세법을 더 이상 적용(適用)·시행(施行)할 수 없도록 중지(中止)하되, 그
형식적(形式的) 존속(存續)만을 잠정적으로 유지하게 하기 위하여” 이 사건에서 토초세법에
대한 단순(單純) 위헌무효결정(違憲無效決定)을 선고(宣告)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법(憲法
裁判所法) 제47조 제2항 본문의 “효력상실(效力喪失)”을 제한적(制限的)으로 적용하는 변형
(變形) 위헌결정(違憲決定)으로서의 헌법불합치결정(憲法不合致決定)을 선고하는 것”이라고
하여 실제로는 단순위헌판단을 한 것이라는 취지를 밝혔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1994. 7.
29. 92헌바49,52(병합) 결정).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1994. 7. 29. 92헌바49,52(병합) 결정.
13) “과세대상(課稅對象)인 자본이득(資本利得)의 범위를 실현된 소득(所得)에 국한할 것인가 혹
은 미실현이득(未實現利得)을 포함시킬 것인가의 여부는, 과세목적(課稅目的)·과세소득(課稅
所得)의 특성·과세기술상(課稅技術上)의 문제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입법정책(立法政策)의 문
제일 뿐, 헌법상(憲法上)의 조세개념(租稅槪念)에 저촉되거나 그와 양립(兩立)할 수 없는 모순
(矛盾)이 있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1994. 7. 29. 92헌바49,52(병합)
결정)
14) “토초세는 그 계측(計測)의 객관성 보장이 심히 어려운 미실현이득(未實現利得)을 과세대상
(課稅對象)으로 삼고 있는 관계로 토초세 세율(稅率)을 현행법(現行法)과 같이 고율(高率)로
하는 경우에는 자칫 가공이득(架空利得)에 대한 과세(課稅)가 되어 원본잠식(元本蠶食)으로
인한 재산권침해(財産權侵害)의 우려가 있고, 또한 적어도 토초세와 같은 이득(利得)에 대한
조세(租稅)에 있어서는, 조세(租稅)의 수직적(垂直的) 공평(公評)을 이루어 소득수준이 다른
국민들 사이의 실질적인 평등을 도모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토초세는 어느 의미에서 양도소
득세(讓渡所得稅)의 예납적(豫納的) 성격을 띠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토초세의 세율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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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잠식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익에서 손실을 뺀 순소득에 소득세
를 과세하여야 함. 따라서 일정 기간 동안 실현된 순익에 대해서만 과세해야
함. 그런데 이와 같이 손실분을 공제해 주기 위해서는 만일 주가 상승분에
대한 과세의 경우라면 과세당국이 모든 주식거래 정보를 보유·분류·정리할
뿐만 아니라 주식거래자가 주식을 보유하는 한 무기한 해당 과세정보를 관리
해야 하는 문제가 생김. 결국 딜레마는 과세의 편의상으로는 이익에만 과세
를 하여야 하는데 이익에만 과세할 경우에는 앞에서 본 것과 같이 원본이 잠
식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됨.
◦ 현행 상증세법 제45조의3의 과세 방식은 토초세가 미실현이익에 대하여 과
세를 하는 경우 헌법재판소가 우려하였던 원본잠식을 통한 재산권 침해의 우
려와 같은 현상을 야기하게 될 것임. 반면 손실도 감안을 하려면 과세관청이
과도한 행정적인 부담을 가지게 됨.
◦ 증여세 또는 소득세 과세대상인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입장에서는 수혜법인
의 순익이 증가하면 배당재원이 늘어나게 되어 배당을 받는 경우 그 배당소
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를 부담하게 됨. 수혜법인은 법인세를, 주주는 배
당소득세를 이미 납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감을 특수관계에 있는 계열
사에 몰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다시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중복적으로 과세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특히 주가상승분에 대한 과세 방안의 경우 주식이
라는 다양한 주가변동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지표를 과세의 대상으로 삼았을
경우 일감몰아주기가 있어도 주가가 떨어질 수도 있고, 그 반대로 움직일 수
도 있어 납세자를 설득하기도 어렵고, 제도의 정당성을 찾기도 어렵기 때문
임.
◦ 이와 같은 점들을 감안하면 개정 상증세법이 주식가치 상승분을 과세대상으
로 하지 않은 것은 타당한 판단이나,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로 인해 재산권

(稅率體系)를 단일비례세(單一比例稅)로 한 것은 소득이 많은 납세자와 소득이 적은 납세자
사이의 실질적인 평등을 저해하는 것이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1994. 7. 29. 92헌바
49,52(병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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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가 발생하게 되는 문제는 현행 상증세법에서도 해소되지 않았음.
(2) 현행 상증세법(영업이익에 대한 과세)의 경우15)

◦ 영업이득에 대한 과세는 일감몰아주기를 하면 영업이익이 발생하게 되고, 영
업이득에 대해서 과세를 하게 되면 주식가치 상승분에 대한 과세에 비하여는
인과관계의 면에서 더 가깝다고 생각할 수 있음. 그러나 미실현된 배당 등에
대한 과세로서 위헌성은 여전히 문제됨.
◦ 주식가치 상승분이 아닌 영업이익에 대한 과세를 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문
제점이 해소된 것은 아님. 물량이 증가하면 많은 경우 영업이익이 증가할 수
있을 것이나, 영업이익은 주주가 직접 향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영업이익에 대한 과세는 미실현 배당 등에 대한 과세임.
◦ 회사가 주주에게 이익을 돌려주는 방법은 이익배당, 자기주식취득, 이익에
의한 주식소각16) 등 세 가지가 있음.
‧ 배당가능이익의 범위에서 주주평등을 유지하면서 이루어지는 자기주식취
득 또는 이익에 의한 주식소각은 주주나 채권자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의
면에서 이익배당과 완전히 동일함.17) 다만 자기주식취득은 유상감자와 자
기주식취득, 이익배당, 이익에 의한 주식소각은 채권자 보호의 측면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임.
15) (2)항의 기술은 최승재(2011. 9. 8.), ｢소위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과세방안의 비판적 검토｣,
KERI Brief 11-21을 바탕으로 수정하고 보완하였다.
16) 2011년 개정상법에서는 주식소각제도 중 자본금감소에 의한 소각제도는 그대로 존치하면서
(상법 제343조 1문) 이익소각제도를 본질적으로 그와 동일한 것으로 보고 하나의 제도를 통
합하면서 이익소각제도를 폐지하였다. 본고에서는 구법상 이익소각제도는 표현하기 위해서,
이익에 대한 주식 소각이라고 표현하고자 한다.
17) 대법원은 “법인이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 상법 제341조 제1호에 따라 주식을 소각하여 출
자금을 환급받기 위한 목적에서 망인으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사안에서, 주식의 양도차익을
망인에 대한 배당소득으로 의제하여 위 법인에게 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를 고지한 처분은 적
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하였음(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두19628 판결【배당소
득세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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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의 이익을 주주에게 반환하는 세 가지 방법은 배당가능이익의 범위에
서 이루어지는 한 채권자 보호의 측면에서도 차이가 없기 때문에 법적으
로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하며,18) 또한 2011년 개정된 상법에서도 이러한
취지가 반영되었음.
‧ 회사의 주주는 청산이 아닌 다음에는 배당 등19) 위에서 열거한 방법을 통
하여 주주에게 이익이 귀속될 수 있음. 배당 여부는 회사가 결정하는 것이
므로 주주로서는 영업이익을 현실화할 수 있는 방법은 배당 등이지 영업
이익 자체가 아님. 상법에서의 이익배당은 자본충실의 관점에서 이루어짐.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한 금액은 주주에게 유출할 수 없
도록 하고 있는바, 이러한 제한에 따라 회사가 배당할 수 있는 한도가 배
당가능이익임.20)
◦ 회사의 배당정책은 회사의 경영상 주요 의사결정사항으로 통상 성장기 회사
는 배당을 적게 하는 대신 주주들이 시장에서 주식을 매각하여 차익을 얻도
록 하고, 성숙기 회사는 배당을 후하게 하는 방식으로 주주들의 투자를 유지
시킴.
‧ 영업이익에 과세를 하는 것은 이런 측면에서 오히려 실질적으로 주주가
바로 매각을 하면 현실화할 가능성이 있는 주가 상승분에 대한 과세보다
더 먼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고 주주가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
가 더 많을 것임.
‧ 영업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실제 이익을 얻은 것은 수혜기업이고, 주
주가 그 이익을 현실화하는 방법은 주식의 매각(capital gain)이나 배당
(dividend; distribution)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도대체 수증익이 무엇인지를

알 수 없음. 일감을 몰아주면 그 결과 영업이익이 증가할 것이고, 영업이익
의 증가는 궁극적으로 주식가치의 증가로 이어질 것이므로 물량몰아주기
18) 송옥렬, 상법강의, 홍문사, 2011, p.1058.
19) 이익배상, 자기주식취득, 이익소각을 이하에서 “배당 등”이라고 한다.
20) 송옥렬, 앞의 책, p.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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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하여 증가한 영업이익이나 주식가치 증가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
할 수 있다는 것이 일감몰아주기 과세를 하려고 하는 입법자들의 사고의
기초인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영업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를 설계하려면 수증자라고 불리는 주
주들이 얻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한다면, 주주들이 영업이익을 자신의 것
으로 가지고 올 경우(예컨대 배당)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여야 함.
◦ 주식가치상승분에 대한 자본이득 과세가 필요하다면 상증세법 제45조의3과
같은 방식의 과세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모든 주식거래에 대한 자
본이득세(capital gain)를 과세하는 것이 정도(正道)일 것임.
◦(미실현배당에 대한 과세의 문제)
‧ 세법은 주주가 배당을 받은 경우 이미 배당소득세를 과세하고 있으므로
영업이익에 대한 증여세는 일종의 미실현배당에 대한 과세라고 할 수 있
을 것임.
‧ 이루어지지도 않은 배당 등에 대하여 과세를 하는 증여의제 규정을 둔다
면 만일 실제로는 이러한 이익이 이루어질 수 없게 되면 가공의 이익에 대
한 과세로서 재산권침해의 문제가 발생하게 됨.
‧ 이는 토초세 과세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을 때
보았던 것과 같은 문제양상으로 위헌성(헌법 제23조)이 문제가 됨.

[사례 2]
甲은 A사와 B사의 주주이다. A사는 상장회사로서 甲이 최대주주이기는 하지만 지
분이 5%이고, B사[수혜법인]는 비상장회사로 자신이 100%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100% 지분 보유의 경우에도 과세上 예외를 두지 않음)

A사는 자신이 필요한 물류물량 전체(100%)를 B사에 위탁하여 B사는 이 거래로부
터 회계연도 말에 <표 4-2>와 같은 영업이익을 얻었다. 그 외 각 회사의 영업외이익
과 배당은 <표 4-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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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영업이익과세와 증여의제 사례
회계연도

영업이익

영업외이익 등을 고려한
배당가능이익

배당

과세

t1

+

+

0

+

t2

+

+

+

+

t3

+

-

0*

+

t4

-

-

0

-

주: *배당가능이익이 없으므로 배당이 불가능함.

[사례의 해석]

◦ 위의 사례에서 [증여의제이익=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30% 초과 특수관계
법인거래비율×3% 초과 주식보유비율]이라는 공식을 고려하여 보면, [증여의
제이익=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100%×100%]에 의해서 계산을 하여야 함.
◦ 만일 위 영업이익을 각 α, β, γ라고 하면, 증여의제이익의 총액은 3기에 걸쳐
서 다음과 같이 계산될 수 있다.

(α+β+γ)×100%×100% = α+β+γ

◦ 위 경우 甲은 B가 얻은 3년간 이익 전체를 증여의제이익으로 보아 과세됨.
위 α+β+γ에 증여세 세율(Δ)을 곱하게 되면 갑이 부담하여야 할 증여세액이
산출됨.
◦ 의제배당이므로 실제로 배당이 이루어진 t2기에는 배당소득세도 부담하고
의제배당도 부담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함.
◦ 반면 t1과 t3의 경우에는 배당가능이익이 있음에도 회사가 배당을 하지 않아
서(t1), 또는 배당가능이익이 없어서 회사가 배당을 하지 못하였음에도(t3)
甲은 증여의제에 의해서 과세를 당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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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만일 t4에서 B회사가 사업을 하던 중에 큰 손실을 입고 파산을 하게 되
었고, 청산 후 잔존한 잔여재산이 없다고 하게 되면 甲은 B회사로부터 얻은
실제로 이루어진 t2기의 배당을 제외하고는 이익은 없고(B회사가 유한책임을
지는 회사 유형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한 주식회사형식을 취하고 있다면 주주의 책임
은 자신의 지분을 상회하지 않으므로), 더 이상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없으므로(회
사가 파산을 하였으므로 지분을 양도하여 자산이익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도 없어짐) 이

경우 甲은 t2기의 얻은 배당과 자신이 부담하여야 할 증여의제규정에 의한
과세를 감안하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음.

(α+β+γ)×세율(Δ)=Δ1
t2기에 이루어진 배당액=Δ2
◦ 문제가 되는 경우
‧ 만일 Δ2=0인 경우(즉 다시 말해 회사가 한 번도 배당을 하지 않고 사내유보한 경
우)에는 항상 Δ1＞Δ2인 경우에 해당할 것이므로 재산권 침해의 문제가 발

생함.
‧ 만일 배당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Δ1＞Δ2인 경우에는 실제로 갑은 이 회사
의 주주는 증여의제규정으로 인해 주식회사의 주주유한책임제도에도 불구
하고 이익이 없는 상황 추가로 국가의 과세에 의해서 부담하게 됨. 재산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증여의제과세의 문제)
‧ 현행 상증세법 제45조의3은 과세요건이 구비되면, 그에 상당하는 영업이
익이 증여된 것으로 의제하고 있는바, 영업이익이 궁극적으로 배당 등이
이루어져서 납세자에게 귀결될지 여부가 미확정인 상황에서 증여를 의제
할 수 있는 기초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21)
21) 조세회피 목적의 주식 명의신탁 증여의제규정도 많은 논란을 야기하였다.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 받은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이 위헌적 결과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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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은 재산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국가가 조세를 부과하려면 재산권 보장과
의 관계에서 재산권의 본질을 침해해서는 안 되며, 만일 원본을 잠식하는 등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훼손하게 되면 위헌적인 과세제도가 됨.22)
‧ 납세의무는 헌법상의 의무로서 재산권의 내재적 한계임. 헌법재판소는 조
세의 부과와 징수는 [원칙적으로] 국민의 납세의무에 기초하는 것으로 재산
권의 침해가 되지 않는다고 함(헌법재판소 1997. 12. 24. 96헌가19 결정).
‧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헌법은 제23조 제1항에서 국민의 재산권 보장에 관
한 원칙을 선언함으로써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도 국가가 과세권 행사라
는 이름 아래 법률의 근거와 합리적 이용 없이 국민의 재산권을 함부로 침
해할 수 없다”고 판시함(헌법재판소 1992. 12. 24. 90헌바21 결정).
◦ 헌법재판소가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해서 위헌으로 판단한 결정례는 다음과
같음.

기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세 차례에 걸쳐 명의신탁 증여
의제 규정이 합헌이라고 판시하였다. 대법원은 2006년 이래 일련의 대법원 판결에서 명의신
탁 증여의제 규정의 과세 요건인 “조세회피 목적”에 대한 새로운 해석 방법을 제시하였고, 그
결과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서 비롯된 위헌적 결과를 상당 부분 완화할 수 있었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7두1361 판결;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두19331 판결 등). 상증세
법 제45조3도 정책적인 과세로서 많은 논란을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22) 이창희, 세법강의(전정판), 박영사, 2010, p.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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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헌법재판소가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위헌으로 판단한 결정례
사건번호

결정내용

헌재 1998. 6. 25. 95헌바
35, 09헌바5,10 결정(병합)

땅값 상승분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가공의 미실현이득에 대해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여 원본을
잠심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임

헌재 1994. 7. 29. 92헌바49
결정

토지초과이득세도 원본에 대한 과세가 되어 재산권 보장에
대한 헌법 제23조 위반임

헌재 1997. 10. 30. 96헌바
14 결정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에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재산권
보장 위반으로 위헌

헌재 1994. 7. 29. 92헌바49
결정

국세채권의 우선권이 담보물권의 설정기시 이전으로 소급
하면 위헌

5. 정책대안
□ 논리적 ‧ 실증적 근거 없이 도입된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증여과세의 위헌가능성
을 감안하여 재고할 필요가 있음.
 계열사 간 거래가 정상적 가격으로 거래됐는지 여부에 대한 엄밀한 검정이 수

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열사 간 거래를 일률적으로 증여성 거래로 보는
시각이 문제임.
 영업이익에 대해 계열사 간 거래비율과 소유지분에 따라 상증세를 과세하는 일

률적 방식은 기업집단의 효율적 거래를 제한하고 기업 활동을 억제시키는 문제
를 유발함.
 계열사 간 거래가 유발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상의 부당지원행

위규제 및 증권집단소송 등 다양한 규제 장치가 도입되어 있고, 기업의 내 ‧ 외
부 견제시스템이 정착되어 지배구조에 대한 견제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2011년
개정상법상의 회사기회유용법리까지 도입하였음.
 현행 증여의제과세 제도가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 제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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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위반의 소지가 있으므로 이 점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
성이 있음.

□ 배당소득세와의 조정 문제
 한편 영업이익이 배당이 이루어질 경우 배당소득세와의 조정이 이루어질 필요

가 있음.
◦ 만일 배당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것이 입법재량의 문제로 합헌이라고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배당소득세가 과세된 경우에는 이중으로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가 발생하게 된 것으로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함.23)
 만일 배당가능한 이익이 있다고 해서 증여세 과세를 하고, 이후에 실제로 배당

이 되었다고 해서 다시 배당소득세에 대한 과세를 한다면 이는 동일한 소득에
대한 동일인에 대한 이중과세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조정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조세정책상 현행 일감몰아주기 과세를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배당소득세를 부담

하는 경우에는 기납부 배당소득세를 증여세 과세에서 공제하는 것과 같은 장치
를 같이 도입하여야 함.

23) 대법원은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1
호가 규정하고 있는 의제배당소득, 즉 주식의 소각 또는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받은
재산의 가액에서 그 주주가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중에
는 기업경영의 성과인 잉여금 중 사외에 유출되지 않고 법정적립금, 이익준비금 기타 임의적
립금 등의 형식으로 사내에 유보된 이익뿐만 아니라 유보된 이익과 무관한 당해 주식의 보유
기간 중의 가치증가분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나, 위 법률조항이 이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
고 모두 배당소득으로 과세하고 있는 것은 입법정책의 문제이고 그 밖에 의제배당소득의 입
법 취지, 조세징수의 효율성이라는 공익적인 측면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법률조항이 입법자의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어 그로써 조세평등주의를 규정한 헌법 제11조
에 위배된다거나 재산권 보장을 규정한 헌법 제23조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하여 주
식의 소각 또는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받은 재산의 가액에 의제배당과세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배당으로 보아 합헌이라고 본 바 있음.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두19628 판
결【배당소득세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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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실에 대한 고려
 영업이익에 대해서는 과세는 하지만, 영업손실에 대하여 과세환급을 하거나 하

는 장치는 없음.
◦이익에 대해서만 지속적으로 과세할 경우 원본 손실(재산권 침해)이 발생할 수 있음.
◦ 만일 증여의제해서 영업이익에 대한 과세를 한다면 재산권 침해를 막기 위하여
손실에 대한 고려를 할 수 있는 장치도 정책적으로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봄.

□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 규정을 일감몰아주기에 적용하기 위해서 현저성 요
건을 삭제하는 것은 타당성이 의심됨.
 부당지원행위는 기본적으로 단일한 정상가격을 정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인 규

제수단이 아니므로, 합리적인 범위를 정하여 그 범위를 넘는 가격결정만을 문제
삼아야 함. 이런 점에서 범위를 정하는 역할을 하는 현저성 요건이 부당성 요건
과 결합되어야 부당지원 행위 규정의 위헌성을 완화하고, 사안에 따라 타당한
규제결과를 도출할 수 있음.24)

24) 이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는 최승재(2009), 부당지원행위규정 개정론, 경쟁법연구시리즈 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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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4-1> 신설 상증세법과 시행령
상증세법 제45조의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시행령 제34조의2(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법인세법｣ 제
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
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에서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라 한
다)이 그 법인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
서 “정상거래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
는 경우에는 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
68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의 지배
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수혜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
(이하 이 조에서 “한계보유비율”이라 한
다)을 초과하는 주주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이익(이하 이 조 및 제55조에서
“증여의제이익”이라 한다)을 각각 증여
받은 것으로 본다.

① 법 제45조의3 제1항에서 “지배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법 제45조의3 제3항에 따른 증여시기
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를 말한다. 이 경
우 이에 해당하는 자가 두 명 이상일 때
에는 법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수혜
법인(이하 이 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
다)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
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이 더 큰 자로
한다.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

② 증여의제이익의 계산 시 지배주주와 지
배주주의 친족이 수혜법인에 직접적으
로 출자하는 동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법인을 통하여 수혜법인에 간접적으
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계산식
에 따라 각각 계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1. 수혜법인의 제19조 제2항에 따른 최대
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 등”이라 한다) 중에서 수혜법
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보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등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등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가장 높은 자가 개인인 경우에
는 그 개인
2. 수혜법인의 최대주주 등 중에서 수혜법
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을 모두
합하여 계산한 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
(수혜법인의 주주 등이면서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
② 제1항 제2호에서 수혜법인에 대한 간접
보유비율은 개인과 수혜법인 사이에 주
식보유를 통하여 한 개 이상의 법인(이
하 이 조에서 “간접출자법인”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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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은 수혜법인의 사
업연도 단위로 하고, 수혜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을 증여시기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 및 지배주주의
친족의 범위,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의
계산,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의 계산,
주식보유비율의 계산, 그 밖에 증여의
제이익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이 개재되어 있는 경우(이하 이 조에서
“간접출자관계”라 한다)에 각 단계의 직
접보유비율을 모두 곱하여 산출한 비율
을 말한다. 이 경우 개인과 수혜법인 사
이에 둘 이상의 간접출자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의 수혜법인에 대한 간접
보유비율은 각각의 간접출자관계에서
산출한 비율을 모두 합하여 산출한다.
③ 법 제45조의3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이라 한다)이란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제12조의2 제
1항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관계에 있
는 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법 제45조의3
제1항에 해당하는 수혜법인이 둘 이상
인 경우에는 해당 수혜법인별로 각각
판단한다)는 제외한다.
1. 수혜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과 그 법
인이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
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2. 수혜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
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지주회사인 경
우로서 같은 법 제2조 제1호의3에 따른
수혜법인의 자회사와 같은 법 제2조 제
1호의4에 따른 수혜법인의 손자회사(같
은 법 제8조의2 제5항에 따른 증손회사
를 포함한다)
3. 수혜법인이 속한 기업집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아닌 다른 기업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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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소속 기업
④ 법 제45조의3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
다.
⑤ 법 제45조의3 제1항에서 “지배주주의
친족”이란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의 친
족으로서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에 수
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
유비율(제1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간접출자법인을 통하여 수혜법
인에 간접적으로 출자하는 경우의 간접
보유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
다)을 합하여 계산한 비율이 한계보유
비율을 초과하는 자를 말한다.
⑥ 법 제45조의3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이란 100분의 3(이하
이 조에서 “한계보유비율”이라 한다)을
말한다.
⑦ 법 제45조의3 제1항에서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을 계산할 때 특수관계법인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매출액을
모두 합하여 계산하며, 법 제2조 제4항
을 적용한다. 다만, 수혜법인이 제품‧상
품의 수출을 목적으로 국외에 소재하는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
과 거래한 경우의 해당 매출액은 특수
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에서 제외한다.
⑧ 법 제45조의3 제1항의 계산식에서 “수
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은 제1호의 가
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으로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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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혜법인의 영업손익(｢법인세법｣ 제43
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
액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한 영업손익을 말한다. 이하 이 항
에서 같다)에 대해 해당 영업손익과 관
련한 ｢법인세법｣에 따른 세무조정사항
을 반영한 가액(이하 이 항에서 “세법상
영업손익”이라 한다)
2.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나목이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한다): 가목
×나목
가. ｢법인세법｣ 제55조에 따른 수혜법인의
산출세액(같은 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
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
외한다)에서 법인세액의 공제‧감면액을
차감한 세액
나. 세법상 영업손익 ÷ ｢법인세법｣ 제14조
에 따른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⑨ 법 제45조의3 제1항의 증여의제이익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을 모두 합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법
제45조의3 제1항의 계산식 중 “한계보
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을 계
산할 때 수혜법인에 대한 간접보유비율
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간접보유비율에
서 한계보유비율을 먼저 빼고 간접출자
관계가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간접보유비율 중 작은 것에서부터 뺀다.
1.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 현재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제5항에 따른 지배주
주의 친족이 수혜법인의 주식 등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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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하는 경우: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
유비율을 주식보유비율로 보아 계산한
증여의제이익
2.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 현재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제5항에 따른 지배주
주의 친족이 간접출자법인(제1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
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통하여 수
혜법인에 간접적으로 출자하는 경우:
수혜법인에 대한 간접보유비율을 주식
보유비율로 보아 계산한 증여의제이익
(간접출자관계가 두 개 이상인 경우에
는 각각의 간접보유비율을 주식보유비
율로 보아 각각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한
다)
⑩ 제9항 제2호를 적용할 때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간접출자법인에 대
한 매출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
식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해당 간접출
자관계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한
다.
제7항에 따른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수
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에서 간접
출자법인과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
─────────────────
제7항에 따른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⑪ 법 제45조의3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간접출자법인을 말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률｣ 제8조에 따른 지주회사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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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배주주 등이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
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2. 지배주주 등 및 제1호에 해당하는 법인
이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
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3. 제1호 및 제2호의 법인과 수혜법인 사이
에 주식 등의 보유를 통하여 하나 이상
의 법인이 개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
당 법인
⑫ 특수관계법인이 둘 이상인 경우에도 하
나의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2.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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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지주회사 행위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를 중심으로 -

황인학(한경연 선임연구위원)
<요 약>

최근 민주통합당 등 정치권에서는 대규모 기업집단과 함께 지주회사의 행위
제한 규제를 한층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한도를 현행 200%에서 100%로 내리고 자회사, 손회사에 대한 최소 지분율을
상장회사 기준으로 지금의 20%에서 30% 이상으로 올리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나라의 제도와 사례를 비교분석해 본 결과, 우리나라 지주회사는 현행 제
도하에서도 이미 국제적 정합성에서 벗어난, 과도한 그물망식 사전규제에 시달
리고 있으며 투자 촉진을 위해서도 규제완화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나라 지주회사는 각종 출자규제에 더하여 금융업 영위 불허, 부채비율 제한 등
최소한 여섯 가지 측면에서 외국의 동종형태 기업에 비해 불리한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규제완화를 통한 역차별 시정이 필요한 시점인데, 이에 반하여 규
제 강화를 거론하는 것은 거꾸로 가는 잘못된 정책방향일 것이다.
국내적으로도 지주회사는 일반 기업집단에 비해 불리한 규제를 적용받고 있
다. 일반 기업집단은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이면 상호지급보증 및 상호출자 금
지,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외에 기업집단 소유지배구조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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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의무가 부과된다. 반면에 지주회사는 자산 총액 1천억 원 이상이면 상호
출자 금지는 물론, 대규모 기업집단에는 적용되지 않는 타 회사 출자 제한, 공
동출자 금지, 출자단계 제한, 금융업 영위 불허 등 각종 사전규제를 적용받는
다. 소유지배구조의 단순·투명성에 기업구조조정의 편리함을 이유로 정부는
2002년 이후 지주회사의 설립과 전환을 유도해 왔지만 제도와 정책의 실질적
내용에서는 지주회사가 일반 기업집단에 비해 훨씬 엄격한 그물망식 사전규제
에 묶여 있는 셈이다. 특히 전체 92개에 달하는 일반지주회사는 평균 자산규모
가 1조 원 미만으로서 대부분 중견 규모에 해당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들 지주회
사의 투자와 출자에 있어 대규모 기업집단보다 엄격한 사전규제를 적용함은
불합리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처럼 국내외적으로 규제차별의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지주회사 제도는
개선되어야 한다. 피할 수 없는 개방경쟁추세에서 기업을 규율하는 제도 역시
세계적으로 수렴하는 추세에 있음을 감안하여 장기적으로는 지주회사에 대한
사전규제를 폐지하고, 그 대신 일반 기업집단과 동일하게 기업결합 및 부당내
부거래를 통한 경쟁제한행위를 규율해야 한다. 그러나 출자단계와 출자방향에
대한 사전규제를 당장 폐지하기 어렵다면, 우선은 지주회사 제도의 기본틀을
유지하는 범위 안에서 중견급 지주회사의 투자와 성장을 제약하고 있는 규제
들을 재조정해야 한다.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사안으로 본 연구에는 △지주회
사의 금융업 영위제한 폐지, △ 타 회사 지분 5% 초과 보유제한 폐지, △ 공동
출자 금지 규정 완화, △증손회사 보유의 원칙적 허용 등을 제안하는 한편, 해
당 기업이 의도하거나 원하지 않을 경우 지주회사로 강제전환되는 일이 없도
록 지주회사 요건을 보완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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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토 배경
□ 일반 기업집단에 비해 소유지배구조가 단순, 투명하다며 정부는 지주회사 전환을
유인하면서 한편으로는 공정거래법상 각종 행위제한을 두어 규제하고 있음.
 지주회사 정책은 원인금지에서 설립 · 전환 촉진으로 전환되었으나 경제력집중

을 방지한다는 목적으로 출자구조와 부채비율, 사업 포트폴리오를 제한하는 각
종 규제조항들을 신설, 지금껏 견지하고 있음.
 지주회사 규제 내용: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제한(200% 이내), 출자단계 제한(증손회
사 보유의 원칙금지), 최소지분율 제한(상장 20%, 비상장 40%), 공동출자금지, 타 회

사 출자 제한, 금융계열사 소유 금지 등
 현행의 규제내용은 국제적 정합성에 맞지 않고 과도하다는 지적에 정부도 이를

인정, 18대 국회에 일부 규제를 완화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제출했고 정무위
심의를 통과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법사위 단계에서 끝내 무산

□ 이명박 정부에서 출총제 폐지와 지주회사 규제완화의 무산으로 지주회사 그룹은
일반 기업집단보다 불리한 규제차별에 대해 상대적 박탈감과 불만 고조
 2011년 9월 현재 공정거래법상 일반 지주회사는 총 92개이며, 이 중 대다수인

72%(66개)가 대기업집단 규모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집단보다 더
많은 규제를 받고 있는 불합리한 구조
 일반지주회사(92개) 평균 자산총액은 9,161억 원으로 대기업집단의 요건인 자산

5조 원을 훨씬 하회하며, 대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는 20개 집단 26개사에 불과
 지주회사는 각종 행위규제를 적용받는 대신 출자총액제한의 적용배제, 익금불산

입률 우대의 혜택을 받았으나 2009년 3월 출총제는 폐지되고 지주회사 규제완화
는 무산되면서 일반 기업집단보다 불리한 지주회사 제도의 문제점이 부각됨.

