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
시

간

내

용

14:00~14:10

◈ 개회사 : 김종석 원장(한국경제연구원)

14:10～14:40

◈ 기조발제 : 기업환경 개선의 경제적 성과분석(이병기 연구위원, KERI)

제1부 : 노동규제·조세행정 개선과 기업경쟁력 향상
사회 : 박원암 교수(홍익대)
14:40～15:10

◈ 제1주제 : 노동규제의 문제점 및 향후 과제
발표 : 남성일 교수(서강대)
토론 : 이승길 교수(아주대)

15:10～15:40

◈ 제2주제 : 조세행정 및 세제 개선방안
발표 : 현진권 교수(아주대)
토론 : 안종범 교수(성균관대)

15:40~15:50

◈ Coffee Break

제2부 : 법제도·자금조달 개선과 기업경쟁력 향상
사회 : 이주선 선임연구위원(KERI)
15:50～16:20

◈ 제3주제 : 자금조달 및 도산관련 제도의 개선방안
발표 : 한상일 교수(한국기술교육대)
토론 : 홍순영 부원장(중소기업연구원)

16:20～16:50

◈ 제4주제 : 계약의 법적 이행의 효율화 방안
발표 : 정기화 교수(전남대)
토론 : 고학수 교수(서울대)

기조발제
기업환경 개선의 경제적 성과분석

기업환경 개선의
경제적 성과분석

이병기 연구위원(한국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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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목적 및 연구내용



왜 국가 간 성장률의 차이가 발생하는가 그리고 왜 어떤 국가는
성장을 지속하지만 다른 국가는 낮은 수준의 소득에 침체되는가?
z

보다 우수한 제도(institution)를 가지고 있는 나라의 소득수준은 향
상



세계은행의 ‘기업환경 보고서’를 통한 우리 기업환경의 강점·약
점 분석



부문별 주요 개혁과제 및 우리나라 기업환경의 개선효과의 추정



기업환경 개선이 경제성장에 주는 영향 실증분석



연구결과가 경제적인 성과개선을 위해 주는 정책적인 시사점

2. 기업환경의 현황과 문제점
(1) 세계 10대 기업환경 우수국가



2003년~2007년까지 보고된 세계은행 ‘기업환경 보고서’(Doing
Business 2008)



기업환경이 좋은 국가에는 뉴질랜드, 싱가폴 등이 수위를 다투
고 있고, 미국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남



우리나라의 경우 2006년 27위, 2007년 178개국 중 30위를 기록
→ 2008년도에는 23위를 기록

2. 기업환경의 현황과 문제점
<세계은행 기업환경 상위국가와 우리나라 기업환경>
2003

2004

2005

2006

2007

1위

싱가포르

뉴질랜드

뉴질랜드

싱가포르

싱가포르

2위

미국

미국

싱가포르

뉴질랜드

뉴질랜드

3위

홍콩

싱가포르

미국

미국

미국

4위

호주

홍콩

캐나다

캐나다

홍콩

5위

뉴질랜드

호주

노르웨이

홍콩

덴마크

한국의 순위

23

23

24

27

30

대상 국가 수

133

145

155

175

178

자료 : World Bank, Doing Business, 2004, 2005, 2006, 2007, 2008.

2. 기업환경의 현황과 문제점
(2) 기업환경 지수의 변화추이



북미·유럽지역은 5개 지역 중 가장 규제가 적은 것을 나타내는
낮은 기업규제 지수를 보여주었음



반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 및 중동·북아프리카지역의 규
제지수는 높은 것으로 나타남
<세계의 지역별 기업환경지수 변화추이>
지역구분

세계은행 기업환경지수

2003

2004

2005

2006

2007

아태지역

0.519

0.457

0.443

0.447

0.440

유럽·북미지역

0.418

0.396

0.406

0.396

0.384

라틴아메리카

0.534

0.544

0.556

0.493

0.497

중동·북아프리카지역

0.537

0.544

0.514

0.520

0.516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지역

0.639

0.634

0.634

0.626

0.628

2. 기업환경의 현황과 문제점



고소득국가에서 경제규제가 상대적으로 적으며, 저소득국가의
경우에 경제규제는 큰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
<세계의 소득수준별 기업환경 지수의 변화추이>
소득구분

세계은행
기업환경지수

2003

2004

2005

2006

2007

고소득국가

0.350

0.346

0.332

0.320

0.308

중상위소득국가

0.526

0.505

0.513

0.459

0.462

중하위소득국가

0.570

0.538

0.541

0.537

0.531

하위소득국가

0.642

0.631

0.633

0.635

0.637

2. 기업환경의 현황과 문제점
(3) 우리나라 기업환경 부문별 강점·약점 비교



세계은행의 ‘기업환경 보고서’는 기업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걸
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 장애요인들은 물론 세계의 선 · 후진국
의 개혁사례를 풍부하게 제공하고 있고 일관성있는 측정기준을
가지고 기업환경을 종합적으로 분석



규제가 강한 부문 : 인력고용(131위), 창업(110위), 납세(106위)



규제가 약한 부문 : 자금조달(36위), 허가취득(22위), 국제무역
(13위), 폐업(11위), 계약이행(10위)

2. 기업환경의 현황과 문제점



2006년 이후 2007년에는 국제무역 부문의 기업환경이 개선되고 납
세, 계약이행 부문이 전년과 동일한 순위를 나타낸 것을 제외하면
거의 모든 부문에서 기업환경 악화
z
z



창업부문은 2007년 110위에서 2008년 126위로, 인력고용 부문은 131
위에서 152위로 하락
2008년의 경우 납세환경, 재산권 등록, 자금조달, 계약집행 환경 개선

규제수준이 OECD 평균보다 높은 부문
z
z
z
z
z
z
z

창업부문: 창업절차수, 최소자본금비율, 창업소요시간, 창업소요비용
허가취득 부문: 허가취득 소요비용
인력고용 부문: 근로시간 경직성, 해고곤란도, 해고비용
재산등록 부문: 절차수, 등록관련 소요비용
납세부문: 납세횟수, 납세 소요시간, 기타세금
국제무역부문: 수입절차서류 수
계약이행 부문: 관련절차 수

2. 기업환경의 현황과 문제점
(4) 기업환경 지수와 1인당 GDP와의 상관관계



기업환경 지수와 1인당 GDP의 로그값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음의 관계에 있음



단순회귀분석(OLS) 결과에 의하여도 기업환경 지수와 1인당
GDP로그값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음의 관계



기업활동에 대한 규제가 큰 국가는 1인당 GDP가 낮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



창업부문에서 폐업부문까지 10개 부문의 개별분석에서도 1인당
GDP의 로그값과 개별 규제지수 간에 음의 관계

2. 기업환경의 현황과 문제점

<기업환경 지수와 1인당 GDP>

주: ln per GDP: 1인당 GDP 로그값, DBI: 세계은행 기업환경지수

2. 기업환경의 현황과 문제점
(5) 기업환경 지수와 생산성·부패의 관계



기업규제가 커질수록 부적절한 규제로 인해 비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
문에 노동생산성은 저하



규제가 많아질수록 부패 증가
z 국제투명서 기구의 부패인지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
CPI)가 커진다는 것은 부패감소, 작아진다는 것은 부패 증가를 의
미
z 기업규제가 증가할수록 부패는 증가, 즉 부패인지지수와 기업규제
지수간의 역관계(Friedman et al, 2000)
z 특히, 높은 진입규제를 갖는 국가는 부패가 커질 가능성 증가
(Djankov et al, 2002)

2. 기업환경의 현황과 문제점

<기업환경 지수와 노동생산성 간의 관계>

주: ln per LP: 1인당 생산성의 로그값, DBI: 세계은행 기업환경지수

2. 기업환경의 현황과 문제점
<기업환경 지수와 부패인지지수간의 관계>

주: CPI: 부패인지지수, DBI: 세계은행 기업환경지수

2. 기업환경의 현황과 문제점

<진입규제 지수와 부패인지지수간의 관계>

주: CPI: 부패인지지수, SB: 진입규제지수

3. 부문별 개혁과제와 순위추정 결과
(1) 주요 부문별 주요 제도개혁의 내용



한국경제연구원이 추진한 『기업환경 개선 종합연구(2008)』보
고서에 나타난 부문별 기업환경 제도개혁 내용
<기업환경개선을 위한 핵심정책 과제>
구성항목

창업

허가취득

주요 제도개혁의 내용
○ 창업절차 개선
― 유사상호규제 폐지
― 정관 및 의사록의 공증의무 면제
― 주금납입보관증명서 제출 면제
― 법인등록세 납부(지방자치단체)와 법인설립등기신청(지방법원) 절차 통합
○ 창업비용 감축
― 공증의무 면제 시 비용절감
― 주금납입보관증명서 제출면제 시 비용절감
― 법인 설립 시 채권매입의무 면제
○ 최소자본금 폐지
○ 공장건축허가 신청 시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의무 면제
○ 전기·통신·소방시설에 대한 검사 신청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일괄접수