□ 설상가상으로 제19대 총선과 대선 공약으로 야당에서 지주회사 행위제한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함에 따라 지주회사 메리트는 한층 감소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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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제도하에서도 금융사 보유, 자/손자/증손회사 지분율 미충족, 계열사 외 타

회사 주식 보유, 부채비율 200% 초과 등으로 유예기간을 부여받은 지주회사는
전체 87개사, 이 중 47개사는 2012년 중에 유예기간이 만료되는 상황1)
 최근 대한상의에서 지주회사 애로현황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현행 규제가 부담

된다는 응답이 절대다수인 86%에 이르고 있으며, 정치권에서는 행위제한 규제
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발표하여 지주회사들을 더욱 불안하게 하고 있음.2)
 민주통합당의 규제 강화방안: 지주회사 부채비율 제한 강화(200%→100%), 자회사

· 손자회사의 최소지분율 강화(상장: 20%→30%, 비상장: 40%→50%), 지주회사 전환
을 위한 인적분할시 자기주식에 대한 분할회사 주식 배정 금지 등을 포함

□ 이러한 배경하에 본고는 외국의 지주회사 제도와 사례를 비교분석함으로써 한국
형 지주회사 제도의 특징,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개방경쟁은 피할 수 없는 대세이고, 국민경제의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에 수출

기업의 선전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우리 정부는 국내기업이 외국기
업과 최소한 대등한 환경(level-playing field)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경제제도와 기
업정책을 입안, 집행해야 함
 국제적 정합성에서 벗어난 ‘갈라파고스 형’ 규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기업

의 투자의욕은 떨어지고 규제를 회피하려는 노력은 증가하면서 기업의 경쟁력
은 물론 국민경제 전반에도 부작용을 초래할 것임.

1) 공정거래위원회, 2011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 2011. 11.
2) 2012년 6월 4일, 대한상의에서 105개 지주회사를 대상으로 조사하여 발표(지주회사 애로현황
과 정책개선과제 조사); 조사기간 2012. 5. 23~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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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 지주회사 제도의 특징과 문제점
(1) 한국 지주회사 제도의 특징

□ 지주회사의 개념: 지주회사란 주식의 취득을 통해 다른 회사를 소유, 지배하는
것이 주요 목적인 회사를 지칭
 법적으로는 주식의 소유를 통하여 국내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공정거래법 제2조)로서, 자산총액이 1천억 원 이상인 회사 중
에 자회사 주식가액의 합계가 자산총액의 50%를 넘는 회사(동법 시행령 제2조)
 글로벌 대기업들은 브랜드별, 판매지역별로 별도 법인을 통해 사업을 하기 때문

에 대부분 지주회사 조직 형태를 띠게 되있으나 지주회사를 법률에서 정하여
별도의 행위규제를 부과하는 나라는 사실상 한국이 유일

□ 우리나라 지주회사는 금지에서 제한적 허용을 거쳐 설립 · 전환 권장으로 정책방
향이 바뀌어 왔지만 경제력집중을 우려하여 각종 행위제한을 함께 도입, 운용 중
 지주회사는 피라미드 출자를 통해 다른 회사를 손쉽게 지배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력집중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공정거래법에서는 1987년부터
지주회사의 설립 및 전환을 금지하여 왔음.
 금지(1986. 12) ⇒ 제한적 허용(1999. 2): 한국과 함께 유일하게 지주회사를 금지했

던 일본에서 규제가 풀리고, 외환위기의 와중에 IMF, IBRD에서 지주회사를 합
법화할 것을 권고함에 따라 제한적 허용으로 정책 선회
 2002년 현물출자 방식 외에 실질적으로 지주회사 설립을 가능케 하는 상법상

회사분할 규정을 도입하고, 지주회사 전환 그룹에는 출자총액규제를 면제하는
유인책을 제공하면서 일반 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전환을 유도하기 시작함.
 노무현 정부 시기인 2007년에는 두 차례의 법 개정을 통해 지주회사 부채비율

완화(200%), (손)자회사 지분율 요건 완화(20%, 40%), 증손회사 제한 허용 등의 규
제를 완화함으로써 더욱 적극적으로 지주회사 전환을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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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정부에서도 2008년 7월, 금융자회사 보유 허용, 증손회사 보유기준 완

화, 부채비율 규제 폐지, 타 회사 출자제한 폐지를 골자로 하는 지주회사 규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일부 내용이 정무위를 통과했으나 결과적으로 무산됨.

□ 따라서 현행의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행위규제 내용은 2008년 이후 바뀐 게 없으
며, 행위규제의 내용과 특징은 다음 일곱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음(<그림 5-1> 참조).
①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제한: 지주회사 자본 대비 200% 초과 금지(법 제8조의2
제2항)

② 금융자회사 소유금지: 일반 지주회사의 금융 자회사, 금융 손자회사, 금융 증
손회사 소유 금지(법 제8조의2 제2항, 제4항, 제5항)
③ 출자방향(top-down only) 및 공동출자 금지: 지주회사는 자회사에만 수직적으로
출자하도록 자회사 이외의 회사에 출자금지(법 제8조의2 제2항 제3호), 자회사는
손자회사 이외의 회사 출자금지(법 제8조의2 제2항, 제3항 제2호), 그리고 자회사
가 자신의 손자회사 또는 다른 자회사와 공동으로 손자회사에 출자금지
④ 자회사, 손자회사의 최소 지분율 제한: 지주회사는 상장 자회사의 지분 20%,
비상장 자회사의 지분 40% 이상 소유(법 제8조의2 제2항), 자회사는 상장 손자
회사의 지분 20%, 비상장 손자회사의 지분 40% 이상 소유(법 제8조의2 제2항)
⑤ (손)자회사 외의 타 회사 출자 제한(5% 이하): 지주회사는 비계열사 주식 5% 초
과 보유 금지(법 제8조의2 제2항)
⑥ 출자단계 제한: 원칙적으로 증손회사 보유를 금지하며 다만 손자회사가 증손
회사는 100% 소유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
⑦ A Hidden Regulation: 지주회사 전환을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출자한 회
사의 (갑작스런) 주가 상승 등으로 자산총액이 1,000억 원 이상인 기업의 자회
사 주식가액 합계액이 예기치 않게 자산총액의 50% 이상이 되는 경우 지주
회사로 강제 전환해야 하는 경우 발생(법 제2조, 영 제2조 제1항,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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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규제 내용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 그물망식 행위제한을 부과하는 대신에 정부는 지주회사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지주회사 전환그룹에 출총제 면제와 익금불산입률 우대 혜택을 부여
 2009년 3월 출자총액규제의 완전 폐지로 인해 지주회사 그룹에 주어지는 정책

적 유인책은 익금불산입률 우대조치가 유일한 상황임(<표 5-1> 참조).
<표 5-1> 법인세법상 배당소득 익금불산입률 비교
구분
지주회사

상 장
비상장

지분율

익금
불산입률

40% 초과

100%

40% 이하

80%

80% 초과

100%

80% 이하

80%

구분
일반회사

상 장
비상장

지분율

익금
불산입률

30% 초과

50%

30% 이하

30%

50% 초과

50%

50% 이하

30%

주: 일반회사의 경우 자회사 지분율이 100%인 경우에는 익금불산입률 100% 인정
자료: 법인세법 제18조의2 및 제18조의 3 등을 참조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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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주회사의 현황과 특징

□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는 2011년 9월 말 현재 총 105개사이며 이 중 일반 지주
회사의 수는 92개, 금융 지주회사는 13개
 지주회사 연간 증가율: 2008년(40개→60개)을 정점으로 지주회사 증가세는 2009

년(32%→2010년 22%)→2011년 9%로 점차 둔화되는 양상(<그림 5-2> 참조)
 대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는 총 20개 집단 26개사이며, 일반 지주회사의 평균

자산총액은 9,161억 원으로 대부분이 자산총액 1조 원 미만의 중견그룹에 해당
*1조 원 이상 일반 지주회사의 수: 2009년, 11개→2010년, 15개→2011년, 18개
<그림 5-2>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수 증가 현황(2011. 9. 30. 현재)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92개 일반 지주회사 평균 부채비율은 약 43%로서 법상 규제수준(200%)을 크게

하회하며, 평균 지주비율은 80.5%로서 법상 기준(50% 이상)을 크게 상회
*일반 지주회사 평균 부채비율: 2009년, 46.4%→2010년, 55%→2011년, 43.3%
 일반 지주회사의 자·손자회사 지분율: 자회사 지분율은 평균 72.7%(상장 42%, 비
상장 81%), 손자회사 지분율은 평균 76.3%(상장 49%, 비상장 78%)로서 법률상 요건
(상장 20%, 비상장 40% 이상)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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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자체 평가로는 지주회사 제도가 정착되고 있지만 제18대 국회에서 규제
완화 법안이 장기간 계류, 무산되면서 지주회사 증가세가 둔화된 것으로 평가3)
 법상 규제 수준보다 낮은 수준의 부채비율을 유지하면서도 법상 요건을 상회하

는 수준으로 자(손)회사를 소유하고, 동일인 등의 지주회사에 대한 지분율 증가
등 지배력 확장 억제 및 소유지배구조 투명성 제고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
 특히 지주회사의 평균 부채비율(43.3%)이 법상 규제한도의 약 5분의 1에 불과하

고 자(손)회사의 평균 지분율이 법상 최소 기준을 약 두 배 상회하고 있음은 지
주회사 제도가 경제력집중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지 않음을 방증하며, 직접규
제보다는 익금불산입률 우대와 같은 인센티브가 정책 목적 달성에 더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

(3) 한국 지주회사 제도의 문제점

□ 문제점 1: 다른 나라에 없는 사전규제를 도입, 운용하고 있음으로 인해 외국 지주
회사에 대해 국내 지주회사를 제도적으로 역차별하는 문제점 초래
 선진국에서는 기업을 사적 계약의 집합(nexus of contracts)으로 보기 때문에 기업

조직형태와 출자구조에 대한 정부의 직접, 사전규제를 지양하고 있는 반면에 한
국에서는 경제력집중을 방지할 목적으로 다양한 행위 제한을 두고 있음.
 선진국에서도 피라미드 지주회사 형태가 경제력집중 문제를 야기한다는 우려가

있으나 이 경우에도 정부는 직접규제보다는 주식 취득에 의한 기업결합의 경쟁
제한성을 따지는 경쟁법적 측면에서 간접적으로 규율하고 있음.
 역사적으로는 일본이 공정거래법에서, 그리고 미국에서 공익사업 분야에서 지

주회사 금지규정을 둔 적이 있으나 지금은 대부분의 규제를 폐지하여 한국이
지주회사 규제를 행하고 있는 사실상의 유일한 나라가 되었음(<표 5-2> 참조).
* 미국 사례: 은산(銀産)분리원칙에 의거하여 은행이 일반기업을 자회사로 둘 수
없도록 ‘은행지주회사법’을 제정한 바 있고, 공익산업에서 지주회사 구조의 남
3) 공정위, ｢2011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 분석결과｣, 2011.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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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에 따른 투자자와 소비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이 분야에서 지주회사를 금지
하는 ‘공익사업지주회사법(PUHCA)을 1935년에 제정했으나 그 외의 직접규제
는 없었음. 그리고 은행지주회사의 겸업제한 규제도 금융기관의 대형화 및 겸
업화 추세에 따라 폐지되었으며, PUCHA도 2005년에 폐지되었음.4)
* 일본 사례: 제2차 세계대전의 책임이 있는 일본에서 ‘군산(軍産)복합기업’이 재
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1947년 미국 군정에서 자이바쯔(財閥)를 해체하고 지주
회사를 금지하는 ‘독점금지법’을 제정했으나 1997년 6월에 순수지주회사를 허
용했으며, 2002년 6월에는 사실상 모든 규제를 폐지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지
주회사(일반회사 포함)에 신고 · 관련 자료제출 의무를 부과하는 개혁을 단행
<표 5-2> 외국의 지주회사 관련 제도 비교
관련규제

미국

유럽

일본

정의

정의 없음

정의 없음

▪총자산 중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액
비중이 50% 이상인 회사
▪은행/보험지주회사는 은행/보험회사
가 발행한 주식의 과반수 보유 인가
회사

자산총액

규제 없음

규제 없음

6,000억 엔 이상(보고의무)

부채비율

규제 없음
(은행지주 50%)

규제 없음

규제 없음

공동투자

규제 없음

규제 없음

자회사 간 공동투자만 허용

자회사 지분율

규제 없음

규제 없음

제한 없음

금산분리

비금융지주회사의
은행소유 금지

규제 없음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자산 15조 엔 초
과 대규모 금융회사와 자산 3,000억 엔
초과 대규모 사업회사 동시소유 금지

비계열사 출자

규제 없음

규제 없음

10% 이상 취득 시 보고의무만 부과

증손회사

규제 없음

규제 없음

규제 없음

자료: SK경영경제연구소, 지주회사 관련 제도개선 방향과 과제, 2008.

4) 신석훈, ｢1930년대 대공황시기 미국의 대기업정책과 우리나라 현황과의 연관성 연구｣,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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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점 2: 지주회사 그룹과 일반 기업집단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음에도 지주회
사 그룹에 상대적으로 불리한 규제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는 문제
 지주회사는 불완전한 피라미드 출자구조에 기반을 둔 기업집단의 한 유형임에

도 정부는 소유지배구조의 단순·투명성 면에서 지주회사가 낫다며 설립 및 전환
을 유도해놓고 더 불리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불만 고조
 특히 일반 기업집단의 경우 금융업 영위가 가능하고 계열회사 간 공동출자를

통해 단일 기업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대규모 투자를 통해 성장유망산업에 진
출할 수 있지만 지주회사 그룹은 사전규제 때문에 불가능한 구조
 제18대 국회에서 대기업집단에 적용되는 출자총액제한은 완전 폐지된 반면, 기

대했던 지주회사 규제완화는 무산되면서 지주회사의 상대적 규제체감도 높아짐.

□ 문제점 3: 일반지주회사 그룹의 자산총액을 보면 대부분 자산 1조 원 미만의 중
견급 기업집단에 해당하는데도 대기업집단보다 강한 규제를 적용하는 문제점
 일반지주회사(92개)의 자산총액이 평균 1조 원 미만이고, 이 중에 대기업집단에

속하는 26개사를 제외한 나머지 66개 지주회사의 평균 규모는 훨씬 적음
 여섯 가지의 지주회사 행위제한은 자산 5조원 이상의 일반 대기업집단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중견그룹 규모의 지주회사들이 대규모 기업집단보다
도 더 불리한 규제환경에 놓이게 되는 불합리 초래
 이와 같은 역진적 규제체계는 중견급 기업집단의 추가 성장기회를 제약함으로

써 기존의 대기업집단 중심의 경제력집중을 심화시킬 우려마저 있음

□ 문제점 4: 지나친 행위규제로 인해 지주회사 그룹의 투자를 위축시키고 비현실적
인 규제 때문에 불필요한 규제순응비용 또는 규제회피비용을 야기하는 문제
 2012년 5월, 대한상의에서 지주회사 대상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현행 규제가 부

담스럽다는 응답비율이 86%에 이르고 규제가 완화된다면 투자를 늘리겠다는
응답이 66%에 이를 정도로 지주회사 규제는 기업투자의 걸림돌로 작용
 특히 최근 정치권에서 공약한 대로 지주회사 규제가 강화된다면 자회사 지분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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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 부채비율 하향 조정 등에 투자재원을 소진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투자 여력
과 일자리 창출여력을 떨어뜨리는 부작용을 더욱 가중시킬 전망
 또한, 지주회사 전환 여부는 대차대조표상 자회사의 주식평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자회사는 의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영상태에 따라 지주회사가 되어
공정거래법상 행위규제에 억지로 맞춰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며, 이에 따라 해당
기업은 강제전환을 피하거나 또는 규제를 따르는데 많은 경영자원을 소모하게 됨.

3. 외국의 지주회사 사례
(1) 미국 사례: GE와 American Exceptionalism

□ 미국의 복합기업은 GE, IBM, GM, Ford처럼 사업지주회사 체제가 일반적이며
순수지주회사는 해외사업활동 부문에서 예외적으로 존재
 세계적으로 대기업조직은 우리나라에 보듯이 피라미드 출자구조에 기초하고 있

는 데 반하여 미국의 대기업조직은 사업부제를 통한 복합기업형태가 주류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 M-형 조직(Multidivisional-form organization)
<그림 5-3> 미국의 대기업조직 사례: GE

자료: 한국은행(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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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컨대 GE는 수많은 사업부와 거의 100% 출자한 자회사를 통해 가전 · 소비재,

소재 · 부품, 에너지, 항공엔진, 물류, 공장자동화 설비 등 다양한 사업을 하며, 중
간지주회사-GE Capital Service를 통해 금융 · 보험업에도 진출(<그림 5-3> 참조)5)

□ Why American Exceptionalism? - 미국에 피라미드 지주회사가 없는 이유
 다단계 피라미드 기업형태에 대한 직접규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M-형 조직이

미국 대기업의 일반적 형태로 자리 잡은 까닭에 대해 두 가지 관점이 경합
① 모크(Randall Morck)의 ‘이중과세가설’: 피라미드 기업집단을 해체하려는 목적
으로 1935년 법인 간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와 더불어 계열사 청산 시
자본이득세 면제의 당근책을 병행한 결과라고 주장6)
⇒ 그러나 여기에 대해 뱅크와 체핀스(Steven Banks & Brian Cheffins, 2010)는
역사적 자료를 잘못 해석한 결과임을 논증, 비판
② 챈들러(Alfred Chandler), 윌리암슨(Oliver Williamson)의 ‘조직혁신가설’: 사업 규
모와 범위가 커지면서 지주회사 기업조직(H-form)의 비효율성이 문제가 되었
고, 그에 대한 대안으로 사업부제 기업조직(M-form)이 확산되었다고 주장7)

 이 밖에 기업 관련 법제가 잘 정비되어 있고 사업부 단위의 구조조정에 어려움

이 없으며, 소수주주권·공시제도의 발달로 주주권 행사가 용이하고 자회사 주식
의 80% 이상 가져야 이중과세를 면해주기 때문이라는 설명도 있음.

5) 방송 · 미디어는 Comcast와 공동으로 출자한 중간지주회사 NBC Universal(49%)을 통해 진출,
Universal Studio는 프랑스 통신회사 비방디(Vivendi)와 공동소유
6) 2002년 기준 미국의 연방 법인세는 35%(flat), 타 회사 배당소득에 대해 지분율 20% 미만 시
10.5%, 지분율 10~80% 시 배당소득에 대해 7%, 80% 초과하면 0% 부과
7) 좀 더 자세한 설명은 황인학(20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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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캐나다 기업 사례: the Hees-Edper Group - 최대 16단계 출자, 금융회사 보유 등
 캐나다에서는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가 없고 자회사 주식을 10% 이상 소유해도

전액 익금불산입되는 이중과세 방지제도 때문에 지주회사가 일반적 기업형태임.
 대표적인 사례로 브론프만(Bronfman) 형제가 지배하는 The Hees-Edper Group

을 보면, 동 그룹은 300개가 넘는 회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간지주회사를 포
함하여 피라미드 출자가 최대 16단계까지 이어지기도 함(<그림 5-4> 참조).
 캐나다 지주회사는 한국의 지주회사와 달리 출자단계에 제한이 없음은 물론, 지

주회 그룹 내에 순환출자, 공동출자가 허용되고 금융업 영위도 가능한 상태임.
<그림 5-4> 캐나다 지주회사 그룹 사례: the Hees-Edper Group

자료: Morck (2005, p.139)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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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럽 기업 사례: 스웨덴의 Wallenburg와 프랑스의 LVMH

□ 스웨덴의 발렌베리 그룹: 차등의결권을 이용한 자회사 지배, 공동출자 등
 발렌베리 그룹은 가족경영을 하는 전형적인 기업집단으로서 지주회사인 인베스

터(Investor AB)를 통하여 핵심투자군(core investment)과 금융투자군(financial
investment)으로 나누어 많은 회사를 지배하고 있음(<그림 5-5> 참조).

 공동출자와 금융업 영위에 제한을 받지 않으며, 지주회사(인베스터)는 차등의결

권을 활용하여 일부 자회사의 경우 10% 미만의 적은 지분으로도 안정적인 지배
주주로서 역할을 하고 있음.
*예: 인베스터의 에릭슨(Ericsson) 지분 소유율은 5%이나 의결권은 22%이고, 일
렉트로룩스(Electrolux) 지분 소유율은 6%이나 실제 의결권은 21%

<그림 5-5> 스웨덴 지주회사 그룹 사례: Wallenburg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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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LVMH 그룹: 직접 상호출자, 환상형 순환출자, 공동출자 등
 LVMH 그룹은 1987년에 루이 비통(Louis Vitton)과 헤네시(Moet Hennesy)가 합병

된 다국적 명품 브랜드 기업집단
 크리스찬 디오르(Cristian Dior)가 LVMH의 주요 지주회사로서 발행주식의

42.36%(의결권 주식의 59.01%)를 소유하고 Dior의 지배주주인 Bernard Arnault
는 지주회사인 Finaciere Agache를 통해 Christian Dior, LVMH 등 약 60개의
계열사를 통제
 LVMH 그룹은 지주회사 형태를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단의 계열사 사이

에 한국에서는 사전 금지하고 있는 환상형 순환출자, 직접 상호출자, 공동출자
등이 관찰되고 있음
<그림 5-6> 프랑스 지주회사 그룹 사례: LVMH

자료: Whittington, R&M Mayer, The European Corporation, 2000, p.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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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아시아 기업 사례: Tata Group 등

□ 인도의 Tata 그룹: 지주회사 그룹 형태에 행렬식 피라미드 출자구조 혼재
 인도의 대표적 기업집단인 타타(Tata) 그룹은 300개 이상의 회사로 구성되며,

1990년대에 Ratan Tata 회장의 취임 이후 지주회사인 TSL(Tata Sons Ltd.)을 통
해 지배주주 중심으로 소유지배구조를 재구축하였음(Kakani & Joshi, 2006).
 Tata 가문의 계열회사 직접 지분이 0.01%에서 15%에까지 비교적 낮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계열회사들로 하여금 지주회사인 TSL에 출자하게 하고, 상
호출자와 순환출자, 중간투자지주회사 등을 활용하여 그룹 전체의 지배력을 보강

□ 이 밖에 싱가포르의 국영지주회사 THL, 일본의 도요타 그룹을 보면, 이들 나라
에서도 출자에 관한 일체의 사전규제가 없음을 알 수 있음.
 1974년에 설립된 싱가포르 국영지주회사 Temaseck Holding Limited(THL)를
<그림 5-7> 인도의 지주회사 그룹 사례: Tata Group

자료: Ram Kumar Kakanmi & Tejas Joshi(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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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통신 및 미디어(THL portfolio 33%), 금융(21%), 수송과 물류(17%) 관련 대표
기업 과 중간지주회사를 지배하며, 출자단계와 지분율에 규제 없음(Choon-yin
Sam, 2008).

 일본에서는 2002년 지주회사 규제가 완전 해금된 이후 미쓰비시 그룹, 소프트

뱅크 그룹 등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했으며, 도요타 그룹의 사례에서 보듯이8)
계열회사 사이에 직접 상호출자와 환상형 순환출자가 관찰되는 등, 출자에 관한
사전규제가 없음.

4. 지주회사 규제의 개선방안
(1) 제도개선의 기본원칙과 방향

□ Local Frame에 기초한 한국형 규제의 지양, 경제제도의 국제적 정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규제를 개선, 국내 기업이 역차별 받지 않는 정책 환경을 조성
 지주회사의 출자와 부채비율 등에 관한 여섯 가지 규제는 다른 나라에서 볼 수

없는 사전규제로서 국제적 정합성에 맞지 않으며 관련 기업의 투자를 제약하고
불필요한 규제순응비용을 높이는 등의 문제를 낳고 있음.
 국내적으로도 자산총액 평균이 1조 원 이하인 지주회사에 대해 대규모 기업집

단보다도 강한 형태의 행위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역진적이고, 불합리한 만큼 기
업조직형태의 선택 여하에 따라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시정할 필요 있음.
 장기적으로는 경제제도의 세계적 수렴화 추세를 감안하여 외국의 동종형태 기

업에 비해 현저하게 불리한 현행의 지주회사 규제는 폐지하고, 일반 기업집단과
동일하게 기업결합 및 부당내부거래를 통한 경쟁제한행위를 제재해야 할 것임.

□ 기업조직 선택의 자유 제고: 기업의 조직형태와 지배구조에 대한 정부의 직접개
입보다는 관련 이해관계자의 감독과 견제기능을 높이는 대안적 노력으로 전환
8) 황인학, “2012년 대기업집단 정책의 쟁점과 과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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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배력 확장의 억제와 투명성 면에서 지주회사 형태가 일반 기업집단보다 우월

하다는 인식하에 정부는 지주회사 전환을 촉진해왔지만 본질적으로 기업집단과
지주회사는 동일한 성격
 조직 형태와 내부 지배구조의 선택은 기업마다 이해관계구조, 사업구조, 해당

기업의 업력과 문화, 처해 있는 제도적 환경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재단할 수 없는 문제이며, 정책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도 없음.
 출자구조와 형태, 기업지배구조에 대해 정부가 사전규제로 직접 개입하는 관행

을 지양하고, 사적 자치의 영역을 넓게 인정한다는 원칙 하에 이해관계자에 의
한 감독과 견제가 좀 더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주권 행사의 제도적·관
행적 걸림돌을 제거하는 대안적 노력이 필요

(2) 투자 제한적 규제의 개선

□ 금융업 영위제한 폐지: 은산(銀産)분리 유지, 금산(金産)분리 규제완화
 일반지주회사도 은행업을 제외한 금융·보험업의 금융회사를 자회사로 보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업-금융 간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함.
 일반 지주회사의 금융업 영위는 다른 나라에서도 제한하지 않으며, 일부에서 우

려하는 사금고 남용의 문제는 금산법, 은행법, 공정거래법 등 현행 제도하에서
도 충분히 견제장치가 마련되어 있음.

□ 타 회사 지분 5% 초과 보유제한 폐지
 이미 자통법 등에서 주식 5%를 취득하는 등 주식을 대량 보유하는 경우에는 이

를 금융위원회와 증권거래소에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가 있는 만큼 주식 취득
한도를 별도로 제한할 이유가 없음.
 현행의 5% 제한으로는 신사업 탐색을 위한 모험투자를 제한하는 등 지주회사 그

룹의 투자활동을 위축시키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제한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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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출자 금지 규정 완화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사업 진출, 또는 M&A에서 일반 기업집단은 다수의 계열

사를 동원 할 수 있지만 지주회사는 불가능하게 규제되어 있어 형평에 맞지 않
고, 투자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
 현행 지주회사 제도의 기본골격인 수직적 출자구조를 유지하는 범위 안에서 복

수의 상위 계열사가 하위 계열사에 공동출자를 허용하는 규제완화 방안 필요

□ 증손회사의 원칙적 허용
 증손회사 보유는 100% 소유할 경우 예외적 허용되고 있는데 이러한 제한은 해

당 기업(손회사)의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켜 신규사업 진출과 타 회사와의 전략적
제휴를 방해하는 등 정상적인 경영전략 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
 출자단계는 이를 제한하는 외국의 사례도 없고 손자회사까지로 제한해야 하는

합리적인 근거도 없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출자단계 규제를 폐지하는 것이 마
땅하나 단기적으로는 증손회사 보유를 원칙 허용하는 수준으로 완화해야 함.
 즉 손회사의 증손회사에 대한 지분율을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과 동

일하게(20%, 40%) 조정해야 함.

(3)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 해당 기업이 원할 경우에만 지주회사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국내 자회사의 주식가액 총액이 해당회사의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넘어도 해당 기업이 의도한 것이 아니라면 지주회사 규제를 적용받지 않
도록 지주회사 전환요건을 보완할 필요 ⇒ 신고 등의 요식행위를 요건에 추가

□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제한 폐지
 최근 정치권에서는 부채비율 제한을 현행 200%에서 100%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

하나 시장참가자 사이의 사적 계약 영역에 정부의 직접개입은 바람직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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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주회사 수익구조상 무리한 차입을 통한 지배력 확장이 어렵고, 2011년 일반

지주회사 평균 부채비율도 43%에 불과 ⇒ 사실상 구속력 없는 규제에 해당
 부채비율 규제는 채권, 채무의 사적 계약에 정부가 규제를 통해 구현해야 하는

공익적 목적이 불분명한 반시장적, 불합리한 규제이기 때문에 폐지함이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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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금산분리의 쟁점사항 및 개선방안

임병화(한경연 선임연구원)
<요 약>

총선을 앞두고 민주통합당은 국내 기업집단의 경제력집중 완화의 일환으로
산업자본의 은행소유 지분 한도 축소(9%→4%)와 금융계열사 분리를 위한 ‘계열
사분리청구제도’ 도입 등 금산분리 강화 정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현재 국내 기
업집단의 금산분리 핵심 쟁점은 2008년 정부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포함되었
던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소유 허용 여부이다. 7차례 심사 끝에 중간지주
회사 설립을 통한 금융자회사 소유가 가능한 수정안을 합의하였지만 18대 국
회에 통과되지 못한 채 현재 자동 폐기된 상태이다. 그러면서 정부의 개정안
통과를 기대하고 지주회사로 전환한 기업들의 금융자회사 처리문제가 발생하
였고 유예기간이 다가오면서 심각한 비용발생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본고에서
는 기업집단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비은행 금융기관과의 금산분리에
초점을 맞춰 금산분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살펴보았다.
실제 글로벌 스탠더드라 할 수 없는 금산분리 규제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으로 다양한 측면에서 문제점을 갖고 있다. 먼저 기존 금산분리 지지 논거
였던 재벌의 사금고화와 리스크 전이로 인한 금융시스템의 건전성 우려는 관
련 법 개선과 자본시장 발전 등 제도적 장치 마련으로 상당부분 축소된 상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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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오히려 국내 금산분리 규제는 기업집단들의 지배구조 개선을 어렵게 만들
고 과잉규제 및 중첩규제로 경영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비은행
금융계열사에 대해서는 금융지주회사법과 공정거래법이 충돌하고 있으며, ‘계
열분리청구제도’ 경우에는 개인 재산권 침해로 위헌 소지가 있는 등 법리적인
문제도 안고 있다.
한편, 산업자본의 비은행 금융업 진출은 국내 금융산업 성장의 가장 큰 걸림
돌인 자본력 확보에 도움을 주고 신규 산업기회의 제공 및 결합 시너지 등 경
영 효율성 제고에도 도움을 줄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금산분리 완화의 중요성
을 인식하고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소유를 허용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의 재상정 및 통과를 서둘러야 한다. 차후에는 금융업별 차별적 규제와 함께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소유를 원칙적으로 허용해야 한다.

1. 검토 배경
□ 총선으로 앞두고 민주통합당은 재벌의 경제력집중 완화 일환으로 금산분리 강화
정책을 발표
 은행에 대한 산업자본의 의결권 있는 주식 취득한도를 9%(2010. 5 개정)에서 4%

로 낮추고, 사모펀드의 은행소유 지배를 제한
 재벌이 보험이나 증권 등의 금융계열사를 통해 경제력집중이나 계열회사에 대

한 부당지원 등의 수단으로 악용하지 못하게 ‘계열사분리청구제도’ 등 제도적
개선방안 강구

□ 그러나 현재 금산분리 핵심 쟁점은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소유 관련 공정
거래법
 2009년 정부는 투명한 지배구조 개선 목적으로 기업집단이 지주회사 체제로 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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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전환할 수 있도록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제한 규정과 비계열사 주식 보유 관
련 제한을 폐지하고 금융지주회사의 비금융회사 소유금지 및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소유금지 규정을 삭제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상정
 7차례 심사 후 일반지주회사의 중간금융지주회사 설립을 통한 금융자회사의 보

유를 일정부분 허용하는 방안 합의
 그러나 18대 국회가 종료되면서 여야 합의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자동 폐기됨.
<표 6-1> 공정거래법 개정안 원안 및 수정안
현행 공정거래법

개정안(수정)

부채비율 200% 제한

좌동

비계열사 지분 5% 이상 보유금지

좌동

금융지주의 일반지주 소유금지

좌동

일반지주의 금융자회사 소유금지

소유허용, 단 일정요건 충족 시
중간금융지주 설치

증손회사 소유는 원칙적으로 금지나 100%
지분 보유 시 가능

소유허용, 단 상장 20%, 비상장 40% 보유
의무

지주회사 전환 유예기간 2+2

유예기간 3+2년 연장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 실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서 지주회사로 전환한 국내 기업집단
의 금융자회사에 대한 처리 문제 발생
 SK는 유예 만료에 따라 과징금 50억8천5백만 원을 부여받았으며 두산을 비롯

한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 유예 만료 시기가 다가오고 있음.
 대부분의 유예만료 기간이 2012년 말과 2013년 초에 몰려 있어 일반지주회사

들의 금융자회사 처리를 위한 비용 발생이 불가피한 상황

제6장 금산분리의 쟁점사항 및 개선방안 163

<표 6-2> 일반지주회사의 금융계열사 보유 현황
지주회사명

금융보험사명

지분율
(%)

유예
만료

비고

SK

SK증권

22.4

2011. 7.

SK네트웍스의 손자
(과징금 50억8천5백만 원)

CJ

CJ창업투자

90.0

2011. 9.

해소

부영

부영파이낸스

29.5

2011. 12.

해소

셀트리온홀딩스

셀트리온창업투자

100.0

2011. 12.

일진홀딩스

아이텍인베스트먼트

70.0

2012. 7.

프라임상호저축은행

91.6

프라임캐피탈

98.0

프라임개발

이지바이오시스템 이앤네트웍스벤처투자

2012. 9.

94.3

2012. 12.

에지제이캐피탈

100.0

2012. 12.

두산캐피탈

20.0

네오플럭스

66.7

네오플럭스제1호PEF

15.0

원익

원익투자파트너스

46.4

2012. 12.

원익아이피에스의 손자

제일홀딩스

에코캐피탈

33.3

2013. 1.

하림홀딩스의 손자

하림홀딩스

에코캐피탈

33.3

2013. 1.

씨앤에이치

씨앤에이치리스

100.0

2013. 9.

대성홀딩스

대성창업투자

50.9

2013. 9.

아주엘앤에프
홀딩스
두산

에이제이렌터카의 손자
두산중공업의 손자

2012. 12.
네오플럭스의 손자

자료: 공정거래위원회(2011. 11.)

□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재상정되어 통과된다 하더라도 금융지주회사법과 충돌 우려
 19대 국회에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다시 상정되어 통과된다면 중간지주회사는

금융지주회사법을 적용
 따라서 비은행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금융지주회사법과 공

정거래법의 충돌 가능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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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고에서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지주회사 관련 금산분리 핵심 쟁점사항에 대
해 살펴보고 개선방안 모색
 논의가 진행되었던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소유 관련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쟁점사항을 점검
 은산분리보다 금산분리에 집중하여 공정거래법 개정안에서의 기업지배구조개

선과 금융지주회사법에서의 금융산업 육성을 위한 바람직한 제도 개선 모색

2. 금산분리 현황
(1) 국내 금산분리 현황

□ 국내 법률상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지배 제한은 개별 금융회사 성립법상 소유규
제에 의해, 금융자본의 산업자본 지배 제한은 개별 금융회사의 자산운용 규제에
의해 규율1)
 산업자본의 금융회사 소유규제에 관한 법률은 ｢공정거래법｣(제8조의2), ｢은행법｣
(제15조의2, 제15조의3, 제16조의2) 등

 금융자본의 비금융회사의 지배 제한에 관한 법률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

한 법률｣(제24조), ｢은행법｣(제15조, 제16조), ｢금융지주회사법｣(제6조, 제8조, 제20조,
제25조, 제26조) 등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2010. 5.) 산업자본의 은행 의결권 지분 보유를 9%(의결권
미행사 시 10%)까지 인정하는 등 금융지주회사법과 은행법 등의 개정으로 금산분

리 완화
 그러나 여전히 일반지주회사는 자회사로 금융계열사를 소유할 수 없음(공정거래
법 제8조의2).

1) 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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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3> 국내 금산분리 관련 제도

금융자본의
산업자본
소유 제한

주요 내용

법 조항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타 회사 의결권 주식을 20% 이상 소유하
거나 주식을 5%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 지배관계 형성
이 되는 경우 금융위의 사전승인 필요

금산법
제24조

비금융회사의 주식 소유 금지
금융지주회사 (단 금융지주회사로 설립 당시 소유하고 있
던 비금융 회사는 2년간 유예가능)
금융지주회
금융투자지주회사의 자회사인 금융투자업
사법
금융투자지주회사
자는 비금융회사를 자회사로 소유 가능
제6조,
보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보험사는 비금융 제20조,
제25조,
회사 지배 불가
보험지주회사 보험회사의 지배를 받는 손자회사는 발행 제31조
주식 총수를 소유하는 경우 은행과 국내 비
금융회사를 제외한 회사 소유 가능

보험업법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 총수의
15%를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 불가
다만, 자회사인 경우 금감위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하여 15%를 초과하여 소유 가능

시중은행

원칙적으로 의결권주의 9% 초과보유 금지
(단, 의결권 미행사 조건으로 금융위 승인
下 10%까지 보유가능)

정부 및 예금보호
제한 없음.
공사
지방은행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소유 제한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

일반 지주회사

자료: 이병윤(2006) 수정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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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제109조

은행법
제15조

15% 이내
산업자본이 사원으로 참여한 사모투자전문
회사도 산업자본으로 간주하여 은행주식
보유 규제
비금융주력자는 은행지주회사의 의결권 있
는 주식을 9% 초과금지(의결권 미행사 조
건으로 10%까지 소유 가능)

은행법
제15조,
제16조

금융회사의 주식 보유 금지
공정거래법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는 금융회사를 자회
제8조의2
사, 혹은 손자회사로 지배 금지

(2) 해외 금산분리 현황

□ 미국은 은산분리 규제가 높은 수준일 뿐 비은행 관련 금산분리 규제는 전무한 수준
 미국은 높은 수준의 은산분리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이

후 은행의 자본 확충을 위해 산업자본 관련 약식조사 기준 지분율을 10%에서
15%까지 확대하였으며 산업자본은 은행 지분율 25%까지 소유 가능
 또한, 2005년 Wal-Mart, Home Depot 등 산업자본이 신규로 산업대출은행(ILC)

진출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면서 은산분리 적정성 여부에 대한 논쟁이 재점화
 2007년 5월 시카고 연방준비은행은 은산분리의 적정성 여부를 집중 논의하기

위해 컨퍼런스 개최하는 등 미국 내 은산분리 완화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보험/보험지주회사와 비금융회사의 상호 소유 가능

□ 은산분리를 포함한 금산분리 정책은 세계 기준(Global Standard)이 아니며 우리나
라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금산분리 규제 보유
 일본과 중국은 정부의 사전승인으로 은행 보유가 가능
 EU 국가들은 대부분 은행산업을 “The EC Second Banking Directive”로 통일적

으로 적용하면서 비금융회사의 은행지분 소유를 직접적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음.
 반면, 우리나라의 은행소유 규제는 세계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의 소유 한도 설정
<표 6-4> 주요국 은산분리 규제 현황
규제 강도

허용

조건

국가

제한 없음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스웨덴, 스위스, 프랑스,
터키, 폴란드, 영국, 룩셈부르크, 나이지리아, 인도네시
아, 파키스탄, 브라질, 콜롬비아, 파나마, 인도

대주주 적격성 심사

오스트리아, 바레인, EU지침(부적절한 기업이면 10%
까지만), 독일, 그리스(EU 지침 따름)

정부의 사전 승인

아르헨티나, 벨기에, 버뮤다, 볼리비아, 우루과이, 뉴질
랜드, 아일랜드(5% 이상 보유 시 중앙은행에 사전 통
보), 이스라엘(중앙은행의 사전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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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도 초과 시
정부의 사전
승인으로 보유
조직 제한
제한

소유한도 설정
완전 불허

일본, 호주, 체코, 라트비아, 포르투갈, 싱가포르, 러시
아, 페루, 노르웨이, 이집트, 중국, 루마니아, 홍콩, 베
네수엘라, 네덜란드, 스페인
필리핀
캐나다(규모에 따라 20%, 75%, 100% 소유가능), 미국
(25% 한도), 이태리(15% 한도), 한국(9%)
칠레, 남아프리카공화국

자료: 전경련(2008) 재인용, Institute of International Bankers, Global Survey 2007:
Regulatory and Market Development, October 2007, pp.21-25.

 대형은행을 국유화했던 인도도 2011년 금산분리 정책을 전면 폐지하고 릴라이

언스와 마힌드라 등 인도 대기업의 소매금융 부문 진출을 허용2)

□ 영국을 비롯한 많은 유럽국가 및 일본, 그리고 은산분리 규제가 강한 미국에서도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이 결합한 사례가 다수 존재
 유럽의 많은 나라에서 금산결합 사례를 찾을 수 있는데 영국의 대표적인 유통

업체인 TESCO는 은행과 합작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백화점
Harrods는 은행을 소유하면서 그룹 내 시너지 효과를 보고 있음.
 미국의 Ford, GM 등 자동차 그룹과 복합기업인 GE도 보험회사를 비롯한 금융

회사를 소유하고 있음.
<표 6-5> 금융자본과 산업자본 결합 사례
주요 내용

TESCO
(영국)

․영국 TESCO사와 Royal Back of Scotland가 50:50 합작으로 은행을 설
립하였으며 예금, 모기지론, 소비자 대출, 신용카드 서비스를 제공
․대규모 유통체인의 고정고객을 기반으로 2000년 이후 지속적 흑자시현

Peugeot
(프랑스)

․특수관계인들이 최대주주로 있는 자동차 그룹으로 Banque PSA Finance
라는 금융지주회사를 통해 자동차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업을 영위

세븐-뱅크
(일본)

․일본 유명 편의점인 7-eleven을 운영하는 SEVEN & I Holdings의 자회
사인 세븐 뱅크는 ATM 중심의 금융서비스 제공

2) 이투데이, ｢印, 금산분리 정책 폐지｣, 2011.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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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무휴로 운영되는 편의점의 특성을 최대한 활용하는 24시간 금융서
비스로 기존 금융기관과 차별화된 고객 서비스를 제공
버크셔-해서
웨이(미국)

․보험지주사인 버크셔-해서웨이는 금융업 외에 에너지사업, 제조서비스
소매업 등 다양한 분야에 투자
․주요 자산분포: 보험부문(75.4%), 금융서비스(9.9%), 에너지산업(13%),
기타(1.7%)

Ford
(미국)

․미국의 Ford Motor Company는 자회사인 Ford Motor Credit Company
를 통해 자동차 관련 금융업을 영위
․또한 Ford Motor Credit은 보험자회사인 American Road Insurance
Company를 통해 자동차사업 관련 보험 업무 영위

GE
(미국)

․제조업체인 미국의 GE는 항공기, 발전, 의료기기, 제조, 방송, 금융업을
포함한 복합그룹을 형성하고 있음.
․2007년 부문별 수익비중에서 소비자금융(GE Money)와 기업금융
(Commercial Finance) 등 금융사업이 차지하는 수익 및 이익 비중이 각
각 33%, 34%에 달함.
․특히 GE Money Bank의 저축금융기관을 통해 은행업을 영위하고 있으
며 일부 보험사업도 영위하고 있음.

자료: 전경련(2008)

3. 금산분리 문제점
(1) 취약해진 금산분리 지지논거

□ 국내 기업집단의 금융계열사를 통한 사금고화와 리스크 전이에 대한 우려는 국
내 제도 정비와 자본시장의 발전에 따른 감시 · 감독 기능이 강화되면서 상당부
분 축소된 상황
 외환위기 이후 자본시장 개방과 함께 소수주주권 강화(1998)를 비롯하여 자본시

장의 기업에 대한 감독기능이 강화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에서 사금고화 방지를 위해 이사회의 신용공여 제한과 같

은 대주주의 행위 규정(제45조, 제48조)과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마련
 현재 국내 기업집단의 금융자회사를 통한 위법 행위는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국내 자본시장의 감시 · 감독 기능이 강화된 이후 상당 부분 축소된 사항이며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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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법 제24조 법 개정 이전의 문제만 남은 상황3)
 또한 리스크 전이 문제는 시장에서의 평가와 금융기관의 적정자본 유지 요구로

예방 가능
<표 6-6> 금융지주회사법 내 리스크 전이 방지 관련 규제
법률 조항

내용

제48조 제3항
(자회사 등의 행위 제한)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 등간 또는 자회사 등 상호 간에는 대
통령령이 정하는 불량자산을 거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9조 제1항
(임원의 겸직제한 등)

금융회사의 임원은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등의 고객과 이해
가 상충되거나 당해 자회사 등의 건전한 경영을 저해할 우려
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사업을 영위할
수 없다.

제45조
(신용공여한도)

① 동일차주에 대한 금융지주회사 및 자회사 등의 신용공여의
합계액은 금융지주회사 등의 자기자본의 순합계액의 100분
의 25를 초과할 수 없다.
② 동일한 개인이나 법인 각각에 대한 금융지주회사 등의 신
용공여의 합계액은 금융지주회사 등의 자기자본의 순합계
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③ 금융지주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하는 동일인에 대한 금융지주회사
등의 신용공여의 합계액은 금융지주회사 등의 자기자본의
순합계액의 100분의 25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46조
(금융지주회사의 출자)

금융지주회사는 당해 금융지주회사의 자기자본을 초과하여 자
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다.

자료: 법제처

□ 무엇보다 국내 기업집단이 은행을 소유할 유인이 낮은 상황
 산업자본의 은행업 진출의 인센티브는 저비용의 자본 조달이 가장 큰 목적이라
3) 금산법 제24조에서 사실상 지배하는 동일인이 같은 기업집단 소속의 금융자회사에 대한 5%
이상 지분 소유를 금지하고 있음. 삼성생명의 5%가 넘는 삼성전자의 소유지분은 법 제정 이전
에 이미 형성된 것이며 법 제정 이후에 형성된 에버랜드의 5%가 넘는 삼성카드 소유지분은 현
재 매각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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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겠지만 현재 국내 기업집단의 사내 유보금이 낮지 않은 수준이고 저금
리 기조가 계속되면서 은행의 차입보다도 회사채 발행 등과 같이 낮은 비용으
로 외부자금조달이 가능한 상황임.
 또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해 증권사나 보험회사와 같은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업무영역이 확장되면서 금융업 속성상 갖게 되는 정보
력 등의 이점 및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기반은 이미 마련되어 있음.
 실제 은행소유 한도를 늘린 은행법 개정 이후 산업자본의 은행소유 지분에는

큰 변화가 없었던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국내 기업집단이 정부 규제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은행을 소유할 유인이 현저히 낮은 상황

□ 일부 대규모 산업자본이 금융산업에 진출하여 대형 금융기관이 출현하고 높은
시장 지배력을 갖게 되는 것에 대한 우려는 오히려 금산분리 완화를 통해 해결해
야 할 문제
 금산분리 완화는 현존하는 금융기관들과의 경쟁을 촉진시켜 금융산업에서의 혁

신을 유도하고 질 높은 금융서비스 제공을 가능케 할 것임.
 또한, 시장에 산업자본을 바탕으로 하는 소수의 금융기관만 남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효율성을 반영하는 경쟁의 결과이고 계속해서 잠재적 진입자와 경쟁이 유
지되므로 금융시장의 독점화를 사전적으로 우려할 필요가 없음.
 실제 독점의 문제는 자본의 성격이 문제가 아니며 현재 기업결합 심사 등 공정

거래법에 의해 규율하고 있음.
 Adams et al.(2007)에서는 Wal-Mart의 산업대출은행(ILC) 소유가 금융산업의

독점화가 아닌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한다고 주장

□ 금산분리 관련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은 일부 대기업을 위한
특혜가 아닌 지배구조 개선과 금융산업 육성이 목적
 일부 언론 및 시민단체에서는 금산분리가 완화되면 주요 그룹이 현재 소유·지배

구조를 합법화하면서 금융 계열사 자산을 사적유용 기회를 제공하고 금융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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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건전성을 희생시킨다고 주장
 그러나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복잡한 기업집단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지주회

사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함이었고,
 은행 · 증권 · 보험 등 금융업별로 규제 수준을 차등화한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은

대형화 · 겸업화의 추세를 이끌고 있는 글로벌 금융회사들과 같이 금융지주회사
사업구조 선택을 유도하기 위함임.
 무엇보다 금융지주회사 전환 시 순환출자 및 교차출자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금융지주회사법 제8조) 특정 기업의 현 지배구조 유지 목적이라는 주장은 설득력

이 약함.

(2) 국내 기업의 경영 효율성 저해

□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소유규제로 인해 지배구조개선을 위
한 지주회사로의 전환이 힘든 상황
 현재 삼성, 현대자동차, 한화, 현대중공업 등의 기업집단은 순환출자, 금산분리,

경영권 승계 등의 이유로 지주회사 전환 예상
 그러나 일반지주회사의 평균 부채비율은 규제기준 200%보다 낮은 43.4% 수준

이고 자회사 평균 지분율은 상장사, 비상장사 각각 41.9%, 82.1%로 법률상 요
건보다 높은 수준이며 계열회사의 주식 5% 이상 보유위반은 총 10건으로 대부
분 유예기간에 해당하여 현재 지주회사의 가장 큰 걸림돌은 금융자회사 보유에
대한 행위제한임.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면서 지주사 체제로 전환을 유도한 정부를 믿고 따

른 기업집단의 경우 금융자회사 처분에 대한 고민이 계속되고 있는 중
 만약 여야가 합의했던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면 지주회사 전환의 촉

매제 역할을 하여 국내 기업집단의 지배구조 개선에 부합할 수 있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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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7> 공정거래법 개정안 재정 시 금융중간지주 설치의무 여부
기업집단명

금융회사 수

금융회사명

중간지주설치의무

삼성

10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증권, 삼성카드,
삼성선물 등

필요

현대자동차

4

현대캐피탈, 현대카드, 현대커머셜, HMC
투자증권,

필요 없음

롯데

3

롯데카드, 롯데캐피탈, 롯데손해보험

필요

한화

10

대한생명보험, 한화손해보험, 한화증권 등

필요

동부

7

동부화재보험, 동부증권, 동부생명보험 등

필요

동양

7

동양종합금융증권, 동양생명보험 등

필요

자료: SK증권

□ 특히 보험지주회사의 비금융자회사 소유규제와 출자제한규제는 보험회사를 소
유한 기업집단의 지배구조 개선에 큰 애로사항으로 작용
 보험지주회사는 비금융자회사의 소유가 인정되지만 자회사인 보험사는 비금융

손자회사 보유가 금지되어 있음.
 그러나 보험업법에서는 보험사의 비금융자회사의 소유지분을 15%까지 허용하

고 있어(보험업 제109조) 보험지주회사 전환 시 보험사가 비금융회사의 손자회사
가 되는 경우 금융지주회사법에 위반이 되는 상황이 초래4)
 또한 보험업과는 다르게 금융지주회사법에서는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의 수

직적 출자를 금지하고 있어 두 종류의 보험회사를 모두 소유한 기업집단의 보
험지주회사 전환을 막고 있음.5)

□ 의결권 제한이나 지주회사 강제지정과 같은 과잉규제와 중첩규제도 경영 효율성
4) 예를 들어 삼성생명의 경우, 2011년 6월 현재 삼성전자의 7.4%를 보유하고 있는 최다출자자인
데 만약 삼성생명이 보험지주회사의 자회사로 편입되면 삼성전자는 보험지주회사의 보험사의
비금융손자회사가 되어 법을 위반하게 된다. 금산법 제24조의 5% 한도를 삼성생명이 지킨다
고 하더라도 최대출자자관계는 변화가 없으므로 보험지주회사로의 전환이 어려운 상황이다.
5) 2011년 6월 말 현재 삼성생명은 삼성화재 지분을 10.4%, 대한생명이 한화손해보험을 37.8%,
동부화재가 동부생명보험을 39.5% 소유하고 있어 이들 기업집단의 보험지주회사 전환을 위해
서는 지분정리 등의 전환비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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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저해하는 원인으로 작용
 이미 금융관련법에서 금융 · 보험사의 의결권 제한제도가 마련되어 있어 공정거

래법의 의결권 제한은 불필요한 중복규제
 공정거래법상의 의결권 제한 역시 대주주의 사적편익행위 억제에만 초점을 두

어 기업가치 제고 부족 우려에 따라 대리인문제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으며
신의성실 의무와 손해배상청구권을 갖고 있는 상법 및 증권거래법에 비해 법집
행의 효율성 떨어지는 문제점이 상존
 또한, 2010년 10월부터 2011년 9월까지 지주회사로 전환한 총 24개의 기업 중

13개 기업이 강제지정 요건에 해당되어 강제비용 발생뿐만 아니라 자회사 업무
제한 등 사업의 자유를 침해

□ 금융지주회법에서 비은행지주회사와 은행지주회사와의 일괄 규제 적용은 금융
업별 특성을 간과한 과도한 행위 규제
 금융지주회사법은 은행법을 제외한 다른 금융업법과 상이한 금산분리 정책을

포함하고 있어 금융업종 간 규제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음.
 따라서 현행 제도하에서는 보험회사가 금융지주회사로의 이행을 고려할 때 편
<표 6-8> 미국 금융지주회사의 근거 규정 및 감독기관
근거 규정

감독기관

한국

미국

한국

미국

보험
지주회사

금융지주회사법

각주 보험법

금융위원회

개별 주

금융투자
지주회사

위와 같음

증권거래법(SEA)

위와 같음

증권거래위원회
(SEC)

은행
지주회사

위와 같음

은행지주회사법
(BHCA)

위와 같음

연방준비이사회
(FRB)

금융
지주회사

위와 같음

금융서비스현대화
법(GLBA)

위와 같음

위와 같음*

주: * 금융지주회사의 보험업과 금융투자업은 제외
자료: 백정웅(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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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보다는 주식소유 규제 등으로 인한 순응비용이 더 커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상황
 미국에서는 금융 분야 지주회사를 각 금융업법에서 정의하고 규제하고 있으며

감독기관도 개별 근거규정에 따라 차이를 보임.

(3) 법리적 문제점 존재

□ 민주통합당이 내놓은 ‘계열분리청구제도’는 개인 재산권 침해로 위헌 소지 존재
 2003년 노무현 대통령 대선 공약이기도 하였던 ‘계열분리청구제도’는 미국의 당

시 독점구조를 깨기 위했던 ‘분할명령제도’(MS의 인터넷 IE와 OS 독점, AT&T의 통
신 독점)와 유사한 것으로 계열사 간 부당내부거래를 이유로 하는 기업분리제도

는 세계 어디에도 유례가 없는 제도임.
 더욱이 계열사 분리 청구 발동 요건을 구체화하기 힘든데다 개인 재산권 침해

소지가 다분하며 정부가 법적으로 산업진입을 제한하는 것은 경영판단의 원칙
에 위배

□ 공정거래법과 금융지주회사법의 충돌
 보험지주회사의 경우 비금융자회사 소유가 허용되는 금융지주회사의 특례 조항

은 보험산업의 특성을 인정하고 국내 보험산업 성장을 위해 도입된 것
 그러나 공정거래법에서는 일반지주회사의 보험회사를 포함한 모든 금융자회사

보유를 금지하고 있어 금융지주회사법과 다른 원칙 적용
 여야가 합의하였던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경우 일반지주회사의 금융계열사 소유

를 위한 중간지주회사는 금융지주회사법의 적용을 받게 됨.
 따라서 입법목적이 다른 두 법률과 감독 목적이 다른 감독기관의 충돌이 우려

되고 규제의 효율성과 감독의 신속성에 문제 발생 가능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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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금산분리 완화 필요성 증대
(1) 금융산업 측면

□ 현재 국내 금융산업 성장이 정체된 가운데 자본력 확보를 위한 산업자본의 금융
진출의 필요성 대두
 현재 금융산업은 동종 업종 간에 저가 수수료 경쟁만을 펼치고 있는 등 시장을

선도할 금융기관의 부재로 경쟁촉진이 어렵고 금융산업에서의 혁신 유인이 낮
은 상황
 특히 증권사의 자산규모는 국내 은행 자산규모 8분의 1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

고 금융자본 증권사의 평균 자산규모는 산업자본 증권사에 비해서도 떨어지는
수준
<표 6-9> 금융 업종별 산업 및 금융자본 자산규모(사업체 수)
(단위: 조 원, 개)
산업자본

금융자본

전체

생명보험

237.3 (7)

127.2 (15)

364.5 (22)

손해보험

55.8 (6)

19.8 (8)

75.6 (14)

증권사

68.8 (15)

98.4 (34)

167.2 (49)

카드사

62.6 (16)

30.9 (12)

93.5 (28)

자산운용사

0.8 (15)

5.0 (49)

5.8 (64)

주: 2010년 말 통계, 산업자본은 상호출자제한집단의 금융계열사, ( ) 안은 사업체 수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KIS-Value

□ 이렇게 취약한 자본력은 국내 M&A 시장에서도 해외 자본에 비해 경쟁력이 떨
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자본시장에서의 위험분산 기능을 떨어뜨림.
 국내 은행지주회사 경우 은행 중심 경영으로 비은행 금융회사들의 경쟁력 향상

유인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은 비은행 금융산업 성장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으
로 작용
 반면, 산업자본 금융사들도 소속 기업집단의 지배구조 개선이 어려워 금융과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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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의 결합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따라서 국내 금융산업 내의 경쟁을 촉진하고 세계적 추세에 있는 대형화, 겸업

화, 글로벌화에 따른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금융자본의 형성이 반드시 필요하
며 산업자본의 금융산업 진출 이외의 현실적 방법을 찾기 어려운 상황임.

□ 특히 국내 금융산업 중 보험산업은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
 최근 생명보험사들의 주력 상품인 변액연금에 대한 수익률 논란이 불거진 이후

고객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
 보험상품의 타 금융권과의 경쟁 강화와 판매채널 다각화로 보험산업의 정체성

이 약화되면서 지속 성장이 위협받는 중
 특히, 은행(bank)과 보험(insurance)의 합성어인 방카슈랑스 도입이 정착되면서

은행의 방카슈랑스 채널 확보를 위한 보험회사들의 수수료 경쟁이 심해지는 등
은행과의 주객전도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따라서 은행의 지배적 입지 확대와 외국자본의 시장 점유율 증대에 대응하거나

기업집단 내 자회사 간 시너지 창출을 위해 생보-손보회사의 유기적 통합은 물
론 보험회사의 비금융산업을 포함한 업무영역 확대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2) 기업 측면

□ 금융과 산업의 결합은 국내 기업들에 신규 산업 기회 제공 가능
 금산분리 완화로 카드, 증권, 보험회사 등의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정보를 제조업

산업에 활용하게 되면 소비자 맞춤 제품 출시나 불만사항의 조속한 파악 가능
 산업자본 바탕의 글로벌 금융기관의 탄생은 해외 수출 기업이나 해외시장 개척

을 위한 기업들에 좀 더 많은 정보 제공 및 금융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여 국내
기업들의 세계적 경쟁력 향상에도 도움을 줌.
 특히 글로벌 시장에 진출한 금융산업이 제공하는 정보력은 현지 특성에 맞는

신규 산업 기회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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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경영 효율성 증대를 위한 금산분리 완화 필요
 금융자회사를 갖고 있는 국내 대규모 기업집단의 지배구조 개선 과정에서 지주

회사 전환비용 감소를 위한 금산분리 완화 필요
 산업자본 바탕의 금융기관 출현은 시장에서의 경쟁을 촉진하고 혁신 금융상품

출현을 가능케 하여 기업들에 대한 저비용의 신용공여가 가능해질 것
 Hao et al.(2009)에서 30개국의 은행의 신용공여에 대한 스프레드를 비교 분석

하여 금융과 산업이 결합한 나라일수록 대출금리가 낮게 나타남을 실증분석
 류근옥(2008)은 국내 보험회사들의 경영성과와 안전성 지표를 분석한 결과 수익

성 및 안전성 측면에서 산업자본 보험사와 금융자본 보험사 간의 차이가 없었
으며 비용 효율성 측면에서는 산업자본 보험사가 우위에 있음을 보이며 금산분
리 완화의 타당성 주장
 이인실 · 남주하(2008)는 지배주주가 존재하는 소유구조가 금융중개 효율성 및

건전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보여주며 금산분리 완화를 통해 민영화
된 세계적인 금융회사 출현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

5. 시사점 및 정책대안
(1) 금산분리 완화의 중요성 인식

□ 일반지주회사의 비은행 금융자회사 소유를 허용하는 금산분리에 주목할 필요
 작금에 논의되고 있는 산업자본의 은행소유 지분 축소는 금산분리의 핵심 쟁점

사항이라 보기 어려움.
 오히려 기업집단의 투명한 지배구조 개선과 경영 효율성 및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일반지주회사의 비은행 금융자회사 소유 허용이 가장 시급
 금산분리 완화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는 자본시장 발전으로 인한 감시 · 감독 강

화와 관련 법 개선으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기업집단의 지배구조 개선과 금융산업의 육성이라는 두 가지 정책목표 달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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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금산분리 완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

□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한 금융선진화의 요구가 증대되는 가운데 금융자본의 형성
및 산업과의 결합 시너지를 위해 금산분리 완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
 신성장동력을 위한 금융산업의 발전 등 국내 경제의 지속가능 성장을 위해서는

실물부문에 비해 뒤처져 있는 금융선진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6)
 특히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M&A시장이나 헤지펀드 시장의 활성화는 국내 신

성장동력 산업의 탄생을 촉진시키며,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로 해외 수출 기업이
나 해외시장 개척을 추진하는 기업들에 좀 더 많은 정보와 금융서비스를 제공함.
 고령화에 따른 보험 및 퇴직연금 등 관련 상품 수요가 증대될 것이고 녹색산업

및 사회적 기업 육성 등 자본시장의 사회적 역할이 증대될 것
 이러한 금융산업의 역할을 위해서는 현재 은행산업에 집중되어 있는 국내 금융

자본으로는 한계가 존재하므로 산업자본의 비은행 금융업 진출이 반드시 필요
 또한 제조업 중심의 성장을 계속해 온 기존 기업들에도 각종 정보력과 금융자

산으로 무장한 금융산업과의 결합은 새로운 성장 동력의 원천이 될 것임.