3. 부문별 개혁과제와 순위추정 결과
<기업환경개선을 위한 핵심정책 과제(계속)>
구성항목

주요 제도개혁의 내용

인력고용

○ 고용의 경직성
― 근로시간 경직성: 야간근로 제한 폐지, 휴일근로 제한 폐지
― 해고의 곤란도: 경영상 필요에 의한 1인 해고 시 제3자 통보 폐지,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자 우대 규정 폐지, 재고용에 대한 우선 규정 폐지
○ 해고비용
― 20년 근속자에 대한 정리해고 시 퇴직금 폐지

재산등록

납세

○ 주택채권 강재매입 폐지
○ 취득세·등록세 폐지 및 보유세의 공동세원화
○ 인지세 폐지
○ 지적·등기의 행정부로의 일원화
○ 납세회수 개선
― 인지세, 인두세, 사업소세(재산할), 공동시설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종업원할),
종합부동 산세 폐지 및 국민연금(혹은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행정일원화
○ 납세소요시간 개선
― 조세행정을 국민연금을 포함한 사회보험 행정과 통합
○ 세부담 수준 개
― 인두세, 사업소세(재산할), 공동시설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종업원할), 종합부동
산세 폐지
― 법인세제는 현정부가 20%수준으로 낮추는 안을 고려

3. 부문별 개혁과제와 순위추정 결과
<기업환경개선을 위한 핵심정책 과제(계속)>
구성항목

국제무역

주요 제도개혁의 내용
○ 수출입신고서 정정 시 오류점수 부과 개선
○ 보세운송 신고서류 보관기간 축소
○ 보세구역 운영인의 분기별 재고조사 및 보고의무 완화
○ 의료기기 국내제작 곤란품목 확인 추천 수수료 인하 및 유효기간 연장
○ 특정거래형태의 수출입 인정목록의 negative list화
○ 특정물질 수입허가 및 변경허가 개선

계약이행

○ 공판절차의 축소
― 판결서 열람 교부통지 폐지
― 판결문 원고송달 폐지
― 판결문 피고송달 폐지
○ 강제집행절차의 축소
― 원고의 확인
○ 강제집행 소요시간 단축
― 강제집행에 소요되는 시간은 120에서 60일로 단축하여 소송시간 단축

자금조달

○ 일반담보의 허용
○ 공적등록기구의 유동자산관리 허용
○ 자동중지조항 등에서 선순위 채권자에 대한 예외인정

자료 : 김정호(2008), 송원근(2008), 정기화(2008), 정현용(2008), 한상일(2008) 및 현진권(2008) 참조

3. 부문별 개혁과제와 순위추정 결과
(2) 제도개혁을 반영한 기업환경 순위 추정결과



“2007년도에 다른 나라 기업환경이 일정하다면”, 우리나라 기
업환경은 2007년 30위에서 제5위로 상승



창업부문은 2007년 110위→ 14위, 인력고용 부문은 131위 →
17위, 납세부문은 106위→20위로 상승



2007년 재산등록부문은 68위→2위, 허가취득은 22위→ 17위,
국제간 무역은 13위→ 12위, 계약이행은 10위→4위, 자금조달은
36위→12위로 상승

3. 부문별 개혁과제와 순위추정 결과
<제도개혁안 반영시 우리나라기업환경의부문별 순위>
2007년

2007년

KE RI 개혁안 반영 후

(세계은행 원안, A)

(KERI 개혁안, B)

기업환경 순위 조정

창업

110

14

96↑

허가취득

22

17

5↑

인력고용

131

17

114↑

재산등록

68

2

66↑

자금조달

36

12

24↑

투자자보호

64

64

0

납세

106

20

86↑

국제무역

13

12

1↑

계약이행

10

4

6↑

폐업

11

11

0

전체순위

30

5

25↑

구성항목

4. 기업환경과 경제성장 실증분석 결과
(1) 간단한 분석모형과 자료



기업규제가 경제성장률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가를 실증
추정
z



여기서
는 1995-2006년간의 1인당 GDP성장률의
평균,
는 1995년의 1인당 GDP의 로그값, Busreg는 세
계은행 기업환경(규제) 지수의 2003년~2006년 기간의 평균값



Xi에는 경제성장을 설명하는 통제변수들의 집합 : 초등학교등록
률, 중등학교등록률, 정부소비지출 비중, 투자비중, 법질서 지수,
세계지역별 더미변수 등 포함

4. 기업환경과 경제성장 실증분석 결과
(2) 기업규제와 1인당 GDP성장률



기업규제지수는 1인당 GDP성장률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추정계수
z

기업규제가 증가하면 일국의 경제성장률이 낮아진다는 추정결과
<1인당 GDP 성장률의 결정요인 : 세계은행 기업규제 지수>
주요변수

식( 1)

식( 2)

식( 3)

식(4)

기업규제지수

-0.0984***
(-3.41)

-0.0783**
(-2.96)

-0.1078***
(-3.38)

-0.0842**
(-2.92)

통제변수 : 1인당 GDP로그값, 초등학교 등록률, 중등학교 등록률, GDP대비 정부소비비중, GDP대비 투자비중,
법질서지수, 사하라사막 이남의 아프리카지역더미, 라틴아메리카 지역더미, 아태지역더미

주 : 1) ***는 1%, **는 5%, *는 10%유의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
2) 각 식에 따라 통제변수를 다르게 사용하여 추정

5. 분석결과의 정책적 시사점
(1) 분석결과의 요약



2007년도 다른 국가들의 기업환경이 일정하다는 전제 하에서
우리나라 기업환경이 개선된다면, 우리나라는 2007년도 30위에
서 세계 제5위로 상승



창업, 인력고용, 납세 등 주요 기업환경이 열악한 부문의 기업환
경이 개선되는 경우 우리나라 기업환경은 대폭적으로 상승



기업규제의 강화는 경제성장율을 떨어뜨린다는 것을 실증 검증

5. 분석결과의 정책적 시사점
(2) 분석결과의 정책적 시사점



경제성장을 위해 기업규제의 개혁에 중점을 두는 정책 추진
z
z



경제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은
기업규제를 기업친화적인(business-friendly) 방식으로 개혁하는 것
제도경쟁이 치열한 상태에서 국·내외 기업에 우호적인 정책·제도환
경 마련 필요

세계은행의 '기업환경 보고서' 검토결과 도출된 정책대안
z
z
z
z

창업, 노동규제, 납세관련 행정규제의 개혁
창업규제의 경우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이지만 절차수 축소와 최소자
본금 폐지 노력이 필요
노동규제의 경우 고용경직성의 완화와 해고비용의 축소 등의 개선
필요
납세부문의 경우 납세회수와 소요시간을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

제1부
노동규제․조세행정 개선과 기업경쟁력 향상

제1주제

노동규제의 문제점 및 향후 과제

노동규제의 문제점 및 향후 과제
남성일 교수(서강대학교)

1. 우리나라 노동규제의 현실
OECD 국가간 노동시장 유연성 종합 평가 순위 비교(2007년 기준)

자료: World Bank(2007), Doing Business 2008.

1. 우리나라 노동규제의 현실
한국의 노동시장 유연성 종합 평가 순위 변화

주: →는 추세선임.
자료: World Bank, Doing Business, 각 년도.

1. 우리나라 노동규제의 현실
아시아국가간 정부 노동규제 추이 비교

자료: 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각 년도.

1. 우리나라 노동규제의 현실
주요 선진국간 정부 노동규제 추이 비교

자료: 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각 년도.

2. 우리나라 노동규제의 문제점
(1) 과도한 고용보호 법제
고용 경직성(rigidity of employment) 국가 순위 변화

자료: World Bank, Doing Business, 각 년도.

2. 우리나라 노동규제의 문제점

z 높은 수준의 고용보호법제 ⇒ 경직적인 노동시장 ⇒ 경직적인 노동
시장은 사양산업에서 성장산업으로의 자원의 신속한 재배분을 저해
z 또한 지나친 고용보호 ⇒ 새로운 기술과 혁신이 노동력의 교체를 필
요로 하는 경우 신기술 도입의 장애로 작용
z 그리고 고용보호법제 ⇒ 임금교섭 과정에서 고용보호규정의 보호를
받는 정규직 근로자의 지위를 강화 ⇒ 노동비용을 증가 ⇒ 전체적인
고용 감축효과 및 정규직-비정규직 격차 확대

2. 우리나라 노동규제의 문제점
(2) 현대적 상황에 적합하지 못한 근로관계법제의 부작용
z 현대적 상황에 적합하지 못한 규제들이 다수 존재하여 기업의 유연
한 인사노무관리에 걸림돌로 작용
- 주40시간제 도입 등 국제기준 도입에도 불구하고 유급주휴일, 생리휴가 등
근로자과보호 조항은 그대로 유지
- 법정근로시간제도를 일정한 요건 하에 유연화시키는 범위가 지나치게 한
정 되어 있음(예, 재량근로제의 적용범위).

2. 우리나라 노동규제의 문제점
(3) 강제적 퇴직급여제도와 임금제도의 경직성
z 현행 근속연수 1년당 1월분의 평균임금을 최소한 지급하게 하는 법
정퇴직금제도가 설정
- 기업의 해고비용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 ⇒ 고용창출에 장애요소

z 호봉제와 연공급 성격이 강한 임금체계
- 임금의 가격기능이 원활하지 못함 ⇒ 기업이 임금을 통한 가격조정보다는
수량적인 고용조정에 의존하는 경향

z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으로 2원화되어 있는 임금의 법적 구조
- 근로현장에서 복잡성을 야기 ⇒ 임금제도의 경직성 심화

2. 우리나라 노동규제의 문제점
(4) 균형적이지 못한 노사관계법제
z 집단적 노사관계를 다루는 관련법령들이 근로자 보호에 편중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교원의노동
조합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등
- 기업의 교섭력 균형에 문제점을 야기 ⇒ 집단적 노사 자치라는 원래의 기
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함

z 1987년 이후 본격적으로 현실적으로 작동되기 시작
- 상대적으로 고용이 안정되고 근로조건이 유리한 공공부문 노동조합과 대
기 업 정규직 노동조합 중심
- 권한을 남용하는 사례가 등장하여 왔고, 일부는 정치·사회 세력화

2. 우리나라 노동규제의 문제점
(5) 공공고용서비스, 고용의무제, 직업훈련규제의 비효율성
z 직업훈련에 관한 인적자원개발 관련 법률에서는 공급자 위주·정부 중
심으로 규정들이 설정
- 기업이나 근로자의 자율적 능력개발을 촉진하지 못하는 실정

z 공공 고용안정기능은 독점화 경향
- 민간고용안정서비스에 맡겨야 할 영역까지 침해

z 고용정책의 문제점은 국가의 책임을 기업에게 전가시키는 점
-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에 대한 의무고용비율이 너무 높게 설정
- 국가유공자중 취업보호대상자에 대해서는 고용명령제도가 존재
- 호텔업등 서비스업의 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의무고용제가 적용
- 남녀고용평등법상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에게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제출의무가 부과

2. 우리나라 노동규제의 문제점
(6) 시장과 괴리된 사회보험·근로자복지제도
z 경제수준을 상회하는 사회보험의 확대로 인하여 국가의 복지능력이
훼손
- 1월 미만 단기근로자에 대해서도 산업재해보험·고용보험에의 가입이 강제
됨으로써 현실적인 보험관리상 문제

z 산재보험법의 국제기준에 비한 과도한 보호
- 휴업급여의 기준이 재해발생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으로 설정
- 장해연금·유족연금의 수급기간에 감액 내지 한도가 없음

3. 규제개혁의 방향과 내용
¾ 방향 - 노동시장의 유연안전성 제고
z 유연성과 안전성 사이의 적절한 조화(right balance)
- 유연성과 안전성이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는 전제

z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 노동시장의 탄력적 조정능력 강화 ⇒ 고
용창출
z 노동시장 정보체계와 정책전달체계의 효율성 확보 및 취약계층의 보
호 확대 ⇒ 근로자의 생활 안전성을 보장.

3. 규제개혁의 방향과 내용
국제경쟁력 순위와 노동규제 순위간 관계(2008년 기준)
노동규제 순위
55위
↑

↓
1위
1위←

→55위
국제경쟁력 순위
상관계수=0.581

자료: IMD(2008),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3. 규제개혁의 방향과 내용
¾ 내용
(1) 고용보호법제의 완화
z 정규직 고용보호법제 완화
- 경영상 해고법제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를 “인원정리가 필요한 경우”
로 수정
- 도산절차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리해고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z 해고제한 규정의 적용 제외
– 상용근로자 10인 이하의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 해고제한 규정을 제외
– 2년 미만 근속 근로자에 대한 해고제한 적용유예를 한시적으로 운영

z 비정규직 고용보호법제 현실화
– 기간제 근로에 대해서는 기간제한을 철폐하고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갱신
가능하도록 함
– 근로자파견 대상범위를 네거티브 리스트로 전환할 필요
– 직업안정법에서 규정하는 근로자공급사업 조항은 폐지

3. 규제개혁의 방향과 내용
(2) 근로관계에의 과도한 규제를 현대적 상황에 적합하게 완화
z 근대적 보호법제의 현대화
- 사용자인 기업에 대한 과도한 형사처벌 규정이 개선될 필요(예: 남녀고용평등
법상 정년․퇴직 및 해고에서의 차별금지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이익처우 금지 규정 등
의 경우 폐지하거나 최소한 징역형은 삭제
- ‘유급’ 주휴제를 폐지하여 Global Standard에 부합하도록

z 현대적 근로자상에 적합한 개선
– 연장근로한도 예외인정․휴게시간 변경 인정제도의 도입요건을 개별근로자와
의 합의로 그 운영이 가능케 하도록 개정되어야
–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시 양 당사자의 성실한 ‘협의의무’를 과하는 것으로 완화

3. 규제개혁의 방향과 내용
(3) 임금제도의 규제완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기반 조성
z 퇴직급여제도와 임금체계 개선
- 강제적인 퇴직급여제도를 노사간의 합의에 의한 임의조항으로 변경
- 퇴직연금제를 현행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조정방안을 마련

z 시간외 근로에 대한 할증임금 적용 제외
– 모든 관리감독자와 사무, 영업, 연구개발직은 연봉수준에 관계없이 적용제외자
로 하고, 기타 직종의 경우 연봉기준 상위 25%의 근로자에 대해서 할증임금 적
용제외

z 최저임금제도 개선
– 현행 위원회 방식에서 정부가 직접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
– ‘지역별 최저임금제’를 도입하여 임금수준의 지역별 특성과 업종별 특성을 반영
– 감시·단속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감액적용을 당분간(향후 5년 이상) 30% 수준
으로 유지
– 고령자를 최저임금 감액적용 대상자로 추가

3. 규제개혁의 방향과 내용
(4) 노사 힘의 균형을 회복하는 노동법제 개선
z 노조의 부당노동행위규정의 신설
- 근로자의 노동권 행사를 제한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 노조가입을 위협하거나 약속하는 행위,
- 비조합원에 대한 차별을 사용자에게 요구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 사용자에게 전임자 급여지급 등 금품을 받거나 강요하는 행위,
- 교섭질서를 장해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 쟁의를 염두에 둔 노조의 불성실한 교섭 및 교섭 거부,
- 2차적 쟁의행위

z 파업 시 대체근로의 전면 허용
z 쟁의행위 발생의 직접적 염려가 있는 경우 사전적·예방적 직장폐쇄 허용

3. 규제개혁의 방향과 내용
(5) 민간중심의 자율적 노사관계 체제 구축
z 1사 (1 사용주) 1교섭대표제 확립
- 투표를 통해 조합원 다수의 찬성을 얻는 노조를 교섭당사자로 인정하는 과
반수노조 교섭대표제가 채택될 필요

z 단체교섭 대상을 근로조건과 직접 관련된 사항으로 명시하여 인사·경
영권 등 사용자의 고유권한은 교섭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함
z 노동조합 전임자의 급여는 노조 스스로 해결하도록 법제화

3. 규제개혁의 방향과 내용
(6) 시장친화적 사회안전망 강화
z 노동시장정책 전달체계 강화
- 민간과 고용지원센터 간의 경쟁과 협업체제 구축방안 모색
- 노융산업 활성화를 통한 빠른 구직체계 확립

z 고용보험 적용범위 확대 및 수혜 현실화
– 실업급여를 점차 증가하여 장기적으로 실직 전 평균임금의 80%까지
– 강력한 노동시장 정책 전달체계가 선결조건임

토론

이승길(아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1. 현재 노동시장 현황․평가는 어떠한가?
개방화된 세계화 시대에 있어 글로벌 무한경쟁이 심화되고, 저출산․고령화 등 기존의 사회가 변
동하는 양상이 지속되고, 급속한 경기 침체의 양상 속에 있다.

벌써 1997년말 IMF 외환위기 이

후 아직도 기업이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유연화' 및 '노사관계의 안정'은 중요
한 개혁과제이다. IMF, OECD, World Bank 등에서는 우리 경제 경쟁력의 중요한 저해요인 중의
하나로 '노동시장 경직성(고용․임금)'을 지적하고, 경제계 및 외국인투자기업 또한 '노동시장 경
직성'이 투자 활성화 및 외국인 투자유치에 부정적 영향 미친다1)고 지적하고 있다. 이를 보면,
여전히 한국 노동시장 및 고용보호법은 국제(노동)기준보다 경직적이고, 경쟁국보다도 사업 환경
여건이 어렵다고 평가할 수 있다.