(2) 금산분리 관련 제도 개선

□ 18대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했던 일반지주회사의 중간지주회사를 통한 금융자회
사 보유를 허용하는 방안에 대한 조속한 재상정 및 통과 필요
 국내 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전환비용을 줄여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하고 보험지

주회사법을 비롯한 비은행지주회사법의 설립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
법의 개정 및 수정 필요
 무엇보다 국내 기업들의 투명한 지배구조 개선과 금융과 산업의 결합 시너지
6) 대한상공회의소의 금융 CEO 대상 조사 결과 국내 금융산업 경쟁력은 선진국의 68% 수준으로
가장 큰 문제점으로 과도한 금융규제 · 감독을 꼽았으며 개선이 시급한 금융규제로 ‘업종 간 업
무영역 구분 규제’(34.2%), ‘금융상품 개발 규제’(29.1%),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한정 소유 규
제’(17.1%), ‘금융업 진입 규제’(9.5%) 등을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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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국가 경제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회사의 비은행 금
융업 진출 허용이 시급한 과제임.
 현실적으로 18대 국회에 여야가 합의했던 개정안에 대한 재상정 및 통과가 우

선 필요
 단, 근본적인 입법취지가 상이한 공정거래법과 금융지주회사법의 충돌 방지를

위해 비은행지주회사의 예외규정을 넓히는 등의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차후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소유를 원칙적으로 허용
 기업집단의 지배구조개선이라는 입법취지와 국가 경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금

융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공정거래법상의 일반지주회사에 대한 금융계열사 소
유규제가 단계적으로 폐지되어야 함.

□ 개별 금융업법과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보험 · 증권 지주회사는 개별 금융업법
에 따라 운영되도록 변경
 현 금융지주회사법은 은행지주회사와 비은행지주회사의 차별성을 인정하고 차

별적인 규제를 두고 있긴 하지만 규제의 근거규정이 동일하여 금융업별 규제
차익 발생
 따라서 일률적 규제를 벗어나 금융업별 특성에 맞게 비은행지주회사에 대한 규

정근거를 각 금융업법에 종속시켜 은행지주회사와 차이를 두어 규제할 필요가
있음.
 시스템 위험이 현저하게 낮은 비은행지주회사의 경우 규제 수준을 개별업법상

건전성 규제나 감독으로 대체하여 대기업 소속 보험회사나 증권회사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주회사 설립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과도한 행위 규제는 폐지
 기업집단의 지주회사 강제전환(공정거래법 시행령 제2조)은 전환비용의 발생을 비

롯하여 경영판단의 자유를 훼손하므로 폐지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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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금융지주회사 활성화를 위해 자회사 등에 대한 최저지분율 규제(금융지주
회사법 제43조), 손자회사 이하 단계로의 확장 시 소유 금지 및 100% 지분보유

규제(금융지주회사법 제19조), 자회사 등이 아닌 회사 주식 5% 이상 소유 금지(금융
지주회사법 제44조) 등의 규제도 폐지되어야 함.

 경제력집중 문제는 공정거래법상의 규정(제3조, 제7조)에 맡기고 금융지주회사법

은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본연의 목적에 맞게 추가적인 규제가 아닌 비은
행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폭넓은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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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금산분리 관련 현행 법률 및 주요국 규제현황
<부표 6-1> 금산분리 관련 현행 법률
법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공정거래법

조항

주요 내용

제24조

․금융기관 및 동일계열 금융기관은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20%를 소유하게 되거나 5% 이상을 소유
하고 동일계열 금융기관이나 동일계열 금융이관이 속하는
기업집단이 그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
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의2

․일반지주회사는 금융회사 주식을 보유할 수 없다.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는 금융회사를 지배할 수 없다.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는 금융회사를 손자회사로 지배할 수
없다.

․비금융주력자가 해당 은행지주회사의 최대주주가 되거나 경
영에 관여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4%를 초과하여 주식을
제15조의2
보유할 수 없다.
․단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 초과 보유 가능

은행법

․산업자본이 사원으로 참여한 사모투자전문회사(4%가 넘는
산업자본이 PEF의 GP(무한책임사원)인 경우, LP(유한책임
사원)인 산업자본이 PEF의 지분 10%를 초과 보유한 경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의 보유지분이 PEF의
제15조의3
30% 이상인 경우)도 산업자본으로 간주하여 은행주식 보유
규제
․단, 금융위 승인을 얻은 경우 10% 초과보유 가능
․비금융주력자(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에서 제외되어 비금
융주력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자 포함)는 은행의 의결
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9%를 초과하여 은행(지방은행
제16조의2
15%)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다.
․단, 의결권 미행사 조건으로 10%까지 소유 가능

은행지주
회사
금융지주회
사법

비은행금융
지주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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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3

․금융지주회사는 비금융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금융지주회사로 설립될 당시 소유하고 있던 비금융회
사는 2년간 유예할 수 있다.

제8조의2

․비금융주력자는 은행지주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9%를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다.
․단, 의결권 미행사 조건으로 10%까지 가능

제8조의4

․은행법 제15조2와 동일

제8조의5

․은행법 제15조3과 동일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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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은행지주회사는 비금융회사를 자회사로 지배할 수 있고
공정거래법 제8조의2를 따른다.

제25조

․보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보험사는 비금융회사를 지배할 수
없다.
․보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금융회사는 은행, 금융기관 등을
지배할 수 있다.
․보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비금융회사는 금융기관 외의 회사
를 지배할 수 있다(공정거래법 제8조의2를 따른다).

제26조

․보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보험회사의 지배를 받는 손자회사
는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하는 경우에 다른 국내 회사의 비
금융회사와 은행을 제외한 회사를 소유할 수 있다.
․보험지주회사의 손자회사인 금융회사는 발행주식 총수를 소
유하는 경우에 다른 국내 회사의 금융회사와 은행을 제외한
회사를 소유할 수 있다.
․보험지주회사의 손자회사인 비금융회사는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하는 경우에 다른 국내 회사의 비금융회사를 소유할 수
있다.

제31조

․금융투자지주회사의 자회사인 금융투자업자는 비금융회사
를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다(공정거래법 제8조의2 제3항을
따른다).
․금융투자지주회사의 자회사인 비금융회사는 비금융회사를
지배할 수 있다(공정거래법 제8조의2 제3항을 따른다).

제32조

․금융투자지주회사의 자회사 · 손자회사인 금융투자업자의
지배를 받는 손자회사 · 증손회사는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하
는 경우에 비금융회사를 지배할 수 있다.
․금융투자지주회사의 손자회사인 비금융회사는 비금융회사
를 지배할 수 있다(공정거래법 제8조의2 제4항을 따른다).

보험지주
회사

금융투자
지주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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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6-2> 주요국 금산분리 규제현황

 미국 금산분리 규제
지배규제 형태

산업
→
금융

금융
→
산업

은행/은행지주회사

금융지주회사

산업자본의
소유한도 제한

25% 이상 or 5% 이상 &
좌동
실질지배 불가

설립/인수 시
주주자격 제한

산업자본에 대한 별도
자격규정 없음
※ 일반요건 존재

보험/보험지주
회사(뉴욕주)
없음.

금융부문의 수익비중 산업자본에 대한
85% 이상
별도 자격규정 없음
※ 일반요건 존재
※ 일반요건 존재

동일회사 주식에 ∙은행지주회사: 발행주식 ∙없음.
∙생보: 인정자산의
대한 투자한도
의 5% 이하
∙모회사가 직접
2% 이하
제한 및 발행주식 ∙은행: 주식투자 자체를 Merchant
∙손보: 인정자산의
취득 제한
금지
Banking 수행 가능 1% 이하
자회사 범위

FRB에서 인정한 은행업 금융업무를 수행한다
없음
무와 밀접한 회사
고 볼 수 있는 회사

자료: 전경련(2008)

 EU 금산분리 규제
지배규제 형태
산업자본의
소유한도 제한
산업
→
설립/인수 시
금융
주주자격 제한

은행

보험

없음(금융권 공통)
산업자본을 특정한 자격규정은 없음.
※ 일반적인 주주자격요건은 존재
∙10% 이상 보유하는 금융회사의 대주주가 되기 위 좌동
해서는 감독기관 사전승인이 필요하며 10, 20, 33,
50% 초과 시마다 승인 필요

∙일반기업 발행주식의 10%를 초과 보유하는 경우 중
∙보험사 총책
- 개별 기업주식 보유금액은 은행자기자본의 15%
금융 동일회사 주식에
임준비금의
→ 대한 투자한도 제한 이내
5% 이내
- 총 기업주식 보유금액은 은행자기자본의 60% 이내
산업
자회사 범위

특별한 규정 없음

자료: 전경련(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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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동

 일본 금산분리 규제
지배규제 형태

산업
→
금융

금융
→
산업

은행

보험

산업자본의
소유한도 제한

산업자본의 특정한 규제 없음.
※ 일반적 한도규제 존재
- 5% 초과: 신고, 20%(일부 15%) 초과: 사전승인

설립 시
주주자격 제한

산업자본을 특정한 별도요건 없음.
※ 일반적 자격제한 존재
- 면허신청자에 대한 자격요건 규정
∙보유재산, 수지전망, 인적구성, 지식, 경험, 사회적 신용 등 - 20%
초과(주요 주주)(일부 15%)
∙승인요건: 자금조달원, 주식보유목적, 재산 ‧ 수지상황, 인적구성,
업무공공성에 대한 이해, 사회적 신용 등이 은행, 보험사의 건전 ‧
적절한 운영에 적합한지 여부

인수 시
주주자격 제한

∙ 산업자본을 특정한 별도 규정 없음.
∙ 설립 시 일반적 주주자격 제한 준용

동일회사 발행주식
∙발행주식 총수의 5% 이내
취득 제한

∙발행주식 총수의 10%
이내

동일회사에 대한
주식투자액
한도 제한

∙동일인 신용공여(주식투자 포함) 한도: ∙동일인에 대한 자산운
자기자본의 40%(동일인 자신 25%)
용(주식 투자 포함) 한
※ 주식보유총량 규제: 은행자기자본 이내
도: 총자산의 10%

자회사 범위

∙금융업종만 허용

∙금융업종만 허용

자료: 전경련(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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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의 문제점과 정책대안

이선화(한경연 부연구위원)
<요 약>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는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를 목적으로 한 동반성장
위원회의 핵심정책이다. 동 제도는 올 초 상생법의 개정으로 법적인 구속력과
강제력을 획득하였으며 특정 업종에 대한 경쟁의 제한, 특정 경제주체에 대한
사전적 진입규제, 특정 사업자에 대한 보호주의 제도로 특징지어진다.
동 제도 법제화가 갖는 첫 번째 문제점은 ‘적합한’ 업역에 대한 사전적 규정
이 어려우며 행정적 진입장벽이 경제적 비효율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
다. 기술, 소비자 선호, 시장조건 등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경제환경 하에서 업
종별 적합 규모의 정의 또한 달라질 수밖에 없다. 두 번째, 과거 고유업종제도
의 성과분석 결과 지정업체들은 제도 시행기간 동안 주요 경영지표가 악화되
었으며, 업종 해제 이후 매출액과 영업이익 등이 오히려 개선된 것으로 조사되
었다. 따라서 이와 유사한 업종규제인 중기적합업종제도 역시 그 실효성이 의
문시될 수밖에 없다. 셋째, 동 제도가 법제화됨에 따라 간접수용이나 시장접근
의무 등에 있어서 FTA와 같은 주요 국제규범과 상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
다. 끝으로 현재 정치권이 추진하고 있는 공정거래법 개정이나 처벌강화 논의
는 행정편의적 제도이자 과잉규제, 법치주의에 대한 논란을 재점화할 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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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
중소기업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로는 1) 산업계의 현실에 대한 실증
적 재검증, 2) 민간자율원칙의 확립, 3) 불공정행위의 근절과 공정한 경쟁기반
조성, 4) 무분별한 보호정책이 아닌 혁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효율화 등을 제
시하고자 한다.

1. 제도 개관과 검토배경
□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는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를 명목으로 한 동반성장위원
회의 핵심정책이나 제도의 실효성 · 경제적 효율성 · 국제규범과의 상충성 등 여
러 문제점을 고려할 때 제도 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 동 제도는 ‘중소기업에 적합한 분야에 대한 대기업의 사업진출 · 확장으로 기존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중소기업의 자생력과 경쟁력이 위협받는다는
현실인식에서 출발함.
 MP3, 스팀청소기 등 중소기업이 사업을 시작한 분야에 대기업이 진출하면서

대-중소기업 간 사업영역 조정문제가 정책 이슈로 대두함.
◦ 특히 2010년 모 대형 유통업체의 ‘통큰 치킨’ 사례는 골목상권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란을 점화시킴.
 2006년 고유업종제도의 폐지 이후 대기업의 사업영역 확장이나 수적 팽창이 가속

되었다는 주장에 기초해 고유업종제도와 유사한 진입규제를 5년 만에 부활시킴.
 이명박 대통령이 정권 후반기의 국정기조로 공정사회론을 제시한 후 대-중소기

업 정책부문에서는 동반성장론이 추진됨.
◦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2010. 9. 29)의 15개 정책과제 중 하나가 ‘중
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을 통한 사업영역 보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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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민간합의기구로 동반성장위원회를 출범(2010. 12)하고 적합업종 지정과 운
영에 대한 업무를 총괄 위임함.
 이는 동 제도가 민간 주도이자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다는 원칙에 따름.
 동반위는 적합업종 · 품목 선정 기준과 방법론을 정비하여 지난해에 제조업에

대한 적합업종 선정을 마무리하였으며 올해는 서비스업에 대한 업종 지정업무
를 진행하고 있음.

□ 올해 초 상생법1) 개정으로 중기적합업종제도는 제도 실행을 위한 법적 지위를
부여받음.
 동반위는 동반성장지수의 산정 및 공표,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합의 도출 및 공

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구로 법제화됨(상생법 제20조의2).
◦ 사업조정 신청 시 대기업에 의한 사업확장에 대해 일시정지와 같은 잠정조치
와 함께 사업조정 내용에 대한 권고, 공표, 이행명령 등의 법적인 조치가 취
해지게 됨(제33조).
◦ 대기업의 이행명령 불이행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제41조 제2항 제3호), 사업조정 이행은 동반성장지수 산정이
나 SOC 등 주요 국책사업 입찰 시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함.

□ 최근 정치권에서는 개정 상생법 수준에서의 적합업종제도 시행의 실효성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면서 제도의 강제력과 강도를 높이는 방안을 추진 중
 이는 사업이양방식을 조정과 권고에서 강제명령으로 수위를 높이겠다는 것

◦ 현재까지 법제화되어 있는 동 제도의 주요 내용은, 민간기구인 동반위의 업
종 지정 · 권고에 대기업이 이행 불복하거나 적합업종 합의 도출에 실패할 시
동반위가 정부기구인 중소기업청에 사업조정을 신청하는 구조로 이루어짐.
◦ 최근의 논의는 실효성을 이유로 2006년 말 폐지된 고유업종제도를 사실상
부활시키겠다는 것임.
1) ｢대 ·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로 2012년 1월 17일 최신 개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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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선 공약에서 새누리당은 기업결합 규제에 대한 기준강화(공정거래법 개정)를,

민주통합당은 지배주주에 대한 형사처벌 등을 수단으로 대기업의 중소기업 업
종진출을 억제한다는 방침을 내놓음.
◦ 19대 국회 출범 이후 민주당은 사업이양에 대한 이행명령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상생법 개정안을 발의 제출함.

□ 중기적합업종 제도의 강제력 확보와 더불어 서비스 · 유통업으로 제도의 적용범
위를 확장하는 방안이 함께 추진되고 있음.
 개정 상생법에서 중기적합업종의 범위가 서비스업을 포괄함에 따라 동반위는

유통 · 서비스업에 대해서도 연내에 중기적합업종을 선정하겠다는 계획임.
 정치권은 중소상인에 대해서도 현행 적합업종제도의 수준을 넘어선 강도 높은

고유업종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임.

2. 주요 내용과 문제점
(1) 중소기업적합업종 선정 논리 · 방식 · 현황

□ 중소기업 업역의 지정과 보호의 논리
 대중적으로는 대기업의 사업영역 확장과 성공이 시장지배력의 불공정한 행사에

기초한다는 시각에 기초함.
 업역 보호의 경제적 논리는 사업영역조정제도가 중소기업에게 대등한 경쟁권을

유지시켜 시장에서의 경쟁원리가 효과적으로 작동하도록 돕는다는 것임.
 사회정책적 관점에서는 중소기업 종사자들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대기업의 시

장 확대를 제한해야 한다는 생존권 보호론과 사회적 마찰 최소화를 위한 잠정
적 방안이라는 논리 등이 제기됨(김세종,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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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1> 중기적합업종 선정기준
내용

선정 가능성이 높은 업종

· 시장규모가 너무 크거나 작지 않고 일정 수 이상의 중소기
업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종
· 비용 측면에서 해당 품목을 생산하는 데 효율적인 기업규
모(상시근로자 수 기준), 즉 최소 효율규모가 중소기업에
적합한 업종
· 1인당 생산성이 대기업보다 높아 생산성 측면에서 중소기
업이 경쟁력이 있는 업종
· 해당 업종의 전체 종사자(상시근로자) 중에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종사자의 비중이 높은 업종

· 대기업의 참여가 배제되면, 품질 · 위생 · 안전 · A/S등의 측
면에서 소비자 만족도가 감소할 우려가 있는 업종
· 공급망에 있는 협력사의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줄 가능성
선정 가능성이 희박한 업종
이 있는 경우
·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하게 되면, 수출경쟁력에 악영향을
줄 업종
자료: 국회 입법조사처(2011), p.482.

□ 적합업종·품목 선정 방법은 정량적 기준(적합성, 효율성, 경쟁력)과 정성적 기준을
함께 사용
 정량적 기준에 따르면, 사업의 최소효율규모가 중소기업 기준(종업원 300인)보다

낮고(중소기업 적합성), 행정비용을 감안할 때 사업체 수 및 시장규모가 일정 규모
이상이며(제도운영 효율성), 기술력 및 성장성이 우수하여 일정한 보호기간 이후
에 대기업과의 경쟁 가능성이 높은(경쟁력) 업종이 선정될 가능성이 높음.
 정성적 기준으로는, 소비자 만족도, 협력사 피해, 국내 대기업 역차별 가능성 등

이 고려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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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2> 동반위 권고내용별 중기적합업종 품목
권고 유형

사업이양

업종

세탁비누(사업철수)(이하 1차선정)

일부사업철수

김치(확장자제 포함), LED등, 어묵(사업축소 포함), 주조(6개 품목)(진
입자제 포함), 단조(7개 품목)(진입자제포함)(이하 2차선정)

사업축소

햄버거빵(확장자제 포함)(이하 2차선정), 도시락(확장자제 포함), 부동액
(진입자제 포함), DVR, 송배전변압기, 기타 개폐 및 보호관련 기기, 유
기계면활성제, 고압배전반, 저압배전반(이하 3차선정)

진입자제

자동차재제조부품(이하 1차선정), 남자 및 소년용 정장(맞춤양복)(이하 2
차선정), 냉각탑, 아연분말, 기타 플라스틱포장용기(이하 3차선정)

확장자제

순대(사업축소), 청국장, 고추장(사업축소), 간장(사업축소), 된장
(사업축소), 떡, 기타 인쇄물, 재생타이어(사업축소), 절연전선, 아스콘
(이하 1차 선정) 김(조미김)(이하 2차 선정) 단무지, 옥수수유(2개 품목),
비디오도어폰, 냉동 냉장 쇼케이스, 공기조화 장치(3개 품목)(이하 3차
선정)

골판지상자, 막걸리(내수진입자제), 플라스틱 금형, 프레스 금형(이하 1
차선정) 두부, 기타 판유리가공품, 기타 안전유리, 원두커피, 생석회(이
하 2차선정) 앙금류, 면류(3개 품목), 다류(5개 품목), 부식억제제(수처
진입 및 확장자제
리제), 플라스틱병(PET), 휴대용 저장장치(차량용 블랙박스), 아크용접
기, 주차기, 기타 가공사, 판지상자 및 용기, 가스충전업(6개 품목)(이
하 3차선정)

위원회 의결

레미콘(대, 중소기업 확장자제 및 신규대기업 진입자제)(이하 2차선정)

자료: 동반성장위원회(2011) 보도자료 정리

□ 동반위는 2011년 일반제조업 분야에서 234개 품목에 대한 신청을 접수하고 진입
자제, 확장자제, 사업축소 등으로 나누어 총 82개의 품목(제1차 16개, 제2차 25개,
제3차 41개)을 중기적합업종으로 선정함(<표 7-2> 참조).

□ 2012년에는 중기적합업종의 운영을 위한 좀 더 세부적인 운영규정을 마련
 중기적합업종의 신청은 대-중소기업 간 사업영역에서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가능하지만 대기업의 진입이나 대기업과의 갈등이 임박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신청을 가능하게 함.
◦ 품목신청 시 대기업 진입품목과 진입예상품목으로 나누어 접수 · 검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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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품목에 대해서는 대기업 이행실태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현장방문을 통한

점검, 위반 시 시정명령, 언론공표, 중소기업청에 사업조정 신청 등의 사후관리
가 가능하도록 함.
(2) ’대-중소기업 양극화’에 대한 과학적 · 실증적 자료 부족

□ ‘대-중소기업 양극화’ 문제의 해결을 위한 출발점은 양극화 현상에 대한 객관적
규명과 원인 분석이 되어야 함.
 인위적 개입을 통한 시장 통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기업의 규모별로 주요 성

과지표의 격차가 점점 확대되고 있다는 현실 인식에 기초함.
 그러나 양극화에 대한 실증적 근거는 일부 선별 취합된 데이터에 기초할 뿐이

며 그 실체는 명확하지 않음.

□ 대-중소기업 간 수익성과 성장성 격차의 확대 주장에 대한 검토
 이명박 정부 동안 기업규모 간 수익률 격차가 커지고 있다는 일각의 주장과 달

리 대-중소기업 간 영업이익률 격차는 참여정부 시기에 최고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남(<그림 7-1> 좌측 그래프 참조).
◦ 최근 들어 그 격차는 1~2% 사이에서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음.

<그림 7-1> 대기업 ‧ 중소기업 영업이익률 격차

자료: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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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강선민(2010)

 제조업 대표업종(전기전자, 자동차, 조선) 분석자료에서는, 전기전자 업종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영업이익률을 크게 상회하는 경우도 발견되었으나 이 역시 일시적
인 현상일 뿐만 아니라 대중적 믿음과 달리 이명박 정부의 출범 이후 오히려 그
격차가 역전되기도 하였음(<그림 7-1> 우측 그래프 참조).
<표 7-3> 대기업 · 중소기업의 연평균 출하액 및 부가가치 증가율
연평균 출하액 증가율

연평균 부가가치 증가율

제조업

대기업

중소기업

제조업

대기업

중소기업

1990~2009

10.3%

10.0%

10.8%

9.2%

8.7%

9.8%

1990~1997

13.3%

12.6%

14.3%

13.9%

13.5%

14.3%

1999~2009

9.4%

9.3%

9.4%

7.0%

6.7%

7.3%

주: 중소기업의 정의는 통계적 일관성 유지를 위하여 종사자 수를 기준으로 10∼299인으로 정
의함.
자료: 통계청,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김주훈(2012)

□ 제조업에 대한 장기분석에서도 대기업이 규모 면에서나 수익성 면에서 중소기업
의 성과를 현저하게 앞지르고 있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음(<표 7-3> 참조).
 외환위기 이전까지 90년대에 중소기업의 매출 증가율은 14.3%로 대기업 증가

세를 상회하였으나 2000년대에 들어 이 비율은 규모에 상관없이 9%대로 유사
 수익성 지표 가운데 하나인 부가가치 증가율 또한 2000년대 들어 대-중소기업

모두가 90년대에 비해 절반 정도로 크게 줄어들기는 하였으나 이는 규모와 무
관하게 발견되는 현상임.
 결과적으로 매출이나 부가가치 모두에 있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심각한 양극

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주장은 뒷받침되기 어려움.

(3) 진입규제와 업역 지정의 이론적 문제점
1) 보호주의적 진입규제의 경제적 비효율성

□ 중기적합업종제도의 본질은 특정 업종에 대한 경쟁의 제한, 특정 경제주체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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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전적 진입규제, 특정 사업자에 대한 보호주의 제도로 요약됨.

□ 진입규제는 통신, 전력송전, 파이프라인 등 규모의 경제가 작동하는 네트워크 산
업의 일부에서만 경제이론적 정당성을 부여받아 왔음.
 그러나 대표적으로 통신산업에서 보듯이 전통적으로 네트워크 산업으로 생각되

던 업역에서조차 기술적 조건과 시장의 변화에 따라 규모의 경제에 대한 기준
은 지속적으로 변해 왔음.
◦ 1930년 AT&T의 사업영역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관련 품목에 대한 진입을
제한한 미국연방통신위원회의 규제는 이후 미국의 통신산업에서 기술혁신이
수십 년간 정체되는 결과를 초래함.
 기술적 불확실성과 시장 및 소비자 선호의 다양성이 커질수록 규제기관에 의해

선험적으로 설정된 기준으로 기업의 사업활동에 제한을 두는 것은 경제의 역동
성을 제약하게 될 것임.

□ 중기적합업종을 선정하는 기준은 진입규제를 이론적으로 정당화한 전통적 기준
과는 무관하며 사실상 경쟁력이 낮은 업체에 대한 퇴출장벽으로까지 기능하여
중소기업의 영세화와 과당경쟁, 경쟁력 저하의 원인이 됨.
 경쟁력이 약한 기업의 퇴출을 인위적으로 차단하는 행위는 새로운 사업진출과

혁신에 대한 기회비용을 높이기 때문에 경제의 역동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
 실제로 우리나라는 전반적인 요소생산성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생산성이 낮은

업체들이 시장에 잔존하는 비중은 점점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제도적
으로 경쟁력 열위업체를 보호하는 정책들이 과다하여 시장원리에 맞는 기업퇴
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을 의미
 다른 한편 보호주의적 중소기업 정책은 중소기업의 지위 유지에 따른 지대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들이 중소기업 졸업을 회피하게 하
는 등 기업의 성장 동기를 왜곡2)
2) 일례로, 지난해 중견 가구업체인 퍼시스는 중기 전용 정부조달시장에 대한 참여를 지속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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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소기업 업역에 대한 사전적 정의의 어려움

□ 기업의 규모별로 적합업종을 지정하는 발상은 특정한 사업을 영위하거나 품목을
생산하는 데 있어 최적인 기업규모가 있다는 가정을 전제로 함.3)
 실제로 동반위가 중기적합업종을 선정하는 기준 가운데 하나는 “비용 측면에서

해당 품목을 생산하는 데 효율적인 기업규모(상시근로자 수 기준), 즉 최소 효율규
모가 중소기업에 적합한 업종”(<표 7-1>)임.
◦ 이러한 소위 최소효율규모는 현재의 기술이나 소비자 선호, 시장조건 등이
불변이라는 가정하에서는 성립하며 산업을 정의하는 시장환경이 급변하는
경우 타당성을 상실하게 됨.
 따라서 동학적 의미에서는 사전적으로 중소기업에 적합한 업종을 정의하기가

어려움.

□ 또한 중기적합업종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낮은 경우로 “대기업의 참여가 배제되
면, 품질 · 위생 · 안전 · A/S 등의 측면에서 소비자 만족도가 감소할 우려가 있는
업종”이 제시되었으나 이 조건 역시 품질, 위생, 안전 등에 대한 소비자의 기대치
가 끊임없이 바뀌는 시장환경에서는 일률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움.
 경제구조, 시장조건을 결정하는 사회적 · 문화적 환경은 끊임없이 변화하며 기업

은 이에 적응하여 생존하기도 하고 새로운 혁신을 통해 시장 자체를 변화시키
고 사회적 · 문화적 환경에 영향을 주기도 함.

□ 시장환경, 소비자 선호 등이 지속적으로 변화하며 이에 따라 적정 규모에 대한
기준 역시 고정적이지 않음.
해 편법적 회사 분할(팀스 설립)을 통해 중소기업의 지위를 유지하였으며 이를 둘러싼 가구업
계의 갈등이 사회적 논쟁으로 확산된 바 있음. 이는 중소기업 보호의 명목으로 시행된 ‘중소기
업자 간 경쟁제품’ 제도가 중소기업 간 지대추구경쟁을 유발하고 중견기업으로의 성장 유인을
왜곡시킨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음.
3) 최소효율규모에 대한 동반위의 추정방법론과 그 방법론상의 세세한 문제점(생산함수 추정, 계
산방식 통계자료)으로는 김필헌(2011)을 참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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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벅스, 이케아 등과 같은 글로벌 혁신기업은 전통적으로 소규모 자영업의 영

역으로 인식되는 품목에서 사업을 시작하였으나 ‘골목상권’ 영역에서의 창의적
혁신을 통해 업종 자체의 정의를 바꾼 사례
◦ 스타벅스의 창립주들은 ‘커피란 집에서 만들어 먹는 것’이라는 생각에 길들여
져 있었으나 경영자 하워드 슐츠는 기존의 소비기준 자체를 바꿈으로써 전통
적 자영업 사업인 커피숍을 글로벌 브랜드로 개척함.
 재생타이어와 같은 품목은 중소업체가 주로 생산을 담당해 왔으나 최근 저탄소

· 친환경 제품으로 각광받음에 따라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부상
◦ 이에 따라 기술력이 뛰어난 글로벌 업체들의 시장 참여가 잇따르고 있으며
미국 시장의 경우 3대 글로벌 업체가 이미 시장을 3분할한 상태

□ 이와 같이 혁신이 어느 방향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전개될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글로벌 경제체제에서 기업 또는 사업영역의 다이나믹스를 정부가 선험
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저하를 초래
 동반위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 노력이 미흡한 경우 중기적합업종 선정을 해

제하는 등의 지속적 모니터링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끊임없이 변화하는 산업
· 시장환경 하에서 규제기관이 품목별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는 현실적
어려움이 따름.
 적합업종에 대한 주기적 재평가는 제도의 유연성 제고를 위해 도입되었으나 이

는 기업의 지대추구 행위를 가속시킬 수 있음(김필헌, 2011).
◦ 민간기업들로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이라는 정책적 불확실성에 따른 경제
적, 행정적 비용을 추가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됨.

3) 경쟁 범위의 비제한성

□ 국내 대기업의 진입 또는 시장확대 제한을 통해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주장은 시장경쟁이 국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경쟁으로 제한된다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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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건 하에서만 합리화될 수 있음.
 대기업 진입규제의 결과 국내 중소기업이 혜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외국계

기업이나 수입업체와 같이 경쟁력 있는 다른 시장참가자가 반사이익을 챙기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음.

□ 동반위에 의해 대기업에 대한 사업축소 권고가 내려진 재생타이어는 이미 세계
1, 2위 업체인 브리지스톤과 미쉐린이 국내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실정
 국내 대기업은 2010년 2월부터 이미 중소기업청의 사업조정에 위해 생산량을

제한받고 있는 반면 글로벌 경쟁업체들은 이를 시장 확대의 호기로 활용하고
있음.

(4)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의 성과 분석
1) 고유업종제도의 폐지 이유 및 실증자료

□ 과거 28년간 운영된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를 이론적 · 실증적으로 검토함으로써
현행 중기적합업종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음.4)
 양 제도는 기업의 규모를 기준으로 사업영역을 규제한다는 점에서 이론적 배경

이 동일함.
 고유업종제도는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산업구조 개선을 명목으로 특정업종

에서 대기업의 신규 진입 및 확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제도
◦ 중기적합업종제도가 3+3년의 일몰제로 운영되는 것에 비해 고유업종제도는
일단 지정되면 일몰기한 없이 지속
◦ 1979년 23개 업종으로 시작하여 1989년 237개 업종으로 확대되었다가 2006
4) 현행 상생법에 명시되어 있는 적합업종제도는 대기업 사업이양 권고업종 지정제도를 전면 개
편한 것을 지칭한 것으로 대기업의 사업 진출 또는 확장을 금지한 고유업종제도와는 차이가
있음. 단, 중기적합업종 제도의 법제화 논의에서 동 제도는 단지 사업조정제도의 의미로뿐만
아니라 고유업종제도를 포괄하는 광의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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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완전히 폐지
 과거에 고유업종제도가 폐지된 이유는 크게 산업 · 시장 환경변화에 따른 제도

의 실효성 상실과 지정업체들의 성장과 혁신에 대한 인센티브 왜곡으로 나누
어짐.
◦ 구체적 폐지이유로는, 1) 사회적 · 경제적 조건의 변화, 2) 중견기업으로 성장
하기보다 다수의 중소 자회사를 설립하는 등 기업의 성장 인센티브 왜곡, 3)
기술 또는 품질 경쟁보다는 가격경쟁에 주력, 4) 외국기업이나 제품에 의한
국내시장 잠식효과, 5) 기존 대기업의 독과점적 시장성과 보장 등을 들 수 있
음(조동근, 2011).

<표 7-4>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와 적합업종제도 비교
구분

중소기업 고유업종

중소기업 적합업종 (현행)

목

적

·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

·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

내

용

· 지정업종에서 대기업 신규진 · 대기업의 진입 · 확장 자제
입 금지
· 대기업의 사업이양 권고

선정주체

· 정부 (중기청)

· 민간 (동반성장위원회)

지정기간

· 제한 없음

· 3년 기본, 추가 3년 연장가능

대

· 제조업

· 제조업
· 유통 · 서비스업

상

집행수단

기

· 법률적 강제
· 사회적 · 정치적 압력을 통한 참여 유도
· 위반 시 5천만 원 이하 벌금 · 위반 시 동반성장지수 감점(10)과 사업조
또는 1년 이하 징역
정 제도 활용
· 사업조정 명령 불이행 시 1년 이하 징역
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타

자료: 김필헌(2011), 황인학(2011)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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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자인 등 부가가치 창출 시 새로운 품목
으로 인식하는 방안 검토
·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졸업제 등의 방
안 검토

□ 고유업종의 효과에 대한 실증연구 결과는 이 제도가 원래의 정책효과 달성에 실
패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였다는 결론을 도출하고
있음.
 고유업종으로 지정된 업체들은 제도가 시행되던 1991~2001년의 기간 동안 사

업체 수, 월평균종사자 수, 생산액, 부가가치 등 주요 경영지표가 모두 악화된
것으로 나타남(이윤보 · 이동주, 2004).
◦ 이는 중소기업 내에서 기술 및 품질 개선을 동반하지 않은 과당경쟁의 결과
물인 것으로 설명됨(유진수, 1997).
 고유업종 해제 이전과 이후의 경영 분석자료에서도 조사대상 10개 업종 중 9개

업종이 고유업종 해제 이후 매출액과 영업이익 등 전반적 경영성과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전경련, 2011; 동아일보, 2011. 8. 26).
◦ 총 300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표본조사 결과는 고유업종제도가 사실상 중소
기업의 성장 의지를 감쇄시켜 동 업종의 발전을 저해함을 보여줌.
◦ 이러한 결과는 전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아래 분석에서도 유사하게 발견됨.

2) 고유업종제도 폐지 이후 해당업종의 성과 분석: 사업장 자료

□ 고유업종제도 시행 전후의 지정업종 중소제조업체의 경영성과를 비교한 결과 업
종지정 해제 이후 동업종에 속한 기업들의 경영실적 악화는 발견되지 않았음.5)
 <그림 7-2>와 <표 7-5>는 비(非)고유업종 대기업 및 중소기업, 고유업종 대기업

및 중소기업 등 네 개의 그룹에 대한 제조업 사업장의 주요 경영지표 추이를 보
여줌.
◦ <그림 7-2>에서는 연도별 추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표 7-5>는 고유업종 해
제 이전과 이후의 기간별 평균치를 비교하고 있음.
5) 이하의 실증분석은 광업제조업 사업체조사를 사용한 것이며 조사의 범위는 최근 자료와의 일
관성을 위해 10인 이상 사업체로 한정함. 종사자 수 10~299인을 중소기업으로, 300인 이상
을 대기업으로 분류함. 고유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8자리 품목단위로 정의되는데 사업
체조사에서는 가장 인접한 5자리 세세분류로 연결하였기 때문에 고유업종의 범위가 실제보
다 넓게 정의됨. 모든 수치는 2001년 물가지수 기준으로 조정된 불변가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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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유업종 분류에 속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고유업종 해제 이후 매출 연평균 증

가율이 이전에 비해 1.4% 포인트 높아진 7.2%대를 기록하였으며 부가가치 평
균 증가율 역시 0.9% 포인트 증가한 4.8%를 기록
◦ 이는 일반 중소기업에서 매출증가율이 같은 기간 동안 7.4%에서 2.4%로, 부
가가치증가율이 5.7%에서 1.1%로 크게 하락한 것과는 상반된 실적임.
◦ 고유업종 해제 이후 동업종 중소기업에서의 실적 개선은 2006년에서 2009
년 사이 전체의 10%에 해당하는 기업이 이 업종에서 퇴출됨에 따라 좀 더
경쟁력 있는 사업체가 시장에 잔존하게 된 결과인 것으로 풀이됨.
 한편 고유업종 전체로는 일반업종과 비교하여 고유업종 해제 이후의 경영성과

에 차별적인 변화가 감지되지는 않았으며 전반적으로 매출액이나 부가가치 증
가율이 감소한 것은 2007년 이후 글로벌 경제위기의 영향 때문임.
◦ 매출증가율의 경우 일반기업이 7.2%에서 1.5%로 감소한 한편 고유업종 기
업은 5.2%에서 2.0%로 감소

□ 정책적 보호를 받던 산업에 경쟁이 도입되고 그 결과 한계기업이 퇴출되는 것은
경쟁력이 없는 업체에는 고통을 수반하지만 경제 전체에는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음.

□ 과거에 시행되던 고유업종 폐지의 근거가 뚜렷하고 업종지정 해지 이후 보호를
받던 중소기업 경영지표가 악화되었다는 실증적 뒷받침이 없는 상황에서 이와
유사제도를 재도입하는 것은 동반성장의 취지를 살리기 어려운 성급한 결정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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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2> 사업장 규모별 · 고유업종별 주요 경영지표 추이

주: 2001년 불변가격 기준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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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5> 고유업종 해제 이전과 이후 기업형태별 경영실적
매출액 증가율
전체

부가가치 증가율

일반업종 고유업종 일반업종 고유업종
대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중소기업

전체

일반업종 고유업종 일반업종 고유업종
대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중소기업

2001~2009 0.050

0.046

-0.006

0.055

0.063

0.035

0.033

-0.018

0.039

0.042

2001~2006 0.070

0.070

0.041

0.074

0.058

0.057

0.056

0.112

0.057

0.039

2006~2009 0.016

0.007

-0.078

0.024

0.072

0.001

-0.005

-0.202

0.011

0.048

사업장 평균 매출액 증가율
전체

사업장 평균 부가가치 증가율

일반업종 고유업종 일반업종 고유업종
대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중소기업

전체

일반업종 고유업종 일반업종 고유업종
대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중소기업

2001~2009 0.045

0.084

0.065

0.049

0.075

0.031

0.070

0.051

0.033

0.053

2001~2006 0.047

0.085

0.088

0.049

0.056

0.034

0.071

0.162

0.032

0.036

2006~2009 0.041

0.081

0.027

0.049

0.107

0.026

0.067

-0.110

0.035

0.082

평균 영업이익률
전체

평균 임금

일반업종 고유업종 일반업종 고유업종
대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중소기업

전체

일반업종 고유업종 일반업종 고유업종
대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중소기업

2001~2009 0.121

0.138

0.088

0.106

0.090

23.5

35.2

32.2

19.5

19.0

2001~2006 0.131

0.149

0.078

0.117

0.095

22.3

32.8

29.5

18.6

18.0

2006~2009 0.103

0.118

0.110

0.085

0.080

26.0

40.2

37.6

21.2

20.9

주: 2001년 불변가격 기준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조사

3) 사례 분석: 두부업종

□ 두부 제조업은 대기업의 사업 진출로 인해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가 심화된 대표적 사례로 거론
 중소기업중앙회는 진입규제의 완화로 인해 2006년에서 2009년의 기간 동안 중

소업체 65%, 일자리 2,500여 개가 없어졌다는 주장을 제기
 동반위는 선정기준에 따라 두부 제조업을 중기적합업종으로 선정하고 ‘진입 및

확장자제’를 권고(동반성장위원회, 2011b)

□ 두부 제조업을 대상으로 한 실증연구에 따르면 두부업종의 실태가 기존에 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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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바와 다를 뿐만 아니라 고유업종 해지는 시장의 성장, 일자리 창출, 소비자 후
생 등을 개선시킴(황인학, 2011).
 고유업종 해지 직전인 2004년과 2009년 사이 두부류 산업에 속한 사업체 수는

1,435개에서 1,583개로, 종사자 수는 5,559명에서 6,297명으로 증가
◦ 중기중앙회의 발표는 조사기간 동안 통계작성기준의 변화(종사자 5인 이상에서
10인 이상 사업체로)에 따른 해프닝으로 밝혀짐.

 대기업의 두부시장 진출 이후 두부시장은 양적으로도 크게 팽창하였을 뿐만 아

니라 차별화된 포장두부 제품 출시와 위생·안정성을 앞세운 업종 내 혁신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됨.
◦ 그 결과 소규모 사업체들의 주력 품목인 판두부 제품의 출하액은 2,110억 원
(2004년)에서 1,655억 원(2010년 추정치)로 시장이 잠식됨.

◦ 중소업체 주력제품에 대한 시장 잠식은 제품 차별화 및 소비자 신뢰 상승에
기초하므로 단순히 시장지배력을 앞세운 사업영역 침해라고는 보기 어려움.

□ 시장구조의 측면에서도 고유업종 해지에 따른 대기업의 두부시장 진입은 독과점
도 완화→유효경쟁 촉진→소비자 후생 증가라는 긍정적 결과를 유발
 허핀달 지수(HHI: Hirschman-Herfindahl Index)를 사용한 두부시장 집중도는 2004

년 5941에서 2010년 3291로 개선6)
 포장두부 시장에서의 유효경쟁 촉발의 결과 대기업의 두부시장 진입은 소비자

후생과 경제적 효율을 크게 증가시킨 것으로 조사됨.

6) HHI는 전체 시장참가자의 점유율을 제곱하여 합산한 값임. 이밖에 시장집중지표로는 대기업
3사의 시장점유율 합계인 CR3가 있음. 규제론자들은 CR3를 이용해 고유업종 해제 이후 두
부업종의 독과점도가 상승하였다고 주장함. 그러나 규제완화의 결과 신규 진입한 대기업은
중소업체의 시장이 아닌 기존 대기업의 시장을 잠식하므로 유효경쟁의 범위를 감안하였을 때
CR3가 아닌 HHI를 시장집중도 측정지표로 사용하는 것이 좀 더 적절함. 자세한 논의는 황
인학(2011, pp.11-14)을 참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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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FTA 체제의 주요 규정에 대한 위배 가능성

□ 중기적합업종제도에 대한 법제화가 추진됨에 따라 동 제도를 규정하는 국내법이
우리나라가 수용해야 하는 주요 국제규범과 상충할 가능성이 없는지에 대한 점
검이 요구됨.
 상생법의 개정으로 인해 현재의 수준에서도 중기적합업종제도는 순수한 민간

자율이 아닌 법적인 지위를 부여받았음.
 더욱이 19대 국회에서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에 걸쳐 과거의 고유업종제도와 유

사한 중소상공인 보호정책을 내용으로 하는 다수의 법률안이 추진되고 있는 실
정임.

□ 중기적합업종제도는 간접수용7) 규정이나 시장접근의무, 자동현행동결(ratchet
mechanism) 등에서 한미 FTA 또는 한-EU FTA를 위배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됨.

1) 한미 FTA 규정 위배 여부8)

□ 한미 FTA는 제조업에 대해서는 시장접근의무를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간접수용
만이 문제가 되며, 서비스 · 유통업에서는 시장접근의무 규정에 대한 위배 가능성
이 제기됨.

□ 제조업에서의 상충성: 간접수용
 미국 투자가가 중기적합업종에 이미 진출해 있고 적합업종 선정에 따라 사업활

동이 제약받는다면 간접수용의 문제가 발생 가능함(<표 7-6> 참조).
◦ 중기적합업종제도는 외국인 투자자의 재산권 박탈이나 국유화에 해당되기보
7) 간접수용이란 당사국의 행위 또는 일련의 행위가 명의의 공식적 이전 또는 명백한 몰수 없이
직접수용과 동등한 효과를 가지는 경우를 의미함.
8) 이하에서의 논의는 문병철(2011)을 참조하여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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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사업행위의 제약에 따른 투자가치의 하락으로 귀착될 가능성이 높으므
로 수용이 아닌 간접수용에 좀 더 합치될 것으로 보임.
 중기적합업종제도 시행이 간접수용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동 제도의 목적이

특정한 공공복지 실현(한미 FTA 부속서 11-나, 3의 나, <표 7-6> 참조)에 해당하는지
에 대한 해석에 달려 있음.
◦ 문병철(2011)은 이에 대해 동 제도의 지정목적인 경제주체 간 조화를 통한 경
제의 민주화, 지역 간 균형발전, 국가의 중소기업 보호 · 육성 의무 등이 헌법
규정에 부합하므로 간접수용 구성 배제에 해당하는 공공질서 유지 조치에 합
치한다는 해석을 내림.
◦ 그러나 동반성장,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 건강한 산업생태계 조성 등 중기
적합업종제도의 취지와 목적은 ‘정당한 공공복지’의 사례로 예시된 공중보건,
안전, 환경 및 부동산 가격안정화 등과는 성격이 확연히 다르므로9) 투자자
국가소송제(ISD)를 통한 통상분쟁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움.
◦ 간접수용에 따른 분쟁 가능성은, 중기적합업종제도가 순수하게 민간의 자율
적 합의와 협상, 조정에 기초하였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으나 사업
이양의 법적 강제력의 수위에 따라 높아지게 됨.

□ 유통 · 서비스업에서의 상충 가능성: 시장접근의무와 자동현행동결 메커니즘
 한미 FTA는 국경 간 서비스 무역에 대해서는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시장접

근, 현지주재 의무 부과 금지 등을 일반적 의무사항으로 규정함.
◦ 시장접근의무란, 서비스 공급자의 수, 서비스 거래 또는 자산 총액, 특정 유
형의 법적 실체 등에 제약을 두는 조치를 금지한 것임.
◦ 중기적합업종제도가 협정상 의무 비합치에 따라 유보된 사항 또는 부문에 해
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시장접근의무를 위배할 소지가 있으며 이에 따른 분

9) 협정문은 “나호의 정당한 공공복지 목적 목록은 한정적이지 아니하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열거한 사항만이 예외를 구성하는 것은 아님. 다만 예시된 목록이 갖는 공공복지의 성격에
근거하여 특정 사항이 공공복지에 준하는지를 평가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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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 가능성을 고려해야 할 것임.
 시장접근의무에서 예외로 인정받는 현재유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자동현행동

결 메커니즘 역시 고려되어야 함.
◦ 자동현행동결 메커니즘이란, 일반적 의무규정의 예외적용을 받는 사항들에
대해서 자유화 · 투자확대 방향의 개정은 가능하지만 분야별 조건과 제한을
강화하는 방향의 개정을 금지하는 것으로, 한번 자유화 수준을 높이면 이를
다시 후퇴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함.
 한미 FTA에서 서비스 부문 개방은 전면개방을 원칙으로 하는 포괄주의
(Negative) 방식으로 규정되며 예외는 현재유보 47개(부속서 I) 및 미래유보 44개
(부속서 II)에 국한됨.

◦ 이들 부문을 제외한 모든 부문은 시장접근의무와 자동현행동결 메커니즘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투자자 제소의 여지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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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6> 중기적합업종 제도와 상충성이 우려되는 자유무역협정 주요 규정
주요 규정

한미 FTA
수용 및 예외:
제조업

(제11.6조 수용 및 보상) 1. 어떠한 당사국도 다음을 제외하고 적용대상
투자를 직접적으로 또는 수용이나 국유화(수용)와 동등한 조치를 통
하여 간접적으로 수용하거나 국유화할 수 없다.
가. 공공 목적을 위할 것; 나. 비차별적 방식일 것; 다. 신속하고 적
절하며 효과적인 보상을 지불할 것, 그리고; 라. 적법절차와 제11.5
조 제1항 내지 제3항을 따를 것
(부속서 11-나 수용) 3-나. 예컨대, 행위 또는 일련의 행위가 그 목적 또
는 효과에 비추어 극히 심하거나 불균형적인 때와 같은 드문 상황을
제외하고는, 공중보건, 안전, 환경 및 부동산 가격안정화(예컨대, 저
소득층 가계의 주거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통한)와 같은 정당
한 공공복지 목적을 보호하기 위하여 고안되고 적용되는 당사국의
비차별적인 규제 행위는 간접수용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제12.4조 시장접근) 어떠한 당사국도 지역적 소구분에 기초하거나 자국
의 전 영역에 기초하여 다음의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수 없다.
가. 다음에 대한 제한을 부과하는 것
1) 수량쿼터, 독점, 배타적 서비스 공급자 또는 경제적 수요심사
요건의 형태인지에 관계없이, 서비스 공급자의 수
2) 수량쿼터 또는 경제적 수요심사 요건의 형태로, 서비스 거래
한미 FTA
또는 자산의 총액
시장접근:
3) 쿼터 또는 경제적 수요심사 요건의 형태로, 지정된 숫자단위로
국경 간 서비스
표시된 서비스 영업의 총 수 또는 서비스의 총 산출량, 또는
무역
4) 수량쿼터 또는 경제적 수요심사 요건의 형태로 특정 서비스 분
야에 고용될 수 있거나 서비스 공급자가 고용할 수 있으며, 특
정 서비스의 공급에 필요하고 직접 관련되는 자연인의 총수,
또는
나. 서비스 공급자가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특정 유형의 법적 실
체 또는 합작투자를 제한하거나 요구하는 것

한-EU FTA
시장접근
의무규정

(제7.5조) 1. 국경 간 서비스 공급을 통한 시장접근에 대하여, 각 당사자
는 다른 쪽 당사자의 서비스와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속서 7-가에 포
함된 구체적 약속에 합의되고 명시된 제한 및 조건에 따라 규정된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한다.
(제7.11조) 1. 설립을 통한 시장접근에 대하여, 각 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
자의 설립과 투자자에게 부속서 7-가에 포함된 구체적 약속에 합의
되고 명시된 제한 및 조건에 따라 규정된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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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EU FTA 규정과의 상충성

□ 한-EU FTA 에서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종 모두에 시장접근 제한조치의 도입 금
지, 합리적 국내규제 등 의무조치를 부과(<표 7-6>)
 사업이나 품목은 개별주의(Positive) 방식으로 개방분야는 양허표에 기재된 업종

을 대상으로 함.
 양허표에 기재된 투자개방 분야의 경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중기적합업종제

도와 같은 국내 법제도에 의거하여 EU 투자자의 시장접근을 제약하는 조치를
취할 수 없음.

□ 양허표의 개방분야가 지켜야 하는 시장접근의무에 따라 개방분야와 적합업종에
동시에 해당하는 품목에서 통상분쟁의 소지가 발생함.
 위의 공통 품목에 대해서는 중기적합업종제도의 정책목표가 포괄적 유보(일반적
예외)로 수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해석이 우선되어야 함.

 현재로서는 경쟁력 제고가 필요한 일부 통신서비스(방송중계용 국제위성 전용회선
서비스)와 환경서비스(생활하수 처리서비스) 등의 분야에 한해 한시적으로 예외가

인정되고 있을 뿐이며 예외적용을 중기적합업종 품목으로 일반화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6) 서비스 · 유통 부문에서의 중기적합업종제도 실시의 문제점

□ 연초에 개정한 상생법에 따르면 중기적합업종은 서비스업을 포함함.
 동반위는 이러한 법적 근거를 토대로 유통 · 서비스업에 대해서도 연내 중기적

합업종을 선정하겠다는 계획이며 최근 공청회 등을 통해 서비스업에 대한 중기
적합업종 제도 도입의 논의를 본격화함.
 유통 · 서비스업에서 중기업종제도의 도입형태로는 품목별, 상권, 가이드라인 지

정방식 등이 논의되고 있으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사의 진출 업종을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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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적으로 검토할 예정임.

□ 서비스업의 경우 중기적합업종제도의 일반적 문제점과 더불어 업종의 특성상 제
도의 효과적 운용에 어려움이 예상됨.10)
 서비스업은 제조업에 비해 사업품목에 대한 변형이 용이하기 때문에 사전적 규

제업종 정의가 쉽지 않음.
 프랜차이즈 형태의 사업 진출의 경우 사업영역에 있어서의 갈등이 대기업 대

중소상공인이 아닌 중소상공인들 간의 문제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음.
 한미 및 한-EU FTA의 시장접근의무 규정에 위배되기 때문에 통상분쟁의 원인

을 제공

(7) 최근 입법동향과 문제점

□ 총선과 대선이 이어지는 올해, 새누리당과 통합민주당은 MB 정부 후반기에 형
성된 공정사회론을 더욱 강력하게 밀어붙이면서 선거공약을 통해 ‘경제민주화’에
대한 선명성 경쟁을 펼치고 있음.

□ 새누리당은 ‘대기업의 무분별한 중소기업 사업영역 진출방지’를 명목으로 공정거
래법 개정을 공약으로 내세움(새누리당, 2012).
 현재 공정거래법에서는 중소기업 시장점유율이 3분의 2 이상인 업종의 시장에

서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2조 원 이상인 대기업이 5% 이상의 시장점
유율을 획득하게 하는 기업결합을 경쟁제한적 행위로 규정하고 이에 제한을 둠
(제7조 제4항 제2호).

 새누리당의 조치는 기업결합에 제한을 두는 시장점유율 기준을 5%에서 1%로

하향조정함으로써 신설 또는 소규모 기업 인수를 통한 대기업의 중소기업 업종
진출을 보다 엄격하게 규제하겠다는 것임.
10) 서비스업에 적합업종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한 전반적 논의는 김세종(2012)을 참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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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은 중기적합업종제도를 재벌개혁 전략 가운데 ‘재벌의 사회적 책임강화’를
위한 정책과제로 설정하고 좀 더 강력한 이행방법을 제시함(민주당, 2012).
 대기업의 진입제한 위반 시 경영진이나 지배주주에 대한 징역형 등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처벌규정을 강화함.
 사업조정 조치에 따른 대기업의 사업이양을 권고가 아닌 강제로 집행할 수 있

도록 하며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선거철에 남발되고 있는 양당의 중소기업 정책은 대중영합주의에 편승, 이론적
검증이나 실효성, 합헌성보다는 정치쟁점화에 방점을 둔 것으로 이에 대한 법리
적 · 경제이론적 논의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임.
 새누리당의 공정거래법 개정 논의는 현행 공정거래법상의 ‘경쟁제한 추정요건’

의 문제점(이봉의, 2002)을 강화하는 방안(案)임.
◦ 동 제도는 위법에 대한 입증 책임을 기업에게 떠넘기는 행정편의적 제도로
서, 유일하게 시행되고 있는 국가인 독일에서도 폐지논의가 진행중임.
◦ 새누리당의 안은 폐지 논의가 필요한 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더욱 증폭
시킬 것임.
 민주당의 경영진 · 지배주주 처벌 방침은 가벌성이 없는 단순 경제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앞세운 과잉규제임.
◦ 이는 경제의 역동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뿐만 아니라 동일한 행위에 대해 다
중처벌을 가능하게 하므로 ‘법치주의’의 근본원리를 훼손하는 규정임.

3. 정책제언
□ 중기적합업종 제도의 폐기
 동 제도는 과거에 폐기 처분된 고유업종제도를 부활시킨 것으로 그 문제점을

고스란히 답습할 수밖에 없음.
◦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에 대한 실효성은 입증된 바 없는 반면, 지대추구경쟁

212

대기업 비판의 실상과 본질

과 성장 동기 왜곡, 영세화, 과밀화, 기술 및 품질 혁신에 대한 도덕적 해이
등과 같은 부작용이 실증적 · 경험적으로 확인됨.
 뚜렷한 근거 없이 실패한 제도를 재도입하는 것은 중소기업의 허약화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쟁시대에 국내 대기업의 경쟁력 또한 잠식할 수 있음.
 보호주의적 성격의 중기적합업종 제도를 폐기하는 대신 아래에 기술한 바와 같

이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정책의 원칙이 되어야 할 것임.
□ 실증자료의 재검증작업 및 잘못 알려진 사실에 대한 바로잡기
 주지한 바와 같이 중기적합업종제도의 출발점은 대-중소기업 간 수익성과 시장

규모가 양극화되고 있다는 주장에 기초하나 다수의 실증연구 결과는 양극화론
과는 상반된 결과를 제시하고 있음.
 막대한 경제적 · 사회적 · 정치적 비용이 소요되는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하기에

앞서 산업 · 시장 · 업계의 현실에 대한 엄밀한 사전조사가 필요함.
◦ 특히 과거에 이미 실패한 정책을 재도입함에 있어서는 기존 제도의 공과(功
過)를 엄격하게 검토함으로써 정책이 일관성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함.

□ 민간자율원칙의 재확인
 중기적합업종제도에 법적 강제력을 강화하는 경우 한미 FTA, 한-EU FTA 등

우리나라가 지향하는 대외개방형 경제규범과 상충될 여지가 높아짐.
◦ 이는 근본적으로 동 제도가 안고 있는 사기업에 대한 재산권 침해 가능성 때
문에 발생한 것으로 단지 외투기업뿐만 아니라 국내투자자들에 대한 재산권
보호의 문제도 고려해야 할 것임.
 중소기업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서는 적합업종의 선정과 이행에서 동반성장의

기본원리이자 동반위의 출범취지인 민간 자율원칙 및 대-중소기업 합의의 정신
이 지켜져야 할 것임.

□ 중소기업 자생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하는 가장 중요한 과제는 경쟁원칙
의 확립과 불공정 행위의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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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보호의 논리는 공정하지 못한 경쟁 때문에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으므

로 이를 시정해야 한다는 여론에 기초
 불공정한 관행이 문제라면 이 부분에 대한 별도의 시정조치가 필요하지 인위적

인 보호주의 정책과 한계기업에 대한 퇴출장벽의 강화로 접근되어서는 안됨.
 인위적 진입규제보다는 불공정행위 근절을 통한 시장경제질서 확립이 자생력을

갖춘 중소기업에 좀 더 실질적 도움이 될 것
□ 보호정책이 아닌 혁신기업에 대한 지원정책 효율화
 한계기업 보호와 기업규모에 대한 페널티가 아닌 혁신 중소업체에 대한 간접적

지원으로 정책의 축이 이동해야 할 것
 정부에 의한 무차별적 중소기업 지원정책은 좀비기업에 대한 수혈로 경제적·사

회적 비효율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의지를 감퇴
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하여 중소기업군 전체의 생산성을 저하시킴.
 중소기업 지원정책에 대한 정비와 일원화를 통해 성장잠재력이 높은 중소기업

에 대한 선별 기능을 강화해서 공적 자원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어야 할 것
 중기적합업종제도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 효율화 방안과

도 모순적이라 할 수 있음.
◦ 기재부는 중기지원정책의 부작용과 비효율성을 지적하면서 중소기업 졸업
제, 지정대상 선별기능 강화, 총괄 · 조정체계 구축, 지원정책 일몰제 등 중기
지원정책을 효율화하기 위한 종합적 대책을 발표함(기획재정부, 2011).
◦ 특히 지금까지 중기지원정책의 부작용으로 지속적인 한계기업 지원에 따른
퇴출 지연, 정부지원을 타깃으로 한 기업 분할 등이 지적되었으며 이에 따라
재정지원을 10년 이상 업력의 안정기 기업 중심에서 창업기, 성장기 기업 위
주로 시행하는 방안, 선별된 업체들에 한해 한시적으로 지원정책을 시행하는
방안 등이 제안됨.
◦ 중기적합업종제도는 이와는 반대로 업력이 오래되고 자생력이 취약한 업체
들을 규제를 통해 보호하려는 것으로 중소기업 정책에 대한 정부의 종합적인
상황인식과 모순되는 정책임.

214

대기업 비판의 실상과 본질

참고문헌
강선민, ｢수 · 위탁기업의 경영성과 분석｣, 수 · 위탁기업 간 납품단가 결정의 문제
점과 과제, 한국경제연구원, 2010.
국회 입법조사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제도 실효성 제고｣, 2011 국정감사 정책
자료 II, 2011. 8.
기획재정부, ｢중소기업 지원사업군 지출효율화 방안｣, 2011. 11. 22.
김세종, 서비스분야 적합업종 도입 필요성 및 추진방안, 중소기업연구원, 2012.
김주훈,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에 관한 해석, KDI FOCUS, 한국개발연구
원, 2012.
김필헌, 中小企業 적합업종·품목제도의 실효성 검토 및 보완방안, 동반성장 이슈
시리즈-4,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 2011. 8.
동반성장위원회(2011a), ｢중소기업 적합업종 16개 품목 선정｣, 2011. 9. 27.
(2011b),｢중소기업 적합업종 25개 품목 2차 선정｣, 2011. 11. 4.
(2011c), ｢중소기업 적합업종 38개 품목 3차 선정｣, 2011. 12. 13.
(2011d), ｢유기계면활성제 등 3개 품목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2011. 12.
30.
동아일보, ｢‘중기 보호망’ 거뒀더니 더 높이 날았다｣, 2011. 8. 26.
문병철, 중소기업 적합업종 관련 검토보고서,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2011. 10.
민주통합당, ｢민주통합당,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재벌개혁 3대 전략 10대 정책과
제 발표｣, 보도자료, 2012. 3. 20.
새누리당, ｢경제민주화를 위해 대기업의 고질적 관행을 확실히 잡겠다｣, 보도자료,
2012. 2. 9.
유진수, ｢중소기업 고유업종이 국제경쟁력에 미친 효과분석｣, 중소기업연구 제19
권 제1호, 한국중소기업학회, 1997.
이봉의, ｢獨占規制法상 企業結合의 競爭制限性 推定과 그 問題點｣, 저스티스 제35
권 제1호 통권 제65호, 한국법학원 2002. 2, pp.158-184.