1) 투자를 회피하는 배경 요인에는 만연한 반기업 정서, 극렬한 노사분규, 포풀리즘에 의한 법제도 입안 등이 있다.

사실 우리나라는 중대한 정치적 변혁이 있을 때마다 현 실태에 부합되지 않는 선행적으로 노동
법이 만들어졌고, 그 노동법의 내용에 따라 노동운동의 방향이 영향을 받았다. 그 결과로 노동운
동은 단절과 굴절 속에서 파행적으로 전개되어 올바른 노사관계도 정립되지 못하였다. 그런데
2008년 정권이 교체되면서 내세운 이른바 'MB노믹스'2)는 기본적으로 지난 국민․참여 정부의 정
책기조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단지 시장친화적인 경제에서 나아가 친기업(비지니스 프렌들린)정
책을 구체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가 있다. 즉 MB노믹스는 무엇인가 기대해도 좋
은 듯한 기업 중심의 성장주의 경제노선이라고 할 수 있다.
2. 노동법의 제개정시 기본방향은 무엇인가?
현행 노동법은 우리를 둘러싼 국내외의 경제사회의 환경 변화를 거치면서 제개정 작업을 행해왔
다. 노동법이 기업 활동의 기본 조건을 정착시키고, 근로조건의 향상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세계
화에 따른 기업과 근로자의 경쟁력과 적응능력을 확보하는데 있어 새로운 노동 관련 정책 및 제
도 개선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다. 하지만 부분적이고 산발적으로 여전히 노동법의 변
천은 졸속적인 과정이 없지 않았다. 그 원인은 전체적이고 계획적인 방향의식이 없이 정치 및 사
회의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거나, 패러다임의 전환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의 부재, 입법의 영향평
2) 시장주의, 민영화, 개방화의 신자유적 정책기조

가도 없고, 외국 입법례에 대한 연구도 부족하고, 전체적인 노동관계법의 지향점의 애매모호하고,
입법 이유서의 부재 등에 있다. 이는 현 단계에서 입법이 상황 변화 및 재검토할 요구를 분석한
후 문제 해결의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우리 주변의 경제 환경변화에 따른 노동법을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관점에서 재정립하기 위해 해법을 제시할 때가 되었다. 기업의 생산성 제고, 수익성
확보, 경쟁력 강화 및 개선이라는 전제도 근로조건의 개선만큼이나 고려해야만 할 것이다. 실정
법 역할은 국가마다 다르지만, 판례 및 실무상 정착된 내용을 입법화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이러
한 점에서 우리나라는 누구의 탓인지는 알 수 없게 일본보다는 극적인 입법과정을 통해 2% 부
족한 법률을 만들곤 했다. 이에 작금의 노동법의 제개정에 있어서 충분한 사전적 투자와 노력과
열정이 필요하다. 입법시에 관련 법의 요인, 연역, 실태, 법제를 검토할 필요성을 충분히 규명하
고, 현행법의 불비를 인식하거나 노사관계의 현상을 제대로 파악한 후, 현황을 제대로 반영해 구
상할 법제의 기본이념을 도출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3. 선결해야할 핵심 노동규제의 해법은?
노동계는 기업에 대해 배타적이고 산별지향적으로 그 조직체계를 지향하는 추세에 있다. 물론 노
사관계를 돌이켜 보면, 노사 갈등 일변도로 악화된 전망은 아니지만 여전히 노사정 모두에게 시
험대에 서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노동 규제에 대한 모든 사항의 해법은 무엇인가? 실제로 어려

운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다고 되는가? 정치적 변혁기마다 많은 부분을 고쳤다는데, 왜 이렇게
많이 개선할 문제들이 남아 있는가?
그런데 현행 노동입법은 당초 정부가 잡은 정책 목표와는 큰 차이가 있는 실적들이 있다. 대표적
인 사례가 '복수노조 및 전임자의 문제'를 들 수가 있다. 먼저 이젠 13년간 유예된 '기업단위의
복수노조 허용문제'는 더 이상 연기 없이 시행해야 하며, 교섭창구 단일화3)와 관련해 공익적인
결론 및 논의를 종합해 보면 '과반수 교섭대표제'가 바람직한 듯하다.4) 아울러 '노조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문제'5)6)도

정치적 타협에 의한 유예할 생각이 없다면, 원칙에 맞게 결단해야 한다. 입

법을 하고서 3차례에 걸쳐서 13년간 이행하지 못하는 법치주의 국가도 있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풍문에는 재차 연기의 징후도 들린다. 물론 예견되어지는 법제도적 쟁점에 대한
노사정의 대응능력 및 문제 해법에 따라 노사 간의 첨예한 의견이 대립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이는 향후 노사관계의 판도를 요동치게 하는 뇌관이 될 수도 있어 지혜로운 해결이 필요하다.

3) 교섭창구 단일화의 논의는 (ⅰ) 자율교섭방식(복수의 노조에 대해 각기 교섭권을 부여하는 방식), (ⅱ) 비례쇼법대표방식(조합원수에 비례해 교
섭위원단을 구성하는 방식), (ⅲ) 과반수 교섭대표방식(교섭대표에 대해 전체 종업원 내지 조합원)로 3가지 방식이 검토되어 왔다.
4) 지난 2008년 11월 27일 '복수노조, 전임자, 어떻게 풀 것인가'(강성천 한나라당 의원 주최) 토론회에서 교섭창구단일화의 의무화는 위헌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한다.
5) 2010년부터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원을 금지하되, 전격적인 시행으로 부정적 효과를 최대한 완화하기 위해서는 노조활동에 대한 '근로시간
면제(Time-off)제도'를 활용하는 방향, 아울러 노동운동에 대한 충격을 완화책으로 조합원 규모별 차등화해 단계적 법적용을 검토할 수가 있다.
6) 이를 통해 기존의 노조 조직체계를 개편하는 '산별노조의 전환'은 조직에 핵심사업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현안인 비정규직(파견․단시간․유기근로자)에 필요한 인력수급의 신축성을 고려하면서
기본적 보호의 실효화7)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런데 이 문제를 정부가 노사간의 동의
없이 무리하게 입법화한다면 노정간의 갈등이 심화될 것이다. 결코 쉽게 해결할 문제가 아닌 듯
싶다. 그럼에도 이제는 선진화법제 남은 과제(복수노조, 노조전임자 급여)와 부각된 사안(비정규
직)에 대한 해법을 구체적으로 결단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4. 남은 과제들은 무엇인가?
지금은 급변하는 세계화 속에서 그 어느 시대보다도 노사정 간에 있어 긴 안목과 협력과 신뢰,
대화가 필요한 시기이다. 어느 일방에게 고통과 책임만을 떠맡기면 사회적 갈등의 심화만 초래할
것이다. 철옹성도 함락되는 데는 하루면 충분하지만, 성을 쌓는 데는 기나긴 세월과 무한한 눈물
과 땀, 피와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것이 바로 '노사관계'이다. 이미 입법화된 사항에 대해 규제완
화를 하면 되는 것인가? 규제완화의 의미로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을 문제 삼지 말자'는 논
리가 왜 안 먹혀들어 갔을까? 선진화를 위해서 정말 필요한 입법은 어떤 것이며, 현실적으로 1
개, 3개, 5개로 선택할 문제인가? 현재로서 우선시해야 한다면 '파업시의 대체근로를 전면적으로
허용'하고, 노조전임자 급여 지급에 대한 원칙으로서 대응할 강한 힘을 가지고, 법과 원칙(법치주
7) 예를 들어 비전문직 단순기능 근로자들의 본격적인 일자리 창출 정책이 추진될 경우 인턴사원의2만명을 지원하는 재정사업의 확대도 그 해법
일 수가 있다.

의)이 올바로 집행할 의지가 있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는 정부의 일관된 정책을 추진해야 하지만, 정부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기업 차원에
서 노사, 특히 노조 측의 미래지향적인 사고로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야만 목표를 실현할 수 있
다. 물론 노동법의 전체적인 흐름에 노사관계는 산업사회의 특유한 인간관계에서 법에 의한 규율
보다는 '노사간의 자주적이고 공정한 룰의 관행화'가 노사관계의 안정화의 첩경이다. 어찌보면
국가 수준에서는 정․노․사․학(政勞使學)에 따른 사회경제발전의 비전을 수립하고, 중장기적
노사관계 조율이 필요한 때이다. 이럴 때에 '경제계'가 노동시장의 유연화 및 노사관계의 안정8)
이 정말로 중요하다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서, 포괄적․종합적․중장기적 측면에서 고안
된 노동에 관한 마스터플랜이 수립 및 실행이 절실하다. 그에 대한 관심과 열정, 경제적인 과감
한 투자로 신뢰의 인프라를 구축해야만 한다는 결단과 실행이 긴박한 때이다.