제7장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의 문제점과 정책대안 215

이윤보 · 이동주,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연구｣, 중소기업연구,
제26권 제1호, 한국중소기업학회, 2004.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 고유업종 해제효과｣, 전경련 중소기업협력센터, 2011. 8.
조동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어떻게 볼 것인가?｣, 나라경제, 한국개발연구원,
2011. 11.
통계청, 광업 · 제조업 사업체 통계조사
황인학,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의 본질과 문제점 - 두부 제조업의 사례｣, KERI
Insight 11-08, 한국경제연구원, 2011.

216

대기업 비판의 실상과 본질

제8장

하도급 거래규제 합리화 방안

신석훈(한경연 선임연구원)
<요 약>

하도급법에서는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행위유형들을 법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외형적으로 이러한 행위에 해당하기만 하면 특별한 입증 없이도 위법한 것으
로 보아 손쉽게 규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반면 기업 간 계약관계가 복잡
해짐에 따라 어디까지가 위법한 불공정행위이고 어디까지가 정상적인 기업활
동인지를 법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따라서 법적 판단의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한 수단이 입증책임(burden of proof)과 입증기준(standards
of proof)의 강화이고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수단이 강해질수록 일반적 입증기준

보다 강화된 명확한 증거제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우월적 지위남용행위 규
제의 세계적 동향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하도급법은 이러한 원칙과는 완전히
상반된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국가의 공권력 행사로부터 제재를 당하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헌
법상의 ‘법치국가 원리’ ‘적법절차 원리’등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의문이다.
특히 납품단가 인하 시 부당성에 대한 입증책임을 원사업자에게 전환하면서
동시에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강력한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자는 최근
정치권에서의 논의는 더욱 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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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납품가격 조정 시 계약 당사자들 간 자발적
협상을 유도하는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와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신청권만
부여하는 경우에는 궁극적인 계약 당사자들의 변화가 없으므로 계약의 본질적
논리에서 벗어나지 않지만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납품단가 협상권을 줄 경우에
는 신청권과 달리 직접적인 협상자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되므로 애초의 계약
당사자에 변경이 있게 되어 계약의 본질적 내용을 훼손하게 된다.
하도급 거래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해도 이들 관계의 본질이 사적 계
약이라는 사실을 망각한 규제방법은 부작용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 행정적 사
전규제가 아닌 법원을 통한 실효적, 사후적 권리구제로의 전환을 모색해야 한
다.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으로 법조인 공급이 급증함에 따라 중소기업을 법률적
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대안적분쟁해결제도(ADR) 활
용을 위한 홍보와 제도를 운영할 전문인력 육성이 필요하다. 또한 서면계약서
활성화를 통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권리의무 관계를 명확히 하고 미
래에 초래될 수 있는 계약적 분쟁을 미리 예방하도록 해야 한다.

1. 최근 하도급 거래규제 쟁점 및 현황
□ 2011년에 대-중소기업 간 상생, 동반성장, 공정사회 달성이라는 목적으로 수 ‧ 위
탁기업 간 거래관계 개선을 위한 하도급법이 대폭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최
근 정치권에서는 경제민주화라는 헌법적 근거에 기초하며 또 다시 개정을 시도
하고 있음.

218

대기업 비판의 실상과 본질

<표 8-1> 최근 하도급법 개정과 쟁점
2011년 도입된 제도

현재 논의 중인 쟁점

∘원사업자의 기술 유용행위에 대하여 3배 범위 ∘원자재 가격상승에 따라 납품단가가 자
이내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과 입증책임 동적으로 인상되도록 하는 납품 단가연
전환
동제 도입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납품단가 조정신청권 부여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보다 2배 이상 큰 경우 ∘중소기업의 협상력 강화를 위해 업종별
(매출액, 종업원 수)에서 1배 이상 큰 경우(하 협동조합에 납품단가 협의권 부여
도급업체보다 조금이라도 큰 경우)로 적용범위
확대
∘납품단가 부당감액에 징벌적 손해배상
∘하도급대금 부당감액과 관련한 원사업자의 정 제도 도입
당성에 대한 입증책임 부담, 원사업자의 감액사
유, 기준 등이 명시된 서면교부 의무화
∘하도급법상 전속고발권 폐지
∘원사업자가 기술자료 요구 시 권리귀속, 대가
등이 명시된 서면 교부 의무화
* 7.6 이현재 의원 대표발의
∘유예기간 없이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신 ∘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원사업자와 납품
청이 가능한 즉시조정 개시(Fast Track) 제도 단가 조정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함(안
도입
제16조의2 제2항, 제4항 및 제5항).
∘공정위 하도급 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 공표 의 ∘ 납품단가 인하행위, 기술탈취 ‧ 유용행
무화
위에 대하여 검찰 고발을 의무화함(안
∘재발방지 시정명령의 법적 근거 마련
제32조 제2항).
∘원사업자의 서면미교부 행위에 대한 벌금 부과 ∘ 서면계약서 미교부행위, 인력 탈취행
∘전속고발권에 대한 통제장치 도입
위 및 납품단가 인하행위에 대하여 징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함(안 제35조
설치
제2항).

□ 수 ‧ 위탁기업 간 거래에서는 갈등이 초래되기 마련이고 이를 막기 위한 것이 하
도급법이므로 수 ‧ 위탁기업 간 거래에서 어떠한 갈등이 초래되고 있는가를 인식
하는 것이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하고 크게 두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음.
 하나는 원사업자가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수 ‧ 위탁기업 간의 납품

단가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정하는 등의 불공정행위를 하는 경우
◦ 여기서의 쟁점은 수 ‧ 위탁기업 사이의 계약관계에서 협상력의 불균형이나
상대방의 강요로 인한 불공정 행위가 초래되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법적으로
제8장 하도급 거래규제 합리화 방안 219

어디까지를 불공정하다고 판단해야 하는지가 관건
 다른 하나는 납품가격 결정 및 단가인하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와는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는 경우로, 계약체결 이후에 거래 당사자들 중 어느 누구의 책임도 없
이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원자재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는 등 사전에 예상치 못
했던 위험이 발생한 경우
◦ 여기서는 이러한 위험을 수탁자와 위탁자 중 누가 부담하도록 할 것인지, 또
는 공동으로 부담해야 할 것인지, 그리고 납품단가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
면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등에 관한 것이 쟁점임.
<표 8-2> 하도급 거래에서 초래되는 갈등유형과 법적 쟁점
유형

쟁점

계약상 우월적 지위남용

납품단가 조정

∘단가 계약을 체결한 후 갑자기 원자재
∘계약상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가격이 상승하는 등 외부적인 여건의
불공정행위를 했는가에 대한 규범적 변화가 발생했을 때 이러한 변화를 애
판단
초에 체결해 놓은 하도급 계약에 반영
시켜 주어야 하는가?

∘원사업자의 기술 유용행위에 대하여
3배 범위 이내의 징벌적 손해배상제
2011년
도 도입과 입증책임 전환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납품단가 조정신
주요
∘하도급대금 부당감액과 관련한 원사
청권 부여
개정사항
업자의 정당성에 대한 입증책임 부
담, 원사업자의 감액사유, 기준 등이
명시된 서면교부 의무화
∘원자재 가격상승에 따라 납품단가가
∘납품단가 부당감액에 대해 징벌적 자동적으로 인상되도록 하는 납품 단
2012년
손해배상 부과
가연동제 도입
쟁점
∘하도급법상 전속고발권 폐지
∘중소기업의 협상력 강화를 위해 업종
별 협동조합에 납품단가 협의권 부여

□ 최근 대기업만 잘되고 중소기업은 그렇지 못해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가 심화되
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당연시하며1) 수 ‧ 위탁기업 간 거래에서도 위탁 대기업만

220

대기업 비판의 실상과 본질

잘되고 수탁 중소기업은 위탁 대기업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생각이 최근
하도급법 개정논의에서 당연히 전제되어 있으나 이것은 사실과 다름.
 대기업에 납품하는 협력업체들의 성과가 그렇지 않은 일반 중소기업들보다 좋음.

◦ 일반 중소기업들은 4~5%였던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2009년부터 3%로 주저
앉았지만 협력업체들은 5%대를 유지하고 있음.
◦ 해외업체와 비교해도 이익률이 낮지 않음. 삼성전자 휴대폰 부문 주요 10개
협력업체 영업이익률은 2010년 11%였음.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익을 올리
는 미국 애플에 납품하는 대만 상장사 9곳의 영업이익률이 3.2%(작년 3분기
평균)인 것에 비하면 월등히 높음. 현대차 납품업체도 영업이익률이 계속 증

가세임.
◦ 또한 우리나라 납품업체들은 원가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높여가고 있음. 일본
닛산자동차는 신규 상용차 생산에서 전체 비용의 20%에 해당하는 200개 부
품을 한국 업체로부터 들여다 쓰고 있다고 함.2)

2. 하도급 거래의 본질과 규제방식의 문제점
(1) 총론적 문제점

□ 지속적인 하도급법 개정에 대한 평가를 위해서는 개정사항 자체에 대한 평가만
으로 부족하고 하도급법의 존재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평가가 전제되어야 함.
 하도급법 개정사항들에 대한 평가는 하도급법 전체 구조 속에서 이루어져야 함.

◦ 또한 하도급법은 수 ‧ 위탁 관계를 규율하는 유일한 법이 아니므로 수 ‧ 위탁
관계를 규율하는 다른 법률들과 하도급법 간의 관계를 규명하며 하도급법 자
체의 존재 근거 및 기능을 검토해야 할 것임.

1) 한국경제연구원(2012. 4) 한국개발연구원(2012. 4) 참조
2) 한국경제신문, 2012.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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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하도급법 논쟁에서처럼 하도급법의 존재를 당연시하고 여기에 추가되는 새
로운 규제들이 옳으냐, 그르냐 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기보다는 과연 하도급법 자
체는 옳으냐? 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며 접근해야 함.
 이렇게 하도급법의 존재 자체에 근본적 의문을 제기하며 분석하는 이유는 하도

급법이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라기보다 하도급법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근본
적인 문제점을 분명히 인식하자는 취지임.
◦ 그래야만 하도급법상 새로운 제도가 도입될 때 그러한 제도의 문제점을 하도
급법 자체의 문제점과 함께 보며 제대로 평가할 수 있게 될 것임.

1) 하도급 거래가 발생하는 이유

□ 하도급 거래에서 납품단가의 결정, 증액, 감액 등에 관한 문제는 당사자들이 자
발적 계약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임.
 우리나라에서는 ‘하도급 계약’이 약탈의 수단으로 오해되고 있으며, 비정상적인

계약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있으나 그렇지 않음.
◦ 하도급 계약의 본질은 기업 내의 행위(intrafirm activity)와 기업 간의 계약
(interfirm contracts) 사이의 중간 형태의 계약임.

◦ 1970년대 이후, 전 세계적으로 생산을 조직화하는 방법으로 생산요소 간의
수직적 통합(vertical integration) 형식인 전통적 기업조직이나 시장에서의 일
반적인 계약과는 구별되는, ‘outsourcing’ 또는 ‘deverticalization’이라고 불리
는 형태의 계약구조가 급증하고 있음.3)
◦ ‘수직적 통합’, ‘수직적 부분통합형태의 하도급’, ‘시장에서의 일반적 계약’ 사
이에서 개별기업들은 시장에서 독자적으로 거래할 때 소요되는 거래비용
(transaction cost)과 수직적 통합의 형태로 기업 내부에서 생산할 경우에 소요

되는 생산비용(production cost) 등을 고려해 최소비용이 소요되는 형태의 다양
한 계약구조를 선택하게 될 것임.4)

3) Matthew C. Jennejohn(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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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적, 규제적, 그 밖의 다양한 이유로 해외 시장을 경유한 생산요소 확보의
장벽이 낮아지면서, 수직적 완전통합으로서의 기업, 수직적 부분통합으로서
의 하도급, 시장에서의 일반적 거래 사이의 최적 균형이 쉽게 변화될 수 있
게 되었음.5)

□ 구체적으로 하도급 거래가 발생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이론으로 ‘이중구조론’과
‘위험공유론’이 있음.
 ‘이중구조론’은 위탁기업인 하류기업이 상류기업에 비해 협상력의 우위에 있다

는 것을 인정하고 수 ‧ 위탁기업 간 거래관계를 위탁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행위의 하나로 간주
◦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의 저임금을 간접적으로 활용하여 생산비를 절감하려는
목적과 경기변동으로부터 오는 위험을 상류기업에 전가하려는 목적에서 외
주한다고 봄.
◦ 하도급 거래를 단지 경기완충장치로 해석하고 수요자인 조립업체는 수요독
점자로서의 시장지배력을 바탕으로 하도급 기업을 저임금의 조달원으로 이
용한다든지 또는 경기변동을 완충하는 역할로 이용한다는 것
◦ 조립업체가 그들의 사업에 포함되는 수요 측면의 위험을 부품공급업체에 전
가한다고 간주

 ‘위험공유론’은 수 ‧ 위탁기업 간에 비용변동 등 위험이 발생할 때 수탁기업에

모든 위험을 전가하기보다는 위험의 일정부분을 모기업인 위탁기업이 흡수한다
는 데 근거6)

□ 결국 하도급법은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최적의 비용구조로서의 계약구조를 만
4) George S. Geis(2007) p.967.
5) George S. Geis(2007) p.961, p.971.
6) 이병기 외(2008) p.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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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는 것을 인정해 주면서 동시에 이러한 하도급 계약관계에서 ｢이중구조론｣에서
제기된 문제를 치유하고자 하는 것이 관련법의 역할임.

2) ʻ하도급 관계ʼ의 본질과 법적 규제

□ 대-중소기업 간 거래는 법적으로 사적 계약관계임. 계약이란 거래당사자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미래의 위험을 자신들의 책임하에서 사전에 분담하는 법적 수단
으로 시장경제의 근간을 이룸.
 계약은 시장에서 거래 당사자들 간의 이기적인 의사를 상호검증하고 때로는 일

치시켜 가며 자원을 좀 더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사람에게 이
전시켜 주는 사적자치 수단
◦ 이러한 과정에서 계약체결 전에는 발생하지 않았던 협력적 잉여가치가 창출
되고 이를 계약당사자들이 분배해 가짐으로써 모두의 후생은 증가하게 되는
것임.
◦ 그리고 이 과정에서 누구나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내용으로 거래를 하려고 할 것이고 이것이 바로 시장 메커니즘을 작
동시키는 동인(動因)이 될 수 있음.
 계약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경우 민법에 위반되는 불공정행위로서 무효나 취

소사유가 되고 납품업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음.
◦ 계약상 우월적 협상력의 행사차원을 넘어 사기나 강박(제110조)에 해당한다거
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제103조), 상대방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계약인 경우(제104조), 계약상
의 권리를 신의에 좇아 성실하게 행사하지 아니하고 남용한 경우(제2조) 등의
경우

□ 계약관계에서 거래의 일방당사자의 타방 당사자에 대한 우월적 지위남용행위로

224

대기업 비판의 실상과 본질

타방 당사자가 손해를 보는 것을 넘어 제3자에게까지 손해가 확산되는 외부효과
(external effect)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거래 당사자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사

법(私法) 외에 공법(公法)이 개입하는 것은 당연
 수 ‧ 위탁 거래에서 수탁 대기업이 계약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계약 상대방

인 수탁 중소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것을 넘어 ‘경쟁’이라는 공익을 훼손하여 궁
극적으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 경우에는 당연히 공법인 공정거래법(경쟁법)이
개입해야 함.
◦ 예를 들어 수요독점력(Monopsony Power)을 가진 사업자는 자신의 수요를 줄
임으로써 경쟁시장에서 형성되었을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구입하며 수익
을 늘릴 수 있어 시장이 최적자원 배분을 달성할 수 없게 함으로써 후생저해
효과를 발생시킬 경우 당연히 경쟁법인 공정거래법이 규제해야 하고 우리나
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나라들에서 그렇게 하고 있음.
 반면 구매독점력이 아닌 구매협상력(Bargaining power)만을 가질 경우에는 실제

로 자신의 수요를 줄임으로써 경쟁시장에서 형성되었을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
로 구입하며 수익을 늘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다
른 사업자로 교체하거나 거래상대인 납품업자의 구매를 줄이겠다고 위협함으로
써 구매가격을 낮출 수 있는 힘을 의미함.
◦ 구매자 협상력은 일반적으로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며 효율성 제고 효과가 있
으므로 단순히 구매자의 힘이 형성되었다고 하여 경쟁당국이 그러한 행위를
성급히 금지한다면, 오히려 친경쟁적인 기업활동을 억제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OECD의 기본입장7)
◦ 물론 위탁 대기업이 독점력이 아닌 우월적 지위를 행사하여 낮은 가격에 납
품을 받아 소비자에게 싼 가격으로 공급했다고 해서 대기업의 행위가 항상
정당화되는 것은 아님.
◦ 중소기업의 계약상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면서까지 소비자 이익을 최우선으
로 하는 것은 아님.
7) OECD(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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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관계에서 상대방의 계약상 권리를 침해했느냐 여부의 판단기준을 제공
해 주는 것이 바로 민법임.

3) 우리나라 규율방식의 특수성

□ 시장에서의 ‘경쟁’과 무관한 계약 당사자 간 발생하는 우월적 지위남용행위 통제
는 사법(私法)인 민법(계약법)의 역할임.
 사법인 민법적 규율에서는 거래 상대방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했을 경우 피해자

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게 됨.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권리구
제가 약자인 중소기업보호를 위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해 규제의 실효성
을 높인다는 취지에서 경쟁을 보호해야 할 공정거래법에서 계약당사자 간의 우
월적 지위남용행위를 규제하고 있음(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거래상 지위남용
금지).

◦ 공정거래위원회가 법위반 여부를 조사하여 시정조치 · 과징금 · 벌금부과 등
의 다양한 행정적 · 형사적 제제를 통해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남용을 통제하
며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함.
◦ 그러나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남용금지(제3조의2)와 달리 거래상
우월적 지위남용금지 규정(제23조 제1항 제4호)은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힘듦.8) 사적 계약관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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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문임.
◦ 다만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의식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의 하
8)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에서처럼 거래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 시장지배적지위에 이르지 못한 타
방 거래당사자의 우월적 지위남용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하며 규제하고 있는 나라는 일
본과 우리나라밖에 없는 규정이다. 그나마도 일본과 동일하지 않다.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와
달리 공정거래법에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행위를 규제하는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아 거
래상 우월적 지위남용행위를 시장지배적 사업자 규제제도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것으로 파악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홍대식, ｢우월적 지위의 남용행위의 위법성 판단기준｣, 경쟁법 연구,
제7권, 2000, p.277. 변동열,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와 경쟁｣, 저스티스 제34권 제4호, 한
국법학원, 2001, p.168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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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 관련 행위를 공정거래법상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로 규제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행위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기초한 것으로 ‘공정거래를 저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함.
◦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남용행위로 중소기업과의 계약관계가 훼손되었다고 보
며 이를 치유하기 위해 공정위가 개입할 경우, 오히려 공정위가 잘못 판단하
거나 행정권을 남용하여 사적자치(私的自治) 영역에서의 계약기능을 훼손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입증을 통해 신중하게 개입하라는 취지임.
◦ 그러나 공정위가 이러한 입증에 부담을 느끼기 시작하자 ‘규제의 실효성 강
화’라는 명목으로 규제를 좀 더 손쉽게 하기 위해 당시 공정거래법상의 우월
적 지위남용 규제조항에 근거해 행정부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지고 운용되던
‘고시’들을 별도의 ‘법’으로 독립하여 제정하기 시작하였고 그렇게 해서 탄생
한 것이 하도급법
 하도급법에서는 일정한 유형의 행위를 법위반으로 간주하고 있고,9) 다른 규정

에서도 ‘부당하게’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등의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행위 자
체만으로 위법한 것으로 규정함으로써10)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증부담을 경감시
키고 있음.11)
◦ 위법성의 입증을 필요로 하는 ‘합리의 원칙(rule of reason)’을 입증이 불필요한
‘당연위법의 원칙(per se rules)’으로 전환하는 효과가 있는 것임.
◦ 이러한 하도급법마저도 중소기업 보호에 미흡하다고 보며 더욱 강화된 규제
조항들을 추가적으로 도입하고자 하는 개정논의가 지속되고 있음.

□ 지금까지 수 ‧ 위탁기업 간 거래에서 대기업인 위탁자의 거래상(계약상) 우월적 지
위(bargaining power) 남용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법체계(｢민법(계약법)｣→｢공정거래법｣

9)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부당한 하도급대금결정으로 간주되는 행위),
제11조 제2항(부당감액으로 간주되는 행위)
10)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등
11) 공정거래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2007)

제8장 하도급 거래규제 합리화 방안 227

→｢하도급법｣)에서 유일한 관심사는 위탁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남용행사를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만 모아졌음.
 지금까지 대기업은 규제의 대상일 뿐이고 이들을 규제하면 할수록 계약 상대방

인 중소기업들은 보호될 것이라는 단순한 논리에 기초하고 있는 듯함. 나쁜 짓
할 의도만 없다면 특별히 걱정할 필요가 없을 듯도 함.
◦ 그러나 기업 간 계약관계에서 어디까지가 위법한 불공정행위이고 어디까지
가 정상적인 기업활동인지를 법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님.
◦ 특히 일반적 계약과 달리 기업 간 계약에서는 소비자 이익이 법적판단의 중
요한 요소임.
◦ 기업 간 계약에 법이 개입할 경우에는 소비자 후생을 증진시키는 정상적인
기업행위를 위법행위로 잘못 판단할 오류(false positive error)가 그 반대의 경
우(false negative error)보다 크다고 알려져 있음.12)
◦ 이러한 법적 판단의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한 수단이 입증책임(burden of proof)
과 입증기준(standards of proof)의 강화임.
◦ 국가가 사적 계약관계에 개입하여 계약의 일방 당사자를 규제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행위자의 위법성을 입증해야 하는 것이 원칙임.
◦ 그리고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수단이 단순한 민사적 손해배상을 넘어 ‘제재적’
성격을 가질 경우에는 확실하고 명확한 증거 제시라는 엄격한 입증기준을 준
수해야 하는 것이 원칙임.
◦ 법적 판단의 오류로 기업이 입게 될 평판하락은 치명적일 수 있으므로 신중
하게 규제해야 하기 때문임.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후술하는 바와 같이 최근
하도급법에서 가장 논란이 많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확대 논의는 많은
문제점이 있음.

□ 대-중소기업 간 거래에서 대기업의 거래상(계약상) 우월적 지위(bargaining power)
남용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이라는 공정거래위원회 관
12) Geoffrey A. Manne(20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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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의 법들을 활용하는 것은 ‘규제관할의 효율성’이라는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음.
 시장에서의 경쟁제한성 판단을 위해서는 ‘시장획정’이 필요하고 행위자가 이러

한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인가에 대한 판단 등 경제분석이 있어야 함.
◦ 반면 거래상 우월적 지위남용행위의 ‘불공정성’에 대해서는 이러한 객관적인
경제분석보다는 규범적 판단이 강조되고 이때 불공정성 개념의 추상성, 모호성,
개방성 등으로 인해 그 사회의 특정 이념이나 가치에 영향을 받기 쉽고 정치적
판단이 개입될 소지도 있음.
 이와 같이 대-중소기업 간 거래가 ‘불공정 거래행위’가 되어 거래의 직접적 상대

방인 중소기업 이익을 훼손하는 경우와 ‘경쟁제한행위’가 되어 제3자인 소비자
이익을 훼손하는 경우는 개념적으로 구분될 뿐 아니라 판단기준과 판단방법도
다름.
◦ 그렇다면 당연히 이러한 특성을 고려해 판단주체도 달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행정부서인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위에 대한 경제분석을 필요로 하는 경쟁제
한성 판단에, 사법부인 법원은 행위에 대한 규범적 판단을 중요시하는 불공
정성 판단에 각각 비교우위가 있음.
◦ 법집행자원의 희소성을 고려할 때 경제분석을 위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쟁
제한 행위에 우선적으로 행정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서라도 대-중소기업 간
계약관계에서 일방 당사자의 계약상 우월적 지위남용으로 초래될 수 있는 문
제의 해결은 법원에 맡김으로서 행정규제와 법원에 의한 통제를 서로 조화시
킬 필요가 있음.
◦ 피해를 입은 사업자가 손해배상을 받지 않는다면 행정적 규제만으로는 해당
행위의 실효성 있는 억제가 불가능하므로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
고 할 수도 없음.
◦ 지금 우리나라처럼 공정거래위원회가 법원을 제치고서 해당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권한을 거의 전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과연 효율적인지 의문임.13)
13) 전 공정거래위원장인 정호열 교수도 “기업과 기업 사이의 사적 거래에 공정거래위원회가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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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우월적 지위남용행위가 ‘경쟁’이라는 공익과 연계성을 가질 수 없다면 사

인 간의 분쟁일 수밖에 없고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은 사법인데 이러한 경
우에까지 공법이 깊숙이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공정거래위원회로서는 번거롭고 입증하기 어려운 시장분석을 전제로 한 경쟁
제한성을 입증하여 규제하려고 하기보다는 단순히 계약상의 우월적 지위남용
금지조항들을 적용하여 손쉽게 규제하려는 유혹에 빠지게 될 위험도 있음.
◦ 또한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신의 전문분야인 행위의 ‘경쟁제한성’이 아닌 행위
의 ‘불공정성’까지 판단할 경우에는 일반적인 사법적(민법) 관점에서도 문제가
되지 않는 행위들까지도 규제할 위험이 있음.
◦ 자신의 전문적 판단분야도 아닌 행위의 불공정성 판단 시 엄격하게 행위의
불공정성을 입증하기 위한 노력을 해도 제대로 판단하기 쉽지 않은데 하도급
법과 같은 공정거래법의 특별법을 통해 이러한 입증의 노력마저 할 필요가
없도록 하고 있어 더욱 문제임.
◦ 불완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을 더욱 쉽게 하도록 하고 있어 규제하지 않
아도 될 행위를 규제할 위험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 특히 공정거래법이나 하도급법 행위위반에 대해서는 과징금과 형벌을 부과
할 수 있는데 행위의 실질적 성격이 민법상 계약 위반행위임을 고려할 때 과
연 제재적 성격이 강한 과징금과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
◦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유일하게 거래상 우월적 지위남용행위를 공정거래법
에서 규제하고 있는 일본에서도 거래상 지위남용행위를 포함해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형벌을 부과하고 있지 않음.

정적으로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은 시장이 지향하는 이념에 상치되며, 이를 사인 간의 사법적
분쟁해결절차에 맡기는 것이 정도(正道)이고 또 이것이 근본적인 효율성을 가진다”는 견해를
표명하고 있다. 정호열(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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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각론적 관점
1)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확대의 문제점

□ 하도급 관계에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 자료를 유용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발생한 손해의 3배까지 배상할 수 있도록 하고, 기술 자료 탈취 ‧ 유용에 대
한 고의 ‧ 과실의 입증책임을 원사업자에게 지우는 하도급법 개정이 2011년에 있
었음(제35조). 최근 정치권에서는 ‘하도급법상 부당감액 행위’에 대해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 함.
 ‘징벌(懲罰)’이란 죄를 지었을 경우 국가가 벌을 주는 것이고 형법과 형사소송절차

를 통해 이루어짐. ‘손해배상’은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이를 보상해 주는 것이고 민법과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이루어짐.
◦ ‘징벌적 손해배상’이란 피해자가 입은 실질적 손해 외에 징벌적 성격의 배상
을 하도록 하는 것임. 실질은 형법이지만 외형은 민법이므로 형사소송이 아
닌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부과됨.
◦ 공법(형법)과 사법(민법)이 엄격히 분리되어 있는 우리나라 법체계에서는 이상
한 제도임.
◦ 우리와 같은 대륙법계 국가들 중에서 이 제도를 도입한 국가는 거의 없음.

□ 실손해를 원칙으로 하는 우리나라 법체계상 이러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고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반될
소지가 있음.
 하도급 관계에서 원사업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수급사업자의 피해는 사법상의

실손해배상으로, 원사업자의 불법행위 재발방지와 억제는 공법인 하도급법에서
과징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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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친
과잉규제로 평가될 수 있음.
◦ 행정적 제재 수단인 과징금은 우리나라와 일본에만 존재하는 것으로 이것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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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유사한 것이 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임.
◦ 그런데 과징금은 그대로 놔둔 채 또 다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양자 간의 관계가 더욱 모호해지게 되었음.
◦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현재 과징금과 형벌을 부과할 수도 있으므로
결국 동일한 행위에 대해 ‘징벌적’ 성격을 가지는 제재수단, 즉 과징금, 징벌
적 손해배상, 형벌 등 삼중처벌을 할 위험이 있어 지나친 과잉규제
 최근 정치권에서 위탁기업이 납품단가 부당감액 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

려고 하는 것은 과잉규제
◦ 계약관계에서 가격을 감액하는 행위는 흔히 있는 일이므로 어느 정도까지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부당한’ 감액 행위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음.
◦ 또한 납품업자는 감액된 금액을 받아들일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상
황이므로 이러한 감액 행위가 계약 상대방에 대한 사기행위보다 비난가능성
은 낮을 것임.
◦ 그러나 현행 하도급상으로는 감액 행위에 대해 하도급 대금의 두 배에 달하
는 벌금과 역시 두 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 최근 하도급 대금이 수십억 원, 수백억 원에 달하는 경우를 고려해 보면 엄
청난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함.
◦ 반면 형법상 사기죄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음. 비난
가능성 면에서 사기죄보다 덜한 사적 계약관계에서 발생하는 감액 행위에 대
해 이렇게 강력한 벌금과 과징금으로 제재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라는 근본
적인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더 나아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까지 새로
도입하려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의문임.

□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것 자체도 문제지만
도입하면서 위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을 위탁자에게 전환하는 것은 더욱 문제임.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해 제재를 강화할 경우에는 위탁 대기업 행위의 위법성을

좀 더 엄격히 입증하여 혹시 정당한 행위를 위법한 행위로 잘못 판단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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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를 최소화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하도급법은 오히려 입증책임을
전환하고 있음.
◦ 기술유용과 관련해서는 2011년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당시 입증책임을 전환
하는 규정을 함께 도입하였음.
◦ 그리고 최근 논의되고 있는 납품단가 부당감액 행위에 대해서는 2011년 하
도급법 개정 시 입증책임을 원사업자에게 전환해 놓은 상태임.
◦ 결국 객관적으로 기술을 유용하거나 하도급 대금을 감액하면 일단 위법한 것
으로 판단되고 다만 그러한 행위가 정당하다는 사실을 원사업자가 입증한 경
우에는 위법하지 않게 되는 것임.
 이와 같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원사업자가 불법행위

에 대해 고의 · 과실이 없음을 스스로 입증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문제
◦ 피해자인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고의 · 과실을 입증해야 한다는 민사소송
의 일반원칙을 아예 바꿔버린 것임.
◦ 민사소송에서 요구되는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오히려 강화하며 가해자의 헌
법상 절차적 권리를 보호하고 있는 미국과는 완전히 상반된 것임.

□ 미국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국가권력을 통제하여 국가로부
터 ‘징벌’을 당하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미국 수정헌법 제5조와 제14조
상의 ‘적법절차 원칙(due process of law)’에 위반되어서는 안 됨.
 이 규정에 근거해 국가가 국민을 징벌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절차에 따라 가해

자의 위법성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넘는 엄격한 입증(proof beyond a reasonable
doubt)’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

◦ 민사소송 절차에서는 가해자의 위법성이 의심되는 ‘우세한 증거(preponderance
of the evidence)’만으로도 위법성을 인정할 수 있는데 징벌적 손해배상은 이러

한 민사소송절차만을 거치게 되므로 형사소송을 거칠 때 좀 더 쉽게 위법성을
인정할 수 있게 됨.
◦ 사회적 이익을 위한 징벌효과는 형법과 동일하면서도 이렇게 징벌적 손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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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형식으로 민사소송을 거칠 경우 징벌을 당할 위험성이 형사소송보다 훨씬
커지므로 가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것이
미국 위헌논쟁의 핵심

□ 징벌적 손해배상은 손해배상이라는 형식 때문에 민사소송을 거치지만 실질은 ‘징
벌’이라는 형사적 요소가 가미된 것이므로 미국에서는 민사사건보다는 엄격하나
형사사건보다는 다소 완화된 정도의 입증을 요구하고 있음.
 일반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에서 요구되는 입증 정도의 중간, 즉 형사소송 수준은

아니더라도 민사소송상의 일반적 입증 정도보다는 강화된 ‘명백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clear and convincing evidence)’를 피해자가 제시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임.
◦ 미국의 상당수의 주들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가
해자의 무자비하고 악의적이며 의도적인 불법행위로 자신이 피해를 입었다
는 사실을 ‘명백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를 제시하여 입증하도록 하고 있음.
◦ 콜로라도주에서는 아예 ‘합리적 의심을 넘는 입증’이라는 형사소송 수준의 엄
격한 입증을 요구함. 이렇게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강화하고 있는 이유는 징
벌적 배상이 기업의 평판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으므로 법적 판단의 오류
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임.
◦ 미국법률협회(American Law Institute, ALI)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기 위
해서는 피해자가 일반 민사사건에서의 입증책임보다 강화된 ‘명백하고 확실
한 증거’를 제시하여 입증해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음.
◦ 민사적 제재와 형사적 제재의 중간적 성격을 띠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경우에
는 중간 정도의 입증이 있어야 하는 것이 당연함.

2) 전속고발권 폐지 문제점

□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 등에서는 형사적 제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
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전속고발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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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처벌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가 우선적으로 판단하도록 하기 위해 일반 형

사범죄와 달리 검사의 공소권을 제한하고 있는 것임.
◦ 경제영역에서 형사처벌을 할 것인가의 문제는 단순히 법적인 기준에 의해서
만 판단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임.
◦ 그런데 최근 대 ‧ 중소기업 상생과 공정사회 이슈가 부각되면서 대기업 규제
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속고발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
고 있음.
 전속고발권 폐지 논의에 앞서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은 사적인 대-중소기업

간 계약관계를 규제하는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하는 것임.
◦ 경쟁제한행위가 아닌 계약상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위반에 대해 형벌을 부과
하는 나라는 없음.
◦ 이러한 상황에서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상의 형벌규정에 대한 개선 없이 규
제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형사적 제재를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공정위의 전속
고발권을 폐지하자는 주장은 바람직하지 않음.

3) 하도급법상 납품단가 조정제도의 문제점

가. 사정변경원칙 불인정

□ ‘납품단가연동제’와 ‘납품단가 조정체계’구축을 위한 최근의 논의는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계약체결 당시와 상황이 많이 달라졌으므로 변경된 상황에 맞게 사후
적으로 계약을 수정하여 납품단가를 조정해야만 공정하다는 생각이 전제되어 있
음. 그렇다면 민법의 기본원칙은 어떠한가? 일반적인 계약관계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함.
 마치 일반적인 계약관계에서는 사정이 변경되었을 경우 이를 계약에 반영하여

공평하게 해주는 것이 바람직한데 하도급관계는 그렇게 하지 못하므로 비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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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것처럼 간주하는 것은 문제임. 따라서 계약에서의 기본원칙을 살펴볼 필요
가 있음.
◦ 계약체결 후 사정이 변하는 경우, 예를 들어 계약 당사자가 갑자기 중병에 걸
린다거나 인도하기로 한 물건이 사고로 소멸해 버린 경우, 유가가 폭등하여
상품공급비용이 급등하는 경우 등은 하도급 계약 외에서도 흔히 있는 일임.
◦ 민법영역에서 이러한 계약사정의 변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15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지만14) 아직까지 논쟁은 계속되고 있음.
 계약체결 전의 상황이 계약체결 이후 변한 경우 법원이 계약관계에 손쉽게 간

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전통적인 미국법원의 입장임.
◦ 손해는 결국 있는 곳에 머물러야 한다는 현상유지의 관점을 유지하며 국가의
계약에 대한 불간섭 원칙을 강조해 왔음.
◦ 국가가 계약관계에 개입하는 것을 자제할 때 계약과 관련된 위험의 사적 ‧ 사
전적 처리를 촉진시킬 수 있고 이러한 것이 국가의 간섭보다 상대적으로 더
효율적이라는 것임.
 계약체결 후 상황이 변하여 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볼 경

우 기존 계약관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보다 손해를 공평하게 반반씩 나누어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인 정의 관념에 부합하는 듯함.15)
◦ 그러나 사법, 특히 계약법은 개인의 자발적 선택에 의해 이루어지는 생활관
계를 다루는 영역이며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는 이를 통해 근본적으로 위험
의 분배에 참여하게 되는 것임.
◦ 모든 것이 예측하기 어렵고 변수가 많은 현대사회에서 위험이란 인간의 모든
경제활동에 상존하는 요소임.
◦ 따라서 이러한 위험 내지 손실의 분배에 있어 국가가 지나치게 개입하기보다
는 각 개인의 사적자치의 영역을 확장시키면서 이에 대한 책임도 지게 하는
쪽으로 정책적 방향이 설정되는 것이 바람직함.16)
14) 역사적 전개과정에 대해서는 Shirley R. Brener(2006) 참조.
15) Trebilcock(1993) p.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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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에서는 경제사정이 변동되어 애초에 체결한 계약관계가 형평성을 잃더라도

계약관계는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고 보며, 변경된 사정을 계약관계에서 특별히
고려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사정변경원칙 불인정).
◦ 계약이란 본질적으로 거래 당사자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미래의 위험을 자신
들의 책임하에서 사전에 분담하는 법적 수단이고 이것은 시장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기 때문

□ 사정변경원칙을 인정해 주지 않는 것이 민법(계약법)의 기본원칙이므로 이러한 원
칙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납품단가연동제’뿐만 아니라 사후적인 납품단가 조정제
도도 제한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임.

나. 납품단가 연동제

□ 원재료 가격 상승분의 구체적인 반영방식과 당사자 간 분담비율 등은 개별거래
의 특성에 맞게 원 ‧ 수급사업자가 협의해 결정할 사항으로, 당사자 간 협의절차
없이 원재료 가격 상승분을 그대로 납품단가에 반영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하는
납품단가연동제는 시장기능이 형해화될 우려가 있음.17)
◦ 연동제와 같은 자동적인 가격보장시스템은 기술혁신 및 경영혁신을 통한 원
가절감 유인을 없애버려, 궁극적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게 됨.
◦ 연동제하에서 납품업체는 원재료 가격상승분을 그대로 납품단가에 전가시키
게 되고, 그 결과 독과점적 원사업자는 최종 소비자 판매가격에 인상분을 다
시 전가함으로써 결국 소비자가 모든 부담을 떠안게 될 수 있음.
◦ 실제로 2008년, 현대 ‧ 기아차는 주물납품업체의 납품가격 인상요구를 수용
한 후, 주물가격 및 운송비 상승을 이유로 차량가격을 인상한 바 있음.
◦ 또한 원가산정과 기준가격 설정 등 실제 운영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
16) Dawson(1984) pp.17-18, pp.36-37 참조.
17) 신동열(200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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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음. 원가구성비나 원자재 구입가격 등이 업체별이나 제품별로 모두 상
이한 상황에서 구체적인 연동방식을 결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

다. 납품단가 조정체계

□ 납품단가연동제의 대안으로 시장경제원칙인 ‘자율성’을 지키면서, 위탁자와 수탁
자 사이의 납품단가 조정협의를 담보하기 위한 법적 근거 및 절차규정을 신설하
였음(납품단가 협의의무제).
 당사자 간 교섭력의 차이로 자율협의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를 감안, 하도급

법령상 근거 및 절차규정을 신설하여 성실한 조정협의를 의무화하고 있는 것임.
◦ 단계적으로 살펴보면 ① 계약 이후 발생한 사정에 따라 원 ‧ 수급 사업자가
납품단가를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을 미리 하도급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의무화
(하도급법 시행령 제2조 제6호 신설) ② 납품단가 조정협의 신청권을 법적으로 보

장하는 동시에 상대방에 대해서는 조정협의에 성실히 응해야 할 의무를 부과
(하도급법 제16조의2 제1항 신설) ③ 당사자 간 조정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객관적 제3자인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한 조정절차 개시(하도급법 제16조
의2 제2항 신설) 등

◦ 이러한 의무에 기초한 성실한 조정협의를 기피할 경우 다양한 제재 조치를
마련하고 있음.

□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단가조정 협의 신청권과 협의권
 원자재 가격이 상승한 경우 납품가격 자체는 거래 당사자들의 자발적 협상으로

조정하도록 하면서도 협상과정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현행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의 실효성 보강을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단가조정협의 신청권을 부
여하였음.
◦ 최근에는 중소기업협회에 신청권뿐만 아니라 협의권까지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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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이 협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익명성을 보장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조
정신청 기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함.
◦ 또한 중소기업이 홀로 대기업과 협상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협상의 실효성
을 담보하기 위해 업종별 협동조합에 납품단가 조정협의권을 위임할 수 있도
록 하자는 것임.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신청권’을 넘어 ‘협의권’을 부여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문

제가 있음.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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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음.
◦ 과거 레미콘이나 타이어를 제조하는 사업자 및 단체 등이 원재료 가격 상승
등을 이유로 공동행위를 허용해 줄 것을 요청한 사례에 비추어 볼 때, 하도
급업체가 아닌 다른 사업자 및 단체들도 경영난이나 형평성을 주장하며 공동
행위 예외인정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됨.
◦ 조합이 원하는 협의 결과를 얻기 위해 원사업자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공동의
납품 중단 등의 전략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며, 최종적으로 이에 따른 제품가
격 인상부담은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음.
◦ 모든 납품업체들이 조합의 단체협상을 통해 평균적인 가격을 획일적으로 적
용받게 될 경우 기술력에 바탕을 둔 경쟁의 유인이 사라지고 단체협상 결과
기술력 있는 납품업체와 그렇지 못한 납품업체가 동일하게 취급되는 경우 후
자의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함.
◦ 기술혁신과 경영혁신을 통한 원가절감 노력보다는 납품단가 협상에만 치중
함으로써 납품업체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이는 다시 완성품의 품질 저하
를 야기해 원사업자의 경쟁력 약화로 직결됨.
◦거래량, 신용도, 기술력, 제품의 질 등 복잡다단한 모든 요인을 감안할 때, 해
18) 신동열(2009. 5)

제8장 하도급 거래규제 합리화 방안 239

당 업체만이 자신에게 적용되어야 하는 적정 납품단가를 가장 잘 알고 이를
결정할 수 있음.
◦조합에 의한 일괄적 협상방식은 개별 업체별, 지역별, 제품별 특성을 구체적
으로 고려할 수 없다는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고 개별 납품업체의 자율적
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방해할 수 있음.

□ 우리나라처럼 납품단가를 직접 규제하고 있는 나라는 없음.19)
일본

- 수급업자 기준을 중소
기업을 전제로 하지 않
고 자본금 기준으로 분
류함.
- 하청거래 공정화를 위
해 사후적인 분쟁해결
및 강력한 처벌보다는
분쟁발생의 사전적 예
방조치 중심으로 이루
어짐.
- 납품단가에 대해 명시
적으로 규제하지 않고
가이드라인을 통해 권
고함.

독일

미국

- 시장에서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 - 하도급 거래에 대한 규제는
제질서를 바탕으로 경쟁을 위한 없고 소비자 후생을 고려
최적 환경을 만들고 그 바탕 위 하여 시장의 경쟁성에 초
에서 중소기업의 혁신을 지원하 점을 두고 있음.
여 중소기업이 장생적으로 경쟁 - 금융정책과 공공조달정책
력을 확보하도록 함.
등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하
- 하도급 관련 분쟁에 관해서는 는데 중점을 둠.
‘당사자 간의 자율적인 계약’을 - 납품단가 문제에 전혀 개입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을 기본 하지 않음.
적인 것으로 하여 분쟁해결은
행정기관의 이행명령이 아닌 사
법 절차를 통한 손해배상의 방
법으로 해결함.
- 사정변경원칙이 있지만 이것은
전쟁, 화폐가치의 폭과 같이 객
관적 기초의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에 인정함. 우리나라처럼
원가변동에 따른 납품가를 조정
하는 것과는 다름.

□ 우리나라처럼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하도급법을 가지고 있는 일본의 경우와 비교
해 보면 크게 법의 적용범위, 원사업자의 의무, 원사업자의 금지행위 및 법 운용
제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양국의 법제가 매우 유사함.20)
19) 안재욱(2011) 참조.
20) 이효경, ｢일본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제도와 시사점｣, 상사판례연구 제24집 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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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우리나라 법이 일본법보다 더 방대하고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음.

◦ 특히 하도급대금에 관한 의무에 있어서 우리 법이 일본법보다도 충실하고 하
도급사업자를 한층 더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또한 우리나라 하도급법은 과징금제도를 가지고 있으나 일본 하도급법에서
는 과징금제도를 두고 있지 않음.
 결국 우리나라의 하도급법은 행정적 개입의 색이 짙게 나타나고 있는 데 반해

일본의 하도급법은 경제사회에 있어서 계약자유의 원칙을 기초로 하여 법적 규
제는 일정 한도에 그치고 있음.
◦ 일본 하도급법에서는 절차위반에 대한 벌금형을 두고 있을 뿐, 우리나라 하
도급법처럼 행위위반에 대해 과징금과 형벌, 손해배상책임 등의 부과를 위한
별도의 규정이 없음.

3. 개선방안
□ 행정적 · 형사적 제재가 아닌 민사적 구제로의 전환 모색
 하도급 거래관계의 본질은 사법상의 계약이고 납품단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의 본질은 계약적 분쟁임. 하도급 거래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해도 이
들 관계의 본질이 사적 계약이라는 사실을 망각한 규제방법은 부작용을 야기할
수밖에 없음.
◦ 규제에도 종류와 방법이 있으므로 행정적 · 형사적 규제가 아닌 사법적 통제
로의 전환을 모색해야 함.
◦ 만일 위법성의 정도가 중대하여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되는 등 좀 더 중대하게
취급되어야 한다고 규범적으로 판단되는 경우라면 그런 행위는 시장지배적 사
업자의 지위남용행위에서 요구되는 경쟁의 제한이나 부당한 수단에 의한 시장
지배력의 유지 · 강화라는 위법성의 정도에 이른 행위일 것이므로 현행 공정거
래법상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 규제로도 충분히 규제가 가능함.
권,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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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이 행위를 사전적 관점에서 규제하며 과징금 부과 및 형벌조항 등의

처벌 위주 정책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지만 그렇다고 지금 당장 모든 규제들
을 한꺼번에 개혁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을 것임.
◦ 따라서 과도기적 단계로 하도급법에서 제재수단으로 마련해 놓은 시정조치,
과징금, 형벌 중 시정조치만 유지하고 과징금과 형벌적 수단은 점진적으로
폐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함.
◦ 구체적인 분쟁은 법원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함. 공정거래위원회의 시
정조치는 위탁 대기업 행위가 위법할 수 있다는 사실을 신호(signal)해 주는
기능을 하게 됨.
◦ 중소 수탁기업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이러한 시정조치를 기반으로 대기업의
하도급법 위반과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법원에 손쉽게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임.
◦ 결국 이러한 법들은 행정규제법이 아니라 민사특별법적인 성격을 가지게 하
는 것이 바람직함.
◦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특별법들의 제재수단뿐만 아니라 실체적 내용
들도 검토해 나가야 할 것임.
 중소기업이 대기업과의 관계에서 열위적 관계에 놓이는 이유 중 하나는 대기업

으로부터 불이익을 받더라도 금전적 이유 등 때문에 법원을 통한 소송을 제기
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임.
◦ 따라서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으로 법조인 공급이 급증함에 따라 중소기업을
법률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
◦ 이러한 사후적인 민사적 구제 강화정책이 정착될 경우 위탁 대기업에 자신이
불공정행위를 할 경우 엄격한 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경고하는
효과도 있어 사전적 행정규제 못지않게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사전에 억제
하는 효과가 있음.
◦ 동시에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적고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
비자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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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는 본래의 업무인 ‘경쟁제한성’ 판단을 위한 경제분석 능력을 더

욱 강화하여 대기업의 경쟁제한행위를 엄격히 규제해야 함.
◦ 이러한 ‘경쟁정책’은 직접적으로 중소기업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
만 위탁 대기업의 경쟁제한행위를 막음으로써 간접적으로 중소기업 보호에
도 상당 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더 나아가 좀 더 적극적으로 중소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면 시장친화적인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정책들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실질적으로 강화
될 수 있도록 하면 된다. 이러한 정책적 조합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그리고
소비자 등의 이익에 부합하는 정책방향임.

□ 효율적 분쟁해결 수단 모색
 대-중소기업 간의 계약과 같은 관계적 계약(relation contract)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거래 ‘관계의 회복’이므로 이에 걸맞은 대안적 분쟁해결 수단 모색이 필요
◦법원의 판결을 통한 분쟁해결 방법이 가장 궁극적인 분쟁해결 방법이겠지만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으므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대체
적 분쟁해결수단(ADR)인 비공식적 분쟁해결 수단(informal dispute)이 효과적
일 수 있음.
◦그리고 분쟁해결을 위한 규범으로 단순히 법규범뿐만 아니라 분쟁 기업들이
속한 사업 공동체(business communities)에서의 특수한 기업행동규범에도 관심
을 가져야 할 것임.
◦이러한 ADR은 분쟁해결을 위한 ‘결과’를 추구하기보다는 분쟁해결을 위한 당
사자 간의 협상 ‘과정’을 중요시하므로 당사자 간의 장기적 계약관계에서의
분쟁해결을 위한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음.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는 당사자들 간의 합의를 바탕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
이기 때문에 법원의 소송에 의한 해결보다 분쟁당사자들에게 만족스러운 결
과를 가져다줄 수 있음.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와 연계하여 ADR 제도에 대한 홍보는 물론 제도를 운영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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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력의 육성에 주력할 필요가 있음.

□ 사정변경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는 계약법 원칙하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이라는
상황변화를 애초의 계약에 반영시키기 위한 납품단가연동제와 중소기업협동조
합에 납품단가 협상권을 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당사자들 간 자발적 협상을 유도하는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와 중소기업협

동조합에 신청권만 부여하는 경우에는 궁극적인 계약 당사자들의 변화가 없으
므로 계약의 본질적 논리에서 벗어나지 않음.
◦ 반면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납품단가 협상권을 줄 경우에는 신청권과 달리 직
접적인 협상자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되므로 애초의 계약당사자에 변경이
있게 되어 계약의 본질적 내용을 훼손함.21)

□ 서면계약서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권리의무 관계를 명확히 하여 미래에
초래될 수 있는 계약적 분쟁을 미리 예방할 수 있게 함.
 위탁자가가 하도급을 구두 발주하고 수급사업자는 이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비용과 노력을 지출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이때 원사업자가 하
도급계약을 부당하게 파기하는 경우에 수탁자는 많은 손실을 보게 됨.
◦ 이때 수탁자는 구두 발주를 믿고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위탁자
는 계약의 교섭과정에 불과할 뿐 계약이 성립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며 계
약상의 책임을 질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이것은 실질적으로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에서 계약의 성립요건인 의사의 합치

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탁자가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 것을 기회로 계약의
성립을 부정하는 경우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신뢰하고 이러한 신뢰에 기초하여
다양한 투자를 해 온 수탁자가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계약서의 교부를 통해
21) 노동조합의 단체협상권과 비교하는 경우가 있으나, 노동계약에 대한 국가개입(노동법)의 근거
는 사회적 기본권을 규정한 헌법 제32조와 제33조인 반면, 대-중소기업 간 거래관계에 대한
국가개입(하도급법)의 근거는 경제질서를 규정한 헌법 제119조 제2항이므로 국가권력의 정
당성과 한계에 대한 헌법적 근거를 달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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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성립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음.
◦ 일본에서는 1979년부터 30년간 매년 11월을 ‘하도급 거래 적정화 추진의 달’
로 지정하고 정부와 지자체, 경제단체를 중심으로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
한 계몽사업을 집중 추진하면서 공정한 거래문화를 조성하고 있음.22)
 수 ‧ 위탁 거래에서 서면계약의 중요성이 인식되면서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주

관하고 중소기업중앙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주최한
｢대 ‧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및 하도급 서면계약문화 정착 캠페인 선포식｣이 개
최되기도 하였음.
◦ 이날 선포식에서 중기중앙회장, 대한상의 회장, 전경련 부회장 등은 ‘상생협
력 및 서면계약문화 정착을 위한 선언문(2009. 5. 21.)’에 합동으로 서명하여
하도급 거래에서 서면계약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업계의 의지를 천명하였음.

22) 장윤성, 하도급분쟁모정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연구,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2009,
p.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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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대표소송제도 도입의 문제점

신석훈(한경연 선임연구원)
<요 약>

최근 정치권에서는 재벌개혁의 수단으로서 이중대표소송을 도입하여야 한다
는 주장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이중대표소송이란 지배회사와 종속회사 관계에
서 종속회사의 이사가 주의의무 위반 등으로 종속회사에 손해를 입혔을 때 종
속회사의 주주인 지배회사가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지배회사의
소수주주들이 직접 종속회사의 이사를 상대로 대표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다.
이중대표소송 도입논쟁의 쟁점은 ‘자회사 이사의 통제와 모회사 소수주주 보
호’ vs. ‘모회사와 자회사가 각각 누리는 독립된 법인격의 경제적 효용’이다. 이
중대표소송을 인정한다는 것은 결국 개별 회사의 독립된 법인격을 부인하는
결과를 낳는다. 따라서 이중대표소송 도입 시 얻게 되는 장점과 법인격을 부인
함으로써 초래될 수 있는 단점을 모두 고려하여 도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중대표소송이 인정될 경우의 문제점으로는 이중대표소송이 인정되어 기업그
룹 전체를 한 회사로 간주한 경우 그만큼 기업을 하는 자의 입장에서는 선택
가능한 기업지배구조 형태의 폭이 좁아지게 된다. 경영판단의 원칙(business
judgement rule)이 입법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것과 칼날의 양면이라고

할 수 있는 이중대표소송을 입법화할 경우 남소의 가능성이 크다. 또한 이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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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소송제도는 궁극적으로 기업집단 오너가 계열사 간 내부거래를 통한 사적이
익 추구를 규제하기 위한 것이므로 유사한 기능을 하는 우리나라의 공법적, 사
법적 현행 제도들을 총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결국 이중대표소송을 입법화하는 것은 무리이고 해석론적 관점에서 일반적
으로 인정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다만 법인격이 부인되어야
할 정도로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는 법인격부인법리를 적용하여 간접적으로 이
중대표소송을 해석론적 관점에서 인정할 수는 있을 것이다.

1. 문제제기
(1) 논의 배경 및 개념

□ 우리나라 기업집단 오너일가가 계열사 중 비상장회사를 이용해 부(富)를 편법적으
로 이전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문제되며 이중대표소송 도입논의가 본격화되었음.
 참여연대가 2006년 4월에 개별기업 차원을 넘어선 기업집단 자체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회사법에 의한 지배주주와 계열사 및 계열사 상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내용의 입법 운용을 개시하면서 ‘회사기회유용 금지’1)와 ‘이중대표소
송(二重代表訴訟)’제도를 선정하였음.2)
◦ 회사기회유용금지만 2011년 3월 상법에 도입되었음.
◦ 최근 정치권에서는 이중대표소송을 도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제기되
고 있음.

□ 지배회사(A)가 종속회사(B)의 주식을 상당부분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B사의 경
영진이 의무를 위반하여 B사가 손해를 입은 경우 B사 경영진에게 책임을 물어
1) 제도 도입에 대한 논쟁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성봉 · 신석훈(2010), 신석훈(2011) 참조.
2) 참여연대(200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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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사의 손해를 회복하게 하는 방법 중 하나로서 나온 것이 ‘이중대표소송’
예를 들어 A 회사가 B 회사의 주식을 90% 소유하고 있는 경우 B 회사의 이사가 임무를
해태하여 B사에 100원의 손해를 입힌 경우 B사가 100원의 손해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
은?

 B사에 손해를 입힌 B사의 이사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는 자(者)는 피해

자인 B법인(者)이지만 현실적으로 B는 사람이 아니므로 B를 대신해 자연인(自然
人)인 B사의 대표이사가 B사를 대신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원칙

◦ 그러나 대표이사는 의무를 위반해 소송을 당하게 될 이사와 이해관계가 일치
하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으로 대표이사가 자신의 동료 이사에게 소송을 제기
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움.
◦ 그래서 B사의 주주들이 B사를 대신해 의무를 위반한 이사에게 소송을 제기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현재의 제도인 주주대표소송(상법 제403조)임.
◦ 제403조(주주의 대표소송) ①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
할 수 있음.
 이때 A사도 B사의 법인 주주이므로 당연히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A

사는 사람이 아니므로 직접 의사표시를 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므로 A사의
대표이사가 소송을 제기하게 될 것임.
◦ 그런데 이때 A사의 대표이사와 B사의 이사 사이에 인적관계 등이 있을 때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려움.
◦ 그래서 A사의 일반 주주들이 직접 B 회사의 이사를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바로 ‘이중대표소송(double derivative suit)’ 문제
◦ 지배종속관계가 반드시 두 회사 간에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여러 회사
간에 성립된 지배종속관계에서는 이론적으로 여러 단계의 주주대표소송도
가능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는 다중대표소송(multiple derivative suit)
◦ 종속회사가 비상장회사라면 종속회사의 이사를 통한 위법행위가 발생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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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 상장회사인 지배회사에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지배회사의 일반 투자자
들이 손해를 입더라도 종속회사의 이사에 대해 종속회사 투자자들이 주주대
표소송을 제기할 것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으므로 종속회사가 비상장회사인
경우 이중대표소송 문제가 더욱 중요해짐.

□ 이중대표소송은 지배회사(A)의 소수주주가 종속회사(B)의 이사를 상대로 대표소
송을 제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종속회사(B)의 소수주주가 지배회사(A)의
이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아님을 주의해야 함.
 종속회사(B)가 지배회사(A)의 특정한 행위 때문에 피해를 입었을 경우 B사의 소

수주주가 A사의 이사를 상대로 대표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이중대표소송처럼
보이지만 이러한 경우에는 굳이 이를 인정할 필요가 없음.
◦ 이 경우는 이중대표소송의 문제가 아니라 지배주주(A)의 책임문제와 이러한
지배주주의 지시를 따른 종속회사(B) 이사의 책임문제이므로 종속회사(B)의
소주주주들은 자신들의 회사 B의 이사에게 직접 대표소송을 제기하면 됨.
◦ 또한 종속회사(B) 이사들에게 직접 지시를 내린 지배회사(A)의 이사들에게 종
속회사 소수주주들이 책임을 묻고 싶다면 이것은 회사법상 ‘사실상 이사’의
책임법리에 따른 것이지 이중대표소송이 아님.

(2) 판례의 태도

□ 이중대표소송이 제도화되어 있지 않고 일반적인 대표소송(제403조)만 상법에 규정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 조항을 확대 해석하여 이중대표소송을 인정할 수 있을 것
인가가 법원에서 문제되었는데 하급심인 고등법원은 이를 인정하였으나 최종심
인 대법원은 이를 부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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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원고 甲은 A사의 발행주식 가운데 29.24%를 보유한 주주이고, A사는 다시 부동산 임대
업을 주로 하는 B사의 발행주식 가운데 80.55%를 보유하면서 다른 사업은 특별히 수행
하지 않는 사실상의 지주회사다. 피고 乙은 1991. 12. 18.부터 2001. 3. 29.까지 B사의 이
사로 있으면서 그 기간 중인 1991. 12. 18.부터 1997. 4. 16.까지 B사의 대표이사로 재직
하였는데,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중 허위의 매매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방
법으로 매매대금, 보증금, 임료 등 합계 5억7천만 원 상당을 회사에 입금하지 않고 횡령
하였다. 이에 원고 甲은 지배회사인 A사의 주주로서 종속회사인 B사의 대표이사 乙의 위
법한 행위로 인하여 B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것을 청구하는 대표소송을 제기하였다.

 상법 제403조의 일반 대표소송은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 즉 발행주식총

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의 개념을 ‘회사인 주주의
주주’, 즉 지배회사의 주주로 확대 해석할 수 있겠는가?

□ 서울고등법원(2003. 8. 22. 선고 2002나13746) 해석론적 관점에서 이중대표소송을 인정
이중대표소송을 허용할 것인가에 관하여, 우리 상법 제403조가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
는 자를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로 한정하고 있어 그
“주주”의 개념에 “회사인 주주의 주주”, 즉 지배회사의 주주까지 포함되는지에 관련하여
논란의 여지가 있다. …… 이중대표소송은 불필요하다는 견해도 있으나, 지배회사 이사회
에 대한 제소청구 또는 지배회사 이사를 상대로 한 대표소송만으로는 ① 종속회사 이사의
부정행위로 인한 지배회사의 간접적인 손해액을 평가하기 어렵고, ② 종속회사 주식을 여
러 회사가 나누어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각 지배회사마다 대표소송이 제기되는 결과를 초래
할 수 있으며, ③ 이중대표소송을 허용하지 않으면 지배회사 및 종속회사에 대한 경영권
을 모두 지배하고 있는 경영진이 종속회사를 통하여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책임을 회피하
는 수단으로 이용할 위험이 존재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는 난점을 극복하기 어렵다.
반면, 종속회사의 경영진이나 주주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이사들의 종속회사에 대한 부정
행위를 시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바, 이러한 경우 이중대표소송을 인정함으로
써 종속회사 이사들이 부정행위를 억제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종속회사의 손
해는 종국적으로 지배회사 주주의 손해로 귀속되므로 이중대표소송을 통하여 종속회사의
손해를 회복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지배회사 및 지배회사 주주의 손해를 경감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이중대표소송의 필요성에 비추어 우리 상법의 해석에서도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주주의 개념에 “회사인 주주의 주주”를 포함함으로써 이중대
표소송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볼 것이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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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2004. 9. 23. 선고 2003다49221)은 부정
어느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소유하여 양자 간에 지배종속관
계에 있고, 종속회사가 그 이사 등의 부정행위에 의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지배
회사와 종속회사는 상법상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회사이고, 대표소송의 제소자격은 책임
추궁을 당하여야 하는 이사가 속한 당해 회사의 주주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종속회사의
주주가 아닌 지배회사의 주주는 …… 종속회사의 이사 등에 대하여 책임을 추궁하는 이
른바 이중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 결국 현재 우리나라 판례는 이중대표소송 제도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않고
있음.
 비록 서울고등법원이 2003년 우리나라 최초로 이중대표소송의 도입 가능성을

판례로 확인하였으나 대법원은 원고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중대표소송
을 각하하였음.