8) 이러한 와중에도 우리의 노사관계에 대해서는 합리화 및 실사구시의 정신이 필요하다. 사용자측의 '공장을 내집 처럼 근로자를 가족처럼' 인식
하거나, 노동자 측의 '노동자가 주인 되는 세상'을 꿈꾸는 것이 공존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은 노사간의 갈등만 팽배하게 하는 것이다. 그
러나 고용관리와 노사관계만이 생산성 향상의 열쇠라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지난 2006년 5월 16일 일본 경단련은『새 시
대 기업내 소통 구축을 향하여』를 발표하면서, 일본의 1990년대 위기를 극복하는 가능성은 '신뢰를 바탕으로 한 노사 모두 노력한 결실'이며, '
노사간 소통이 향후 경쟁력의 원천'이고, 생산성 3원칙(고용보장, 노사협의(협력)에 따른 파이의 확대, 파이의 분배공정)은 지금도 보편적인 의의
를 갖는다고 명언하고 있는 것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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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 조세정책 측면의 기업환경: World Bank 2006년 조사
– 178개 비교국가 중에서 106위
• 납세단계: 141위, 순응비용: 114위, 세부담: 44위

• WB 조사결과의 의의
– 기업의 실제환경을 중심으로 조사
– 국제간 같은 지표를 사용한 비교조사
• 조세경쟁 현실에서 우리의 현주소를 정확히 파악
• 추상적 연구가 아닌, 구체적인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자료제공

– 세제 뿐 아니라 세정을 포함한 종합적 조세정책 환경을 평가

문제점
• 복잡한 조세체계: 징세 및 납세협력 비용
– 30개의 세목수
– 방대한 비과세 및 감면조항

• 조세 및 사회보험 행정간의 중복
– 사회보험과 조세행정은 국민의 소득정보를 기반으로
하나, 행정기관이 달라 납세순응비용 증대
• 국민연금, 건강보험 행정

• 과도한 종합부동산세 부담
– 기업의 부동산은 생산을 위한 투입요소이므로, 누진
적 종부세 부과는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림.
• 제도 시행 첫해인 2005년 전체 종부세수 중에서 법인분이
86%를 차지함.

– 기업의 부동산 보유형태는 기업특성을 반영하는 것이
지, ‘고액의 보유자’란 정의와 어울리지 않음.

• 법인세제의 누진구조
– 법인세 부담은 국민모두에게 전가됨
– 법인세제로 소득재분배 기능을 달성하려는 의도는 구
시대적 사고
– 미국, 일본을 제외한 선진국들은 모두 단일세율 구조

• 세무조사의 객관성 문제
– 세무조사의 객관성, 정치적 연계성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높음.
– 탈세방지를 위한 효과적 정책수단으로의 한계

개선방향
• 조세체계의 단순화
– 세목수를 줄이고, 비과세 및 감면조항 축소, 목적세
폐지
• 30개 세목을 14개로 축소가능

• 사회보험과 조세간의 행정통합
– 국세청이 중심되어 징수업무 통합

• 법인분 종합부동산세제의 폐지
– 경쟁력 제고를 통한 세수증대 효과 기대

• 세무조사의 투명성 제고
– 투명성에 대한 신뢰를 제공 가능하게 하는 방안제시
– 국세청장의 임기제

• 신고서식의 단순화
– 세제개혁과 함께 추진필요

• 전자세정 확대
– 전자세정 사용에 경제적 유인책을 강구

• 조세정보 공개범위의 확대

기대효과
• 개혁방안에 따른 기업환경 개선효과
– 납세횟수: 48건 -> 17건
• 폐지예상: 인지세(1), 재산할 사업소세(1), 공동시설세(1), 도
시계획세(2), 종업원할 사업소세(12), 종합부동산세(1), 국민
연금 혹은 건강보험(12)

– 순응시간: 연 290시간 -> 170시간
• 국민연금 순응비용 절감

– 이윤대비 세율: 34.9% -> 28.38%
• 절감분: 인두세(0.01), 재산할 사업소세(0.02), 공동시설세
(0.1), 도시계획세(0.13), 종업원할 사업소세(0.56)

• 개혁 후 어떻게 달라지나?
– 국제간 비교순위 변화
• 106위 -> 20위

• 개혁이 가능한가?
– 해당 행정부서의 반발
• 공공부문 개혁틀 속에서 추진필요

– 지방정부의 반발
• 재정분권의 개혁

토론

안종범(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현진권 교수는 한국의 조세제도와 조세행정이 안고 있는 문제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개선방안
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시도는 감세의 효과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의미 있는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감세는 감세를 통한 경제활성화 효과와 함께
비정상적이고 불합리한 세제와 세정을 바로 잡는 노력도 포함되어 있다
. 따라서 세제와 세정의
전반적인 개선과제를 논의하는 것은 감세를 넘어서서 포괄적이고도 근본적인 의미를 갖는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현교수가 제시한 문제와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문제를 보다 부각시키고 개
선방안에 보다 실현가능성을 부여하기 위해, 소득세제를 중심으로 몇 가지를 개선과제를 추가하
고자 한다. 특히, 여러 세목 중에서 소득세제의 경우 두가지 단계로 구분하여 개선과제를 검토하
고자 한다. 소득세제 개혁의 첫 단계는 소득세제의 정상화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상화의 핵심은

면세점 인하를 통한 과세자비중의 제고와 과표양성화를 통한 형평성의 제고라고 하겠다. 두 번째 단계
는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소득세제의 개편이라 할 수 있다. 즉, 고령화와 개방화시대에 부응하는 소득세
제의 도입이 과제라 할 수 있는데 이는 바로 소득세제의 선진화 과정으로 인식된다.
1. 과표양성화를 통한 소득세 정상화 방안
소득세제 정상화를 위한 최우선 과제는 과표양성화를 위한 소득파악의 획기적 개선이라고 할 수 있다.
소득세의 과표양성화를 위해서는 부가가치세의 정상화가 우선되어야 한다
. 소득세의 탈세는 부가가치
세의 탈세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가가치세의 과표양성화에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부
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한 첫 단계로서 간이과세자에
적용되는 업종별 평균부가가치율을 대폭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 연간매출 4800만원까지
의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간이과세방식은 매출을 신고하면 업종별 평균 부가가치율을 적용 받게 되어
있는데, 현재의 업종별 평균 부가가치율은 실제 부가가치율보다 오히려 낮은 경향이 있기 때문에 간이
과세대상자들은 실제보다 낮은 부가가치율을 적용받아 부가가치세를 덜 내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다
.
따라서 평균부가가치율을 실제보다 높게 책정하게 되면 납세자의 경우 실제 매입을 스스로 밝히는 것
이 높은 평균부가가치율을 적용받는 것보다 유리해 지게 된다. 다시 말해서 납세자 스스로 간이과세자
에서 일반과세자가 되는 것을 선택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조정단계를 거친 후 중장기적으로 간이과세제도까지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조정단계를 거
친 후 간이과세제도를 중장기적으로 폐지하게 되면, 부가가치세대상자는 소액부징수자와 일반과세자로
이원화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대부분 사업소득자가 매출과 매입을 신고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들이
기장에 의한 소득세 신고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부가가치세의 정상화
를 통해 소득세의 정상화가 가능해 진다는 것이다.
소득세 과표양성화는 근거과세의 확립을 통해 가능하다. 이러한 근거과세는 바로 기장을 유도하고 각
종 과세자료의 활용을 최대화하는 것이 핵심과제라 할 수 있다. 특히, 본격적인 근거과세확립을 위한
중장기대안으로 전자기장의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전자기장이란 IC카드를 이용해 매입, 매
출을 기록, 정리하는 것이다. 이러한 전자기장은 사업소득자들의 모든 거래가 자동적으로 국세청 전산
망에 기록됨에 따라 근거과세확립의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되는 것이다.
2. 면세점 인하와 근로장려세제 도입을 통한 소득세 선진화
2000년 10월 도입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갖는 문제는 근로의욕이 급격히 저하되는 문제와 소득파
악이 미진하여 수급자간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방치할 경우 빈곤탈출효

과가 지극히 저조한 가운데 재정부담이 증대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 따라서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는 근로무능력자에게 한정시키고
, 근로능력자에게는 2008년부터 시행된 근로장려세제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하에서의 근로능력자를 근로장려세제 체제
로 흡수함과 동시에 소득세제도 하에서 면세점을 인하하고 과표구간과 세율체계의 조정을 통하
여 재원을 조달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가지는 근로
의욕 저하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면세점을 인하함으로써 과세자 비율을 높여 제도시행에 따른
비용부담을 보전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3. 물가연동제도 도입
물가가 상승했는데 소득세체계가 물가상승에 따라 변화하지 않으면 실질적인 세부담은 늘어나게 된다
.
명목소득이 10% 인상되었지만 물가가 10% 인상되었다면 실질소득은 변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공제액
이 하나도 없다는 전제에서 소득이 1,000만 원인 사람의 명목임금이 물가상승률 10%에 맞추어 10%만
큼 오르면 과세표준이 1,100만원이 된다. 그로인해 80만원이던 세금이 97만원으로 증가하여 소득상승률
인 10%인데 반해 세부담의 증가율은 21%가 된다.
근로소득세의 경우 물가상승에 따른 세부담의 변화가 소득계층마다 다르다. 소득이 높을수록 물가상승

에 따른 세부담의 영향이 작아지기 때문에 물가상승을 반영하지 않는 소득세체계 하에서는 고소득층이
더 유리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물가상승에 따라 과세계급구간을 시기적절하게 조정하지 못할 경우 세
부담뿐만 아니라 소득분배의공평성을 측정하는 지표인 누진성도 달라진다. 그동안 과세구간과 공제제
도를 물가상승에 연동하여 상향조정하지 않음으로써 명목소득의 과세표준 적용구간이 상승되어 한계세
율이 높은 구간으로 이동하여 평균세율과 실효세율이 전년에 비하여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안종범,
임병인, “물가상승을 고려한 소득세누진도의 측정과 세제개편의 평가”, 『재정논집』, 제16권 제2
호, 2002.2). 이는 실질적으로 소득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세부담이 더 늘어나 납세자들의 가처분소득
이 줄어든다는 것을 말해준다. 따라서 미국 등 선진국과 같이 소득세제를 물가변동에 자동적으로 연동
하도록 하는 방안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소득세제의 세율계급구간을 현행과 같이 4
단계로 유지하되 계급구간과 각종 공제제도 등을 물가변동에 연동시키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
다.
4. 효율과 형평의 조화를 통한 자본소득과세의 개혁
현재 소득세제 개선의 세계적 추세는 효율성에 우선순위를 둔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은 여전히 형평
성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소득세제의 선진화를 위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
다. 그러나 소득세제의 정상화 과정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된다면 한국의 소득세제에서의 형평성 추구를

세계적 추세인 효율성 추구와 동시에 추구하는 방안도 모색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바로 이
러한 가능성은 금융소득종합과세와 자본소득과세의 개선과정을 통해 나타날 수 있다. 한국은 선진국들
이 거쳐 간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통한 형평성의 추구과정을 아직 본격적으로 경험하지 못하였다. 그러
나 선진국은 이미 금융소득이나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에 있어서 효율성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스칸
디나비아 국가들이 시행하고 있는 이중소득과세(dual income tax)와 같이 자본소득에 대해서는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한 가지 예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의 경우 형평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추
가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서 선택형 금융소득종합과
세의 추진이나 주식양도차익과세의 부분적 시행 등으로 가능할 것이다.
한국의 금융소득종합과세는 4,000만원이라는 기준금액이 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종합과세라고 할 수 없
다.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전혀 내지 않는 저소득층이 금융소득에 대해서만15%의 세율을 적용
받는 불합리성과 불공평성도 갖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는 금융소득에 대해 종
합과세와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선택형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가 있다. 이는 납세자가 분리
과세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금융정보를 국세청에 통보하지 않고 높은 세율의 원천징수로 납세의무를 종
결시키고, 종합과세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대신에 금융소득을 포함한 여타소득과 함께 해당
소득세율에 따라 종합과세 하는 제도이다. 이는 저소득층의 세부담 완화와 고소득층의 세부담 증대를
실현하면서도 금융시장에 주는 충격은 최소화시킬 수 있는 제도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현행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상장법인과 코스닥 등록법인 주식의3%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대주
주의 주식양도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세율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인투자자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부과하지 않는다. 반면, 개인투자의 주식양도차익은 비과세대상으로 분류되어 주
식거래시에 거래대금의 0.3%인 소액의 증권거래세만 부담하고 있다. 이는 자산소득 분류 과세의 원칙
에 위배되므로 수평적 공평성을 위배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부유층의 대부분이 금융자산을 소유하
고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 수직적 공평성도 침해되고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제 주식양도차익과세제도의 합리적인 도입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장기적으로 금융시장과 자본
시장을 선진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타의 소득과 같이 종합과세를 하되, 단기
간에 이루어지는 투기적 거래에 대해서는 높은 세금을 부과하고 장기적인 투자에 대해서는 세금을 낮
추어 주식시장을 투기가 아닌 투자의 장으로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과세방법으로는 종합과세 세율
로 적용하는 방법과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납세자가 택일하는 방법이 있다
. 특히, 단기양도차익과 장
기양도차익을 구분하여, 단기중과․장기경과의 원칙으로 세율, 면세점 등의 차등 설정을 고려해 볼 수
있으며, 미국의 방식을 적용하여 장기양도차익의 50%를 비과세 한다면 행정비용이나 납세비용의 상승
없이 실행할 수 있다.

장․단기 구분은 독일의 경우와 같이 1년으로 설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독일의 경우, 개
인이 1% 미만의 지분을 1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비과세하여 장기보유를 유도하고 있으며, 1% 이상
의 지분을 소유한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과세하고 있다. 또한, 주식투자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
서는 소득공제혜택을 부여하여 주식으로 손실을 본 만큼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게 함으로써 주식매매
로 본 손실에 대해 별도로 내는 부담을 없애 줄 수 있다. 따라서 장기투자는 세금 부담이 현저히 줄어
들고 손실은 차익에서 공제할 수 있어 주식양도차익과세가 주식시장을 오히려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
가 될 수 있을 것이다.
5. 과세단위의 재검토
소득세의 과세단위는 개인이다. 금융소득종합과세가 부부합산인 것이 헌법불합치 판정이 내려진
바 있다. 그렇다고 과세단위에 대한 검토가 필요없는 것은 아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저출산 국
가인 우리가 여성의 노동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세제상 유인체계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미국과 같이 개인과 부부간의 과세단위를 선택하도록 하고 부부합산의 경우
개인의 경우보다 세율체계를 전반적으로 하향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근로장려세제의 시행은 소득세체계 내에서 소득보장정책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개인단위로 이루어지는 현행 소득세체계와 조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인지
를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현재 근로장려세제를 도입한 대부분 국가들이 가구 단위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을 감안하여 현행 소득세체계를 부부합산과세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6. 신중한 세제개편
이제 더 이상 세금을 다른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남용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
. 그동
안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면서 여러 세금을 동원했고 이는 결국 목적을 달성하지도 못하면서 조
세체계의 심각한 왜곡현상을 초래했었다. 사실 세금에 있어서의 변화는 적을수록 좋다. 모든 세
금은 경제적 손실을 수반한다는 이론을 내세우지 않더라도 세금의 변화는 최소화해야 경제주체
들의 경제활동이 원활해진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바로 이점에서 이명박 정부는 그동안 비정상적인 기능을 하고 있는 조세제도와 조세행정을 바로
잡는 노력을 해야 한다. 특히 중장기 조세개혁방안을 신중하게 수립하여 이를 통해 단계적으로
조세정책의 정상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동안 빈번한 세제개편이 가져온
왜곡현상을 깊이 인식하여 신중하고도 체계적인 세제개편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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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업환경의 변화와 자금 조달 및 도산 법제의 역할

<자금도달 부분의 중요성>
• 대한상의 “최근 기업자금사정 현황과 조사” : 조사대상 기업의 28.4%가
자금사정의 곤란을 호소, 자금애로를 타개하기 위해 정책자금 확대 및
이자율 인하를 요청
• 기업 자금사정의 해결방안 : 중장기적으로 자금조달 및 도산관련 법제의
개편을 통해서도 해결되어야 할 것임.