2. 이중대표소송 인정 여부
(1) 주주대표소송과 법인격

□ 이중대표소송 도입논쟁의 쟁점은 ‘자회사 이사의 통제와 모회사 소수주주 보호’
vs. ‘모회사와 자회사가 각각 누리는 독립된 법인격의 경제적 효용’
 이중대표소송을 인정한다는 것은 결국 개별 회사의 독립된 법인격을 부인하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이중대표소송 도입 시 얻게 되는 장점’과 ‘법인격을 부인함
으로써 초래될 수 있는 단점’을 모두 고려해야 함.
◦ ‘이중대표소송 도입 시 얻게 되는 장점’을 알기 위해서는 우선 (단순) 대표소
송의 구조 및 기능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음.
◦ ‘법인격을 부인함으로써 초래될 수 있는 단점’을 알기 위해서는 ‘법인격’이 가
지는 경제적 기능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3) 고등법원에서 해석론을 통한 이중대표소송 인정논리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권재열(200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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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순) 주주대표소송의 구조 및 한계

□ 이사가 ‘회사’에 대해 부담하는 의무를 위반한 경우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추궁
해야 하는 주체는 당연히 ‘회사’이지만 불가피하게 ‘(소수)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고 승소한 경우 손해배상은 회사로 귀속됨.
 이때 과연 ‘소수주주의 이익’과 ‘회사의 이익’이 어느 정도 일치하겠는가를 고려

해 보아야 함.4)
◦ 만일 양자의 이익이 정확히 일치한다면 이사를 상대로 회사를 대신해 소수주주
들이 소송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회 전체적으로도 바람직할 것임.
◦ 그러나 ‘소수주주의 이익’과 ‘회사의 이익’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면
주주대표소송을 활성화하는 데는 조심할 필요가 있음.
◦ 일반적으로 이사는 주주의 대리인이라고 보며 대리인인 이사가 회사의 이익
에 훼손되는 행위를 하는 것은 결국 본인인 주주의 이익을 훼손하는 경우와
같다는 사실을 주주대표소송 논리에 전제되어 있음.
◦ 그러나 주의할 점은 이사가 주주의 대리인이듯 소송을 수행하는 소수주주들
도 모든 주주들의 대리인이라는 사실이 대표소송 분석에서 반드시 고려되어
야 함.
◦ 결국 회사 또는 모든 주주들의 대리인인 ‘이사’와 또 다른 대리인인 ‘소수주
주’중 누가 회사 전체의 이익을 위해 합리적으로 행동할 유인이 있는지, 이들
의 행위를 통제하는 메커니즘으로는 어떠한 것들이 존재하는지 등을 두루 살
펴보아야 함.
 모든 주주들이 동일한 이해관계를 가진 하나의 동질적인 집단이라면 소수주주

들에게 대표소송을 인정해도 궁극적으로는 모든 주주들의 이익으로 귀결될 가
능성이 크지만 주주들 간 이해관계가 다를 경우 소수주주들의 대표소송이 주주
전체, 더 나아가 회사 전체의 이익과 상반될 수 있음.
4) Grant M. Hayden, Matthew T. Bodie, “One Share, One Vote And The False Promise of
Shareholder Homogeneity,” 30 Cardozo Law Review 445, November, 2008. Shaun Martin,
Frank Partnoy, “Encumbered Shares,” University of Illinois Law Review, 200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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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의 구성요소인 소유권(경제적 이익)과 의결권(지배권)에 대한 주주들의 선
호는 다양함.
◦ 주주들은 회사의 단기이익과 장기이익, 배당과 지배권 등에 대해 다양한 선
호를 가짐.
◦ 회사 지배권에는 별 관심이 없고 오히려 싼 가격에 주식을 구입하여 더 많은
배당을 받기를 선호하는 주주와 그 반대의 경우를 선호하는 주주 사이의 이
해관계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 차등의결권주식임.
◦ 새로운 금융수단의 발전으로 일반적인 주식증권에 파생상품(옵션, 선물, 스왑)
을 내장시켜 주주들의 다양한 선호에 좀 더 잘 부응할 수 있게 됨.
◦ 투자자들은 최신 금융기법을 사용하여 보유 주식의 수보다 많은 의결권을 행
사하거나(공투표), 형식적인 의결권보다 많은 경제적 권리를 가질 수 있게 됨
에 따라(숨겨진 소유권) 소유권과 의결권의 분리가 쉽게 발생할 수 있게 됨.
◦ 극단적인 경우 의결권이 경제적 이익(잔여청구권)과 음(-)의 관계가 되도록 설
정하여 회사의 주가가 떨어지는 방향으로 의결권을 행사해야 이득을 볼 수
있는 경우도 있음.
◦ 주주는 회사의 잔여청구권자로서 모두 동일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고, 따라
서 소수주주들이 손쉽게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면 궁극적으로는 모
든 주주들의 이익을 위하는 방향으로 행사될 것이라는 가정이 항상 성립된다
는 보장이 없음.
 주주대표소송에서 전체 주주의 대리인인 이사와 소수주주 중 전자의 행위에 대

해서는 다양한 시장압력이 작동하여 통제하는 반면 소수주주들을 통제할 시장
메커니즘은 존재하지 않음.5)
◦ 이사가 자신의 회사에 대해 100%의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는 한 자신의 사
적이익 위해 회사의 이익을 훼손시킬 가능성은 항상 존재하기 마련임.
◦ 그러나 현실적으로 상품시장, 경영자의 인력시장, 경영권 시장, 자금 시장 등
이 작동하고 있어 완전하지는 않지만 경영자의 사적이익 추구행위를 시장 메
5) 자세한 내용은 김정호(199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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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니즘을 통해 감시
◦ 물론 시장의 규율이 완전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이것이 자동적으로 대표소송
제기의 정당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 대표소송은 법원이 개입하여 경영자의 행위를 판단하는 것인데 경영판단행
위에 대한 사법판단은 본질적으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음.
◦ 경영자들은 사후적으로 실패하더라도 사전적으로 기대수익이 가장 높은 곳
에 투자를 해야 함.
◦ 그러나 일반적인 사람들은 사후적인 실패의 원인을 경영자 개인 책임으로 돌
리려는 성향이 있고 법원도 그럴 위험이 있음.
◦ 이럴 경우 경영자들은 기대 이윤의 극대화를 위한 과감한 투자는 회피하고
실패 확률이 가장 적은 부분에만 투자하려고 할 것이고 이것은 결국 경제 전
체의 수익률이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함.
◦ 따라서 법원의 적극적 관여가 필요한 부분은 실패한 경영판단이 아니라 사기
나 횡령 등 경영자가 명백하게 회사재산을 빼돌리는 행위이고 이러한 행위에
대한 통제는 법원이 시장보다 우위에 있음.

2) 회사의 본질과 법인격

□ 이러한 문제는 회사의 본질이라는 관점에서 독립된 회사가 가지는 ‘법인격’이 가
지는 의미를 파악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할 것임.
 ‘개인 기업’의 경우 기업가가 자신의 자금으로 기업운영에 필요한 자산을 구입

하여 이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부족한 자금은 자신이 채무자의 지위에서
채권자로부터 차입하며 자신이 직접 경영함.
◦ 반면 ‘회사’는 기업조직 중 ‘주식’을 매개로 불특정 다수로부터 대규모의 자금
을 끌어 모으는 자본조달 방식으로 운영됨. 따라서 직관적으로 보면 개인 기
업에서의 기업가가 수많은 주주들로 분할된 상태임.
◦ 그러나 이때 주식을 매개로 끌어들인 자금으로 구입한 회사의 자산을 수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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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들이 공동소유하고, 채권자로부터 돈을 빌려올 때 수많은 주주들이 채무
자의 지위에서 계약을 체결하며, 이렇게 갖추어진 기반 위에서 수많은 주주
들이 회사를 직접 경영하는 것은 불가능함.
◦ 그래서 사람인 자연인에 대응하는 법인이라는 별도의 법적 인격체를 제도적
으로 만든 것임.
 주주와는 다른 별도의 인격체에 이사회나 대표이사 등의 기관을 만들어 마치

인간처럼 법적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회사와 관련해서 발생하는 법
적 권리의무 관계가 법인에 직접 귀속되도록 하면 효율적임.
◦ 따라서 회사 자산은 법인인 회사가 자신의 이름으로 소유하게 되고 주주는
자산의 소유자인 법인에 대해 채권자의 몫인 부채를 제외한 나머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됨.
◦ 이 권리를 금액으로 평가한 것이 바로 자본임. 그런데 이때 모든 주주들이
직접 경영에 참여하지 않으면서도 회사의 성과에 자신들의 이익이 좌우된다
면 마음 놓고 투자하기를 꺼려할 것임. 따라서 이들에게 투자할 유인을 제공
해 주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어떠한 경우에도 주주 자신들이 내놓은 돈 이
외에는 금전적 부담을 질 필요가 없는 ‘유한책임제도’임.
◦ 그러나 이럴 경우 반대로 회사라는 법적 주체에 돈을 빌려준 채권자들이 자
칫 돈을 받지 못할 위험이 있으므로 회사법은 유한책임이라는 특혜를 주주에
게 부여하는 대신, 회사의 성립부터 해산 시까지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에 해
당하는 재산액을 회사 내에 유보할 ‘자본충실의 원칙’을 설정하여 주주에 의
한 회사재산의 부당 유출을 방지하고 있음.
 독립된 법인격을 전제로 한 ‘유한책임제(limited liability)’는 거대자본을 동원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 외에도 주주와 채권자 사이의 일종의 위험부담제도(risk
sharing arrangement)임.6)

◦ 위험부담 내지 위험축소를 위하여 주주와 채권자가 공동으로 경영을 감시‧
감독하도록 하는 제도임.
6) 박세일(2000), Stephen M. Bainbridge(200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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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는 잔여청구권자(residual claimant)이므로 당연히 경영을 감시‧감독할 유
인이 본래 있으나, 채권자들에게는 그러한 유인이 본래 약한데 이를 강화하
기 위한 제도가 바로 유한책임제

□ 이와 같이 회사는 하나의 독립된 ‘법인격’이라는 것을 가장 중요한 특징을 핵심으
로 하면서 이것에 기초해 다양한 원칙들이 적립되며 회사제도는 인류 최고의 발
명품으로 간주되며 인류의 경제발전에 기여해 왔음.
 그런데 이중대표소송을 쉽게 인정할 경우 개별 회사의 법인격이 쉽게 부정될

우려가 있고 법인격을 전제로 적립된 회사기능이 훼손될 위험이 커짐.

(2) 이중대표소송의 문제점7)

□ 이중대표소송은 운용하기에 따라 특정 계열사의 소수주주들이 기업집단 전체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수도 있음.
 이중대표소송은 특정회사의 주주들이 다른 회사의 경영진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이므로 운용하기에 따라서는 기업집단 전체를 마치 하나의 회사처럼
보며 소수주주들이 모든 계열사의 이사의 경영활동에 간섭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우리나라 기업구조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짐.

□ 이중대표소송을 입법화할 경우 회사의 독립적 법인격을 전제하는 현행 상법구
조와 충돌하는 문제가 있음.
 종래 상법의 기본원칙을 파괴하고, 하나의 회사가 다른 회사의 지배구조까지도

간섭하게 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음.
◦ 회사는 각각 독립된 법인이고, 우리 법률은 각 독립된 단위의 법인을 기본으
로 하여 회사법 체계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법인의 기관이 다른 회
7) 박신호(2006), 최성근(1999), 최준선(2006), David Locasio(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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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 기관의 행위를 간섭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회사법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위험한 생각
◦ 회사의 독립성과 이사의 업무집행의 안정성을 심히 훼손할 우려

□ 이중대표소송이 인정되어 기업그룹 전체를 한 회사로 간주한 경우에는 그만큼 기
업을 하는 자의 입장에서는 선택 가능한 기업지배구조 형태의 폭이 좁아지게 됨.
 특정한 사업을 회사 내의 사업부 형태로 할지 아니면 독립한 법인회사 형태로

할지는 개별 회사의 상황에 따라 각각의 장단점을 비교하여 판단하기 마련임.
◦ 그런데 법적으로 양자를 동일하게 취급한다면 이러한 사업적 판단이 의미 없
게 됨.

□ 이중대표소송 인정 시 이사회의 책임증가로 인한 기업경영 위축
 제조물책임법, 증권집단소송제도, 소비자 단체소송 등 새로운 소송제도의 도입

으로 이사들의 책임이 크게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주대표소송 외에 이중대
표소송까지 인정될 경우 경영진의 입장에서는 과감한 투자를 회피하고 소극적
이고 안전한 경영만을 추구하게 될 우려가 있음.
◦ 신속하고 과감한 투자결정을 지연시켜 회사경영에 차질을 자져올 수 있고,
나아가 민감한 사안에 대하여는 의사결정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생겨나 유능
한 이사 및 사회이사 영입에도 장애가 된다고 주장

□ 투기성 외국자본에 의한 악용 가능성
 이중대표소송제도 도입의 주요 목적이 소수주주권을 보호하는 데 있지만, 이 제

도가 악용될 경우 남소의 가능성이 있음.
◦ 국제투기자본이 국내 상장회사의 자회사에 이중대표소송을 제기한 후 이를
이용하여 경영권에 개입하거나 이중대표소송의 제기로 인해 하락한 모회사
의 주식을 매입한 후 소를 위하여 단기차익을 노리는 경우에는 이른바 작전
세력으로 부상하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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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회사와 자회사의 이해가 상반되는 거래의 경우 자회사의 이익이 아닌 모회사
의 주주 이익을 고려해야 하는 모순 초래
 자회사의 이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하거나 그 책임을 면제할 권한은

당연히 자회사 주주가 가짐에도 불구하고 모회사의 소수주주가 자회사의 주주
의 의사를 무시하고 이중대표소송을 제기한다면 자회사의 주주의 권리를 침해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 이중대표소송은 비상장회사를 공개시키는 효과가 있어서 자회사를 비상장 상태
로 두는 이점을 몰각시킬 우려가 있음.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기업그룹이 다수 존재하고 이들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이중대표소송은 이들 그룹기업의 활동에 발
목을 잡는 수단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 전력, 통신, 철강, 방위산업, 금융산업 등 국가기간산업체에 대한 무차별 이
중대표소송도 가능해짐.

□ 경영판단의 원칙(business judgement rule)이 입법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것
과 칼날의 양면이라고 할 수 있는 이중대표소송을 입법화할 경우 남소의 가능성
이 큼.
 미국의 경우에는 경영판단의 원칙이 확립되어 있어 이중대표소송이 제기되더라

도 이익의 충돌로 인한 충실의무 위반 등의 행위를 하지 않는 한 이사가 실질적
으로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경영판단의
원칙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은 나라에서는 남소의 가능성이 큼.

□ 이중대표소송은 주로 미국에서 판례법으로 숙성되어 온 제도로서 다른 국가들에
서는 그 예를 찾아보기 힘들며 또 성문법규의 제정 등으로 간단히 그 도입 여부
를 결정할 사안도 아님.
 따라서 아무리 그 필요성과 당위성이 강조된다 하여도 이를 우리 회사법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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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착하는 것은 상당한 시간을 요구하며 또 관련된 연구가 숙성되어 본 제도에
대한 인식의 지평이 넓어지고 관련 쟁점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후에
야 그 도입 여부를 완결 지을 수 있을 것임.
◦ 이중대표소송은 지배회사 소수주주에 대한 최후적인 구제수단으로 그때그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어떠한 해결책도 찾을 수 없을 경우 아주 예외적으로
인정해 온 것이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상법에서 성문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이중대표소송제도는 궁극적으로 기업집단 오너가 계열사 간 내부거래를 통한 사
적이익 추구를 규제하기 위한 것이므로 유사한 기능을 하는 공법적, 사법적 현행
제도들을 총체적으로 검토해야 함.
 일반적으로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논의할 때 그 제도 하나의 기능만을 놓고 논

의하는 경우가 많으나 유사한 기능을 하는 서로 비슷한 다양한 제도들이 있기
<표 9-1> 현행법상 계열사 간 부당내부거래 규제
공정거래법

세법

회사법

형법

◦부당행위계산부인(법인세법
제52조)
◦공정거래법 제23조
◦타인의 사무를 처리
(부당하게 특수관계 ◦손금불산입(법인세법 제19조 ◦이사뿐만 아니라 주
하는 자가 그 임무
인 또는 다른 회사
요주주, 그리고 이
이하)
에 위배하는 행위
사 및 주요 주주의
에 대하여 가지급
로써 재산상의 이
금·대여금·인력·부 ◦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에
친인척과 회사가 거
익을 취득하거나
동산· 유가증권· 상
서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특
래하는 경우도 이사
제삼자로 하여금
품·용역·무체재산권
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회의 승인을 받도록
이를 취득하게 하
등을 제공하거나 현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그
자기거래 승인대상
여 본인에게 손해
저히 유리한 조건으
법인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이 확대(제398조).
를 가한 경우 형법
로 거래하여 특수관
3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제355조)과 특정
계인 또는 다른 회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 ◦회사의 기회 및 자
경제범죄가중처벌
사를 지원하는 행위)
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의
산의 유용 금지규정
등에 관한 법률(제3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
신설(제397조의2)
조)에 근거해 처벌
족이 증여받은 것으로 봄(상
속증여세법 제45조의3)(2011.
12. 31. 상속증여세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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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련이므로 이러한 기존의 제도들과의 상관관계 속에서 총체적으로 검토하지
않을 경우 과잉규제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음.

(3) 거시적 관점에 기초한 미시적 설계
1) 거시적 관점

□ 최근 정치권에서 ‘경제민주화를 위한 재벌개혁’의 수단으로 이중대표소송에 대한
입법논의가 구체화됨에 따라 거시적 관점 속에서 이중대표소송을 조망해 볼 필
요가 있음.
 최근 정치권에서 제시되고 있는 ‘경제민주화를 위한 재벌개혁’의 의미가 다양하

게 해석되고 있지만 회사법과 관련해서 보면 다음과 같이 이해될 수 있을 것임.
◦ 정치 민주주의에서 1인1투표가가 가장 이상적인 것처럼 회사에서도 소유-지
배일치 또는 1주1의결권 원칙에 기초한 주주 민주주의 구현이 가장 이상적
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는 듯함.
◦ 모든 주주들을 대신해 사업을 수행하는 경영진이 무능할 경우 신속하게 자
리에서 쫒아낼 수 있도록 하는 시장메커니즘(적대적 M&A 시장)이 제대로 작동
하려면 1주1의결권과 소유-지배 일치에 기초한 주주민주주의가 구현되어야
만 한다는 것임.
◦ 그러나 재벌 오너는 적은 지분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기업집단을 형성하고
순환출자 등으로 연결된 계열사 지분을 이용해 그것보다 훨씬 많은 의결권
(지배권)을 행사하고 있어 외부 자본시장으로부터의 적대적 M&A 위협이 별

로 효과가 없다는 것
 지배회사의 소수주주들이 종속회사의 경영진을 상대로 이중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입법화하자는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주장도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이
해될 수 있을 것임.
◦ 즉 소수주주들의 적극적인 권한행사를 가능하도록 하여 지배주주가 비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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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 등을 이용하여 사적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방지하며 기업집단 구조에
서 초래되는 문제들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임.
◦ 이중대표소송은 재벌 오너의 사익추구행위를 통제하기 위한 중요한 시장 메
커니즘 수단이라는 것
◦ 물론 이론적으로는 이러한 긍정적 측면이 분명 있을 것임. 그러나 여기서 생
각해 보아야 할 점은 과연 소수주주들이 항상 회사의 이익, 특히 지배회사의
소수주주들이 종속회사의 이익을 위해서만 이중대표소송을 사용할 것인가라
는 점임.
◦ 최근 자본시장의 상황을 보면 헤지펀드 등을 약자로만 인식할 수만은 없게
되었고 또한 자본시장 참여자들이 모두 회사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선의의
투자자들이라고만 생각할 수도 없을 것임.
◦ 자칫 단기 시세차익을 노리는 외국 투기자본들과 주주 민주주의를 통해 재벌
개혁을 이루고자 하는 시민단체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 악용될 소지도 있
을 것임.
◦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포이즌필 등과 같은 경영권 방어수단이 없고 경영
판단의 원칙이 확립되어 있지 않으며 특히 최근 우리나라에서의 반기업 정서
등을 고려해 보면 이러한 악용의 위험성은 더욱 큼.
 재벌을 통제하기 위한 이중대표소송 도입논의에서 고려해야 할 것은 재벌 오너

의 사익추구행위 통제를 위한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제도들이 얼마나 있느냐
는 것임.
◦ 회사법적으로는 최근 도입된 회사기회유용 금지규정, 자기거래 규제 강화
등을 생각해 볼 수 있고, 공정거래법상의 부당지원행위 금지규정, 세법상의
일감몰아주기 과세, 형법상 배임죄 적용 등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임.
◦ 각각의 제도들에 대해서는 아직도 많은 논쟁이 있고 이들 제도들은 우리나라
에만 있거나 다른 나라들에 비해 상당히 강화된 형태임.
◦ 그런데 최근 정치권에서는 이러한 기존의 제도들도 계속 강화하고 있는 상태
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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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구체적인 이중대표소송 도입 논의는 이러한 거시적인 관점 속에서 이
루어져야 할 것임.

2) 미시적 설계

□ 이중대표소송 도입논쟁의 쟁점은 ‘자회사 이사의 통제와 모회사 소수주주 보호’
vs. ‘모회사와 자회사가 각각 누리는 독립된 법인격의 경제적 효용’인데 앞에서
살펴본 거시적인 관점을 고려할 때 입법론은 받아들일 수 없고 해석론으로 인정
하는 것도 원칙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음.
 이중대표소송이 자회사 이사의 통제와 모회사 소수주주 보호에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 기능도 하는 반면, 이중대표소송을 쉽게 인정해 버리면 마치 회사의 법
인격을 부인하는 것과 같은 효과 때문에 종속회사 경영진에 대한 책임추궁의
중요성 못지않게 중요한 회사법의 기본논리를 훼손시킬 위험이 있음.
◦ 이중대표소송이 미국의 판례로 인정되고 있으나, 미국의 판례의 경우에도 모
회사와 자회사가 실제로 하나의 회사인 경우 등 매우 엄격한 요건하에서만
인정되는 경향이 있으며, 무엇보다도 이중대표소송을 정면으로 회사법에 규
정한 입법례가 거의 없음.8)
◦ 이중대표소송 입법화에 많은 문제가 있어 이를 입법화한 나라가 없는 상황에
서 우리나라만 이를 입법화하는 것은 비교법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을 뿐 아니
라 아니라 앞의 거시적 관점에서 살펴본 남용의 위험성 등을 고려해 볼 때도
바람직하지 않음.
◦ 이중대표소송제도에 대한 도입논의에 있어 이것의 이론적 근거인 소수주주
권 강화 또는 주주민주주의 강화 등으로 초래될 수 있는 위험성, 경영권 방
어와 경영판단원칙의 필요성 및 제도화 정도, 그리고 재벌 오너의 사적 이익
추구를 방지하기 위한 우리나라만의 다양한 제도들을 종합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분석하며 도입 여부를 검토해야 함.

8) 다른 나라에서의 이중대표소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권재열(20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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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중대표소송을 입법화하는 것은 무리이고 해석론으로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것

도 원칙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지만 법인격이 부인되어야 할 정도로 아주 예외적
인 경우에는 법인격부인(法人格否認)의 법리를 적용하여 간접적으로 이중대표소
송을 해석론적 관점에서 인정할 수는 있을 것임.
◦ 법인격부인의 법리는 일정한 경우에 법인의 구성원과 법인을 별개의 인격체
로 분리하는 원칙을 특정한 구체적 사안에서 부인하여 구성원과 법인인 회사
를 동일한 인격체로 보는 법리
◦ 따라서 구성원의 책임을 회사의 책임으로 보거나 반대로 회사의 책임을 구성
원의 책임으로 볼 수 있게 됨.
◦ 법인격을 전제로 한 유한책임 원리는 주식회사제도의 핵심으로 자본주의 발
전의 기반을 형성하고 있지만 이러한 법인격을 남용한 행위가 정의와 형평의
관점에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인격을 부인하여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 법인격부인론
◦ 이러한 법인격부인법리는 회사에서 초래되는 책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
양한 법적 수단들과 상호 관련성을 가지며 이러한 제도들이 작동하지 않는
영역에서 정의와 형평성을 담보하기 위해 보충적으로 인정되는 것임.
 현재 대법원의 견해에 따르면9) 회사의 독립된 법인격이 사기나 명백히 불법적

인 목적에 이용되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법인격을 부인하며 실질적인 행위
자에게 책임을 묻고 있으므로 이중대표소송도 그러한 경우에만 극히 예외적으
로 인정되어야 할 것임.
◦ 이러한 접근은 이중대표소송을 해석론으로 새롭게 도입하자는 것이라기보다
는 기존에 인정되어 온 법인격부인론이 적용될 수 있는 사안에서만 이 이론

9)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그 실질에 있어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타인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배후자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쓰이는 경우에는, 회사와 그 배후자가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워 배후자의 책
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법인격의 남용으로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
여 허용될 수 없고, 따라서 회사는 물론 그 배후자인 타인에 대해서도 회사의 행위에 관한 책
임을 물을 수 있다.” (2001. 1. 19. 97다2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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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기초해 이중대표소송을 예외적으로 인정하자는 것임.

□ 이중대표소송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견해는 종속회사 경영진의 불법행위를 그냥
방치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중대표소송 개념을 굳이 인정하지 않더라도 일반적인
단순 대표소송을 통해서도 종속회사에 대한 감시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중대표소송 개념을 굳이 인정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임.10)
 지배회사의 이사가 대표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그 자체로 지배회사의 주주는

그 이사를 상대로 단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면 충분하다는 것임.
◦ 만일 종속회사의 이사가 의무위반으로 종속회사에 손해를 입혔음에도 불구하
고 지배회사의 이사가 대표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면 그 자체로 지배회사 이
사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이 되므로 지배회사의 주주는 지배회사의 이사를 상
대로 단순히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임.
◦ 여기서 지배회사 이사의 잘못은 종속회사 이사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였다
는 것이 아니라 종속회사 이사에 대한 대표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것 자체가
선관주의의무에 위배된다는 것임.

□ 이중대표소송은 현행 회사법 체계와 우리나라 기업집단 현실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도이므로 좀 더 세심하고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함.
 연역적이고 추상적인 일반화된 행사요건을 마련해 두고 구체적인 사안이 이러

한 요건에 충족할 경우 인정해 주는 것보다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구체적 타당
성을 기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 해석론을 통해 해당 문제를 해결해 나가
는 귀납법적 접근이 바람직함.
◦ 이러한 구체적 사건들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고 발견
되어 누적된 법리들이 이중대표소송의 법리로 자리 잡아 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우리나라가 성문법 국가이기는 하지만 모든 제도를 입법을 통해 도입하려는
10) 권재열(2004), 최성근(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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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문법 지상주의는 바람직하지 않고 오늘날 대륙법계 국가에서도 판례법의
위상은 점점 더 강해지고 있음.
 법인격부인론, 경영판단원칙 등이 판례법을 통해 인정되어 오듯 이중대표소송

도 이러한 관점에서 판례법을 통해 숙성되어 가는 것이 필요

3. 결 론
□ 이중대표소송 도입논쟁의 쟁점은 ‘자회사 이사의 통제와 모회사 소수주주 보호’
vs. ‘모회사와 자회사가 각각 누리는 독립된 법인격의 경제적 효용’
 이중대표소송이 자회사 이사의 통제와 모회사 소수주주 보호에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 기능도 하는 반면, 이중대표소송을 쉽게 인정해 버리면 마치 회사의 법
인격을 부인하는 것과 같은 효과 때문에 종속회사 이사에 대한 책임추궁 못지
않게 중요한 회사법의 기본논리를 훼손시킬 위험이 있음.
◦ 이중대표소송을 입법화할 경우 회사의 독립적 법인격을 전제하는 현행 상법
구조와 충돌하는 문제가 있음.
◦ 이중대표소송이 인정되어 기업그룹 전체를 한 회사로 간주한 경우에는 그만
큼 기업을 하는 자의 입장에서는 선택 가능한 기업지배구조 형태의 폭이 좁
아지게 됨.
◦ 이사회의 책임증가로 인한 기업경영 위축
◦ 투기성 외국자본에 의한 악용 가능성
◦ 모회사와 자회사의 이해가 상반되는 거래의 경우 자회사의 이익이 아닌 모회
사의 주주 이익을 고려해야 하는 모순 초래
◦ 비상장회사를 공개하는 효과가 있어서 자회사를 비상장 상태로 두는 이점을
몰각시킬 우려가 있음.
◦ 경영판단의 원칙(business judgement rule)이 입법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것과 칼날의 양면이라고 할 수 있는 이중대표소송을 입법화할 경우 남소의
가능성이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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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중대표소송제도는 궁극적으로 기업집단 오너가 계열사 간 내부거래를 통
한 사적이익 추구를 규제하기 위한 것이므로 유사한 기능을 하는 공법적, 사
법적 현행 제도들을 총체적으로 검토해야 함.

□ 이중대표소송을 입법화하는 것은 무리이고, 해석론적 관점에서 일반적으로 인정
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음.
 다만 법인격이 부인되어야 할 정도로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는 법인격부인(法人
格否認)의 법리를 적용하여 간접적으로 이중대표소송을 해석론적 관점에서 인정

할 수는 있을 것임.
◦ 현재 대법원의 견해에 따르면 회사의 독립된 법인격이 사기나 명백히 불법적
인 목적에 이용되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법인격을 부인하며 실질적인 행
위자에게 책임을 묻고 있으므로 이중대표소송도 그러한 경우에만 극히 예외
적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임.
◦ 이러한 접근은 이중대표소송을 해석론으로 새롭게 도입하자는 것이라기보다
는 기존에 인정되어 온 법인격부인론이 적용될 수 있는 사안에서만 이 이론
에 기초해 이중대표소송을 예외적으로 인정하자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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