• 세계은행 기업환경 조사 2008(World Bank's Doing Business 2008)
: 2007년 자금조달 및 청산 부분에서 기업환경은 각각 36위 및 11위를 기록
자금조달 부분의 효율성 제고가 향후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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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의 투자 및 청산과 관련된 사전적 효율성 : 양의 투자가치를 갖는 투자
대안이 최대한 선택되는 것을 의미, 사후적 효율성은 기업가치가 극대화
되는 청산제도를 의미
• 채권의 우선순위가 도산법제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경우 자금조달 및
도산관련 개선방안을 동시에 검토하는 것이 중요
• 우리나라에서 자금 조달 관행 : 기업부실시 채권의 확보를 위해 금융기관의
대출은 담보물권 등을 중심

신규진입 기업의 경우 정부의 직접적 지원이나 보증을 받지 않는 한
기술력 등을 담보로 하는 채무형 자금조달이 제한

방향 : 기업의 진입을 활성화하면서 부실 시 채권자 권리를 일정 부분
사후적으로 강화함으로써 회생 또는 파산이 활성화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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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금조달 및 도산관련 기업환경의 변화추세
가. 자본시장의 글로벌화
• 자본의 다극화 : 회사 법제를 정비하여 정보의 비대칭성을 완화하고 이해 관계자간
유인체계를 보다 투명하게 정비하여 도덕적 해이를 완화함으로써
자국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추구
나. 물권화의 진행
• 물권의 특징 : 일정한 물건을 직접 장악하여 이익을 얻는 물권은 객관화, 정형화되어
있어서 비 관계성, 배타성을 띰.
• 기업자금 조달 단계 : 초기단계,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관계형 금융, 명성, 자본 등이
축적되면 비관계형 금융에 의한 자금조달 확대
• 비관계형 금융인 채권(bond)을 통해 자본이 조달되는 경우 : 자금의 공급자는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담보물권 등을 통해 배타적으로 권리를 확보하려는 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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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을 통해 채권형 자금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보 비대칭성의
완화는 물론 사후적 구제수단인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수단을 정비
선진 각국의 대응 : 공적등록 기구 등을 통해 채무는 물론이고 미래의 현금흐름 및 비정
형적 권리 등에 공시제도를 통해 물권적 특성을 부여
다. 도산제도의 국제 규범화
• 회생형 도산제도 : 미국의 경우 파산형 도산과 함께 회생형 도산제도를 크게 활성화,
각국은 이러한 사례를 받아들여 회생형 도산제도를 도입
• Djankov-McLeish-Shleifer(2006) : 채권자 협상력에 대한 제도개선 방향이 동일한 방
향으로 진행되지 않고 각국의 사정을 반영하여 다양
하게 진행
• 통합도산법의 특징 : 새로운 통합 도산법은 미국식 회생형 제도를 크게 수용, 도산 시
유인체계를 분석하여 이의 개선방안이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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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금조달 법제의 역할
• 대출에서 역선택 :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낮은 투자 수익률이 예상되는
자금부족 경제주체가 적극적으로 대출을 받고자하는 소위
역선택이 발생
계약의 불 완비성 : 대출이 이루어진 후 채무자는 자금의 용도를 변경하는
등으로 자신만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도덕적 해이 등이 발생 가능
정보 비대칭성이 높은 경우 금융기관은 담보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수요자
또는 정보 비대칭성이 낮은 수요자에 자금을 우선 공급하는 소위 관계형
금융이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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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산 법제의 역할
• 도산법의 기능 : 마찰이 있고 계약의 불완비성이 높은 현실세계에서 효율성
제고하며 Smith-Stomberg(2004)는 다음 기능을 제시
가. 확인기능 : 계약의 각 중간단계에서 경영성과 확인 및 재협상이 요구
나. 조정문제의 완화 : automatic stay 등으로 교착상황을 완화
다. 제 3자 이익의 보호 :
라. 자산가치의 유지 : 일정한 기간 이내에 협상을 하도록 강제
마. 유동성 제약의 완화
: 유동성 제약을 받지 않는 당사자의 자금투입으로 부족자의 유인을 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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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나라 자금조달 법제의 현황 및 문제점
민간 자금의 공급자는 기업의 부실이 발생하는 경우 채권을 보호하기 위해
담보물권을 중심으로 권리를 구성하는 경향
저당권 중심의 자금조달 방안은 초기단계의 기업의 경우 담보력이 제한되면
동부분에 대한 자본 공급이 협소해지는 문제를 야기
• 부동산 담보물권제도는 담보물권이 확보되지 않은 초기 단계의 기업 등에
대해서는 자금의 공급수준이 저하되는 문제를 야기
채무형 자금조달 부분에서 저당권 이외의 자금조달 방안이 산업의
고도화를 위해 긴요
• 본 글의 접근법 : 채권자의 협상력을 강화하는 것이 사후적으로 채권자로의
부의 이전을 강화하여 기업가 정신을 저하할 수 있으므로
기업가 정신을 확보하는 제약하에서 채권자의 권리를 강화
하는 방안을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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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정부지원에 대한 의존도 심화
• ’96년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고용비중이 높은 중소기업에 대해
총액한도대출 및 재정자금 지원과 같은 직접 자금공급 및 보증기금을
통한 신용공급이 크게 늘어났음.
이를 극복하기 위한 신용보증 규모 확대 등으로 GDP대비 신용보증
규모가 크게 증대되면서 동 부분에서 가격기능 및 효율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야기
나. 저당권 중심의 자금공급
• 부동산은 사법기관에 의해 운용되는 등기제도와 같은 엄격히 정형화된
제도를 통해 유지되므로 비정형화된 기업의 다양한 자산에 대한 가치가
담보로서 인정되지 않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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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경제주체의 다양성을 반영한 자금조달 방법 부족
• 민간을 통한 자금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제주체의 협상력이
가격 메카니즘을 통해 반영될 수 있게 정보비대칭성이 완화되고, 담보물권
의 범위가 확대
• 기업입장에서는 정부지원은 일단 지원을 받으면 지원을 계속 받게 되므로
정부지원에 의해 지대(rent)가 형성되어 신규산업 부분에 대한 자금공급이
약화되는 부작용을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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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산 법제의 현황 및 문제점
• 도산에 따른 제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사적조정을 우선하는 보통법(common law)
방식과 정부와 같은 제 3자에 의한 개입을
중시하는 시민법(civil law) 방식
• 채권자 협상력이론: 관계자간의 협상력을 중시하고 법원을 통한 강제집행을 중시
• 정보이론 : 강제적 공시 및 공공부분에 의한 정보공유를 강조

• 영미계의 보통법 국가에서는 관계자간의 협상력을 중시하며 시민법계의 경우 정보
공유 등을 강조

우리나라 도산법은 미국의 회사갱생 제도를 도입하되 사법부에 의한 개입을
강화한 방식으로 평가
• Djankov-McLeish-Shleifer(2006)는 자금공급의 확대를 위해서는 선진국의 경우
선순위 채권자의 협상력, 개도국의 경우 공적 등록기구의 역할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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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유인에 의한 사적 조정기구 취약
• 워크아웃 : 공적기구의 감독하에 주채권자를 중심으로 협상을 통한 채무 조정으로
대규모 기업을 구조조정을 했던 방식

• 대기업 구조조정 : 주주-경영자의 주식보유 비중이 의결권의 절대비중을 차질하지
않는 상황에서 대주주에 대한 압력이 효과적

• 소규모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 지배력의 조정 등을 통한 사적 구조조정이 취약한

상황에서 주주에게 압력을 효과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수단이 제한되므로 도산이 청산과정으로 귀착되는 경향

나. 기업 도산 절차에 있어 낮은 유인체계
특히 주주, 지분권자의 경우 경영권을 유지함에 따라 도덕적 해이를 통해 채권자 등의
부를 이전하려는 유인을 갖는데 반해 기업 회생에 따른 적극적이고 명시적인 보상이
취약
경영층이 회사를 경영하는 과정에서 개인보증을 많이 한 경우 회생절차에서 회생
채권 목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최대한 도산절차를 개시하는 시점을 늦추려는 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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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자산매각 등에 있어 다양성 취약
• 미국의 경우 Chapter 11의 section 363은 채무자가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산매각을 폭 넓게 허용
• 반면 우리 도산법에서 자산매각은 회생계획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므로 계획
수립 이후 경제 상황변화에 따른 관리인의 처분이 제한
라. 이해관계자간 조정지연
• 관리인이 기존 주주로 임명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담보채권자에
대한 순위를 조정하는 것을 사전에 감안하여, 담보권자는 의결을 지연할
개연성

2. 우리나라 자금 조달 및 도산 법제의 문제점 및 평가
<그림 4> 자금조달 경쟁력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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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금조달 및 도산법제에 대한 세계은행의 평가
• 『Doing Business』 ‘07년도 국가별 순위: 우리나라의 자금조달 분야
(getting credit)는 36위를 차지하고 있고 기업 도산관련 순위는 11위를
기록
• 우리 경쟁상대국과 견주어 보면 우리나라 자금조달 관련 경쟁력은 일본과
같은 전통적 강국은 물론 싱가포르나 홍콩과 같은 소국에 뒤처지고 있음.
• 세계은행은 채권자의 협상력을 제고하는 경우 중소기업 부분으로 자금
공급이 증가한다는 가정을 전제로 논의를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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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세계은행의 자금조달(Getting Credit) 및 도산부분(Closing a Business) 구성항목 및 세부평가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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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세계은행『Doing Business 2008』를 토대로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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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정방법 : 세계은행은 자금조달분야의 기업환경을 크게 법적권리지수,
신용정보지수와 공적, 사적 등록기구의 범위와 같은 네 가지로
나누어 측정
• 우리나라의 법제에서 채권력 지수자체는 미국 등에 비해 약하지는 않으나
영국, 싱가포르, 홍콩 등에 비하면 약한 것으로 판단
• 홍콩의 경우 자금조달에서 2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주로 채권력 관련
지수가 우리나라에 비해 높음을 알 수 있음(<표 3> 참조)
• 세계은행의 원활히 자금조달을 위한 권고 : 1) 신용정보의 공유를 확대,
2) 정보공유에 대한 법적 규제를 완화, 3) 모든 재산권에 대해 담보를 인정,
4) 모든 담보물에 대한 등록기구를 설치, 5) 담보권의 법원이 강제집 수단확보
• “세계은행 기업환경 조사 2008”은 도산법의 개선방향으로
1) 법원에 대한 의존도 최소화, 2) 전문법원 설립, 3) 채권자 권한 강화,
4) 불복의 제한, 5) 기한의 단축, 6) 인터넷을 통한 공시,
7) 유동담보제도의 도입, 8) 관리인의 전문성 제고 등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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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La Porta 에 따른 채권력 지수

회생(도산)신청

자동중지

우선순위

지배권

한

국

0

1

1

1

영

국

1

1

1

1

미

국

0

0

1

0

대

만

0

0

1

1

싱가포르

0

1

1

1

1

1

1

1

홍

콩

자료: 세계은행, 『Doing Business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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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자금조달관련 세계은행의 평가

순위

채권력지수

정보심도

공적신용기구

사적신용기구

한

국

36

5

5

0

74.2

영

국

1

10

6

0

84.6

미

국

7

7

6

0

100

대

만

48

4

5

0

67.1

싱가포르

7

9

4

0

42.7

2

10

3

0

64.7

홍

콩

자료: 세계은행, 『Doing Business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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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금조달 관련 규제
• 유동담보 : 기업 자체, 유동자산 또는 유한회사 등에 설정된 담보력
(security)이며 일정사건 발생에 의해 특정자산에 대한 담보력
확보(fixed charge)를 통해 권리가 결정(crystallization)
됨으로써 채권을 확보하는 제도
• 부동산 등기제도 : 법원이외 공적등록기구를 이용하여 일반 자산에 대해
권리를 확보하는 제도인 유동담보와 구분

(2) 도산 규제
• 미국 도산법의 경우 채권자를 중심으로 회생이 추진되고, 독일의 경우
법원에 의해 선임된 제 3 자인 관리인을 중심으로 회생이 추진
• 미국 도산법은 회생과정에서 발생하는 신규 채무발생을 적극적으로 수용
하나 독일 등은 신규자금이 필요한 기업의 경우 파산을 원칙

4. 주요 개혁과제 및 기업환경 개선방안

• Smith-Stomberg(2004) : 회생과정 중 채권자간의 교착(hold out)을 해결하기
위한 의결방식, 기업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신규
재단채권에 대한 우선순위 부여, 매각 시 자율성의
확대를 통한 최대 금액의 회수 등이 필요함을 강조
• Djankov-McLeish-Shleifer(2006) : 도산제도는 일정한 방향으로 수렴되는
경향이 낮으며, 각국은 상기 기능을
자체 법률 환경에 맞추어 운영
• Hart(1999)의 세 가지를 도산법의 목표 :
- 첫째, 회수금액을 최대화하는 도산방안이 선택
- 둘째, 도산을 통해 기존 경영층의 경영실패에 대한 제재를 가해야 함.
- 셋째, 도산과정에서 채권의 우선순위를 유지해야 하며 예외적으로
주주의 지분이 인정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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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혁의 원칙 및 방향
• 채권자 협상력 또는 정보 이론을 병행하는 2 계층(tier) 방식
: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에 정보의 비대칭성, 협상력 등에서 차이 반영
• 중소기업의 경우 자금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완화하고 채권자 협상력중 일정 부분을 보완해주는 것이 필요
• 대기업의 경우 사적 워크아웃 등이 발현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으므로
자본시장에서 모니터링의 효율성 제고
이를 위해 기업회생을 기본으로 하는 기존 도산제도를 유지하되 도산법의
예외조항을 정비함으로써 채권자 순위 존중과 기업회생원칙의 조화를 추구

4. 주요 개혁과제 및 기업환경 개선방안

• 다음 네 가지 방향으로 기업환경 관련 제도개선이 추진될 수 있음.
첫째, 직접적 자금의 공급보다 다수에 의해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가격 메커니즘을 통해 자금공급
둘째, 부실이 발생하는 경우 일차적으로 회생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나,
회생 가능성이 낮은 기업에 대해서는 도덕적 해이방지 장치를 강화
셋째, 채권과 연계된 물권에 대한 공적 등록제도를 확대함으로써 자금조달
에서의 정보비용을 낮추어 기업에 자금공급이 확대할 수 있는 여건을
정비
넷째, 기업의 생성, 청산, 도산에 관한 정보는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므로
도산과정과 별개로 정보가 관리하여 정보의 심도 및 비대칭성을 완화

4. 주요 개혁과제 및 기업환경 개선방안
(2) 주요 개혁과제 및 개선방안
가. 가격기능 보완을 통한 간접지원 확대
• 궁극적으로 기업의 신용위험이 증권화 등으로 가격 시스템을 통해서 보증
은행, 공적보증기관, 상업은행 및 보험사 간에 공유되면서 일반 투자자 및
해외기관에까지 이전
• 공적보증기구 : 단기적으로 벤처캐피탈의 채권(bond)형 자금지원에 대해
전문보증기관의 보증제도를 시행하면 고수익 채권시장의 활성화가 일정
부분 이루어질 수 있음.
나. 유동담보의 허용
• 저당권 중심의 자금공급을 개선하기 위해 점유를 하지 않으면서 저당권과
유사한 효과를 가지는 방안을 강구
• 법원의 등기정보와의 연계가 중요, 등록제도 운영이 법원과 같은 엄격한
기구보다 완화된 공적기구를 통해 관리
• 구체적으로 유동담보를 우리나라 법제에 도입하는 경우 도산법제에 이를
반영하는 것을 검토

4. 주요 개혁과제 및 기업환경 개선방안

다. 사적 신용정보집적기구의 기능 제고
• 미국 등 선진 각국은 신용정보를 집적하여 제공하고 가공된 정보 중 일부
(신용평점 등)의 공유를 크게 허용
• 미국의 경우 사적 신용정보집중기구의 정보 포괄범위가 100%,
우리나라는 74.2%
• 유사 신용정보 및 신용정보의 집중을 강화
• 기업 및 기업가 정보의 경우 유사 신용정보의 범위가 더 넓게 적용

4. 주요 개혁과제 및 기업환경 개선방안
라. 벤처 및 중소기업에 대한 발전단계별 자금공급 다양성 확대
• 벤처캐피탈의 자금지원 : 대출약정에 지배권 이전관련 조항이 반영됨
으로써 경영자에 대한 압력이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
마. 금지명령에 대한 예외인정
• 미국의 도산법 362(d)처럼 담보채권자에 대해 추가손해의 발생이 예상
되고 이를 주주가 보전할 수 있는 지분을 갖거나 추가 출자를 하지 못하는
경우 담보채권자에 대한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을 명시적으로 도입 가능

4. 주요 개혁과제 및 기업환경 개선방안

바. 도산 관리인 및 구 경영층에 대한 유인강화
• 구 경영층에 대한 유인 강화 : 구 경영층이 관리인으로 임명되지 않을 경우
회생채권자 목록에 도산개시 이전의 경영과정에서 발생한 개인보증을
포함하게 하는 것을 검토
• 도산개시 전 경영에 직접 관여함으로써 발생한 보증을 회생과정에 명시적
으로 포함시키는 경우 경영층의 부실기업에 대한 지배유인이 완화될 수 있음
사. 자산매각 등에서 관리인의 자율성 및 시가보상 강화
• 관리인의 자산매각 등에서 자율성을 확대해야 하고 이에 따른 시장가격기준
보상이 제시됨으로써 관리인에 대한 유인을 강화
• 다만 이 경우 관리인의 도덕적 해이가 강화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장치
(예 : 추가출자 등)가 필요

토론

홍순영(중소기업연구원 부원장)

주요 개혁과제 및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논평을 하고자 한다.
1. 가격기능 보완을 통한 간접지원 확대
논문은 공적보증기구보다는 특정산업에 전문화된 사적보증기구의 보증을 활성화시키고, 이들 보
증으로 형성된 채권을 파생상품을 통해서 유동화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경우, 채
권자가 충분한 정보를 갖기 쉽지 않기 때문에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한 리스크 발생, 이로 인한
자금공급상의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의 비대칭을 해소하는 것이
중소기업 자금공급 원활화의 중요한 요소이다.
특정산업 또는 특정지역 중소기업에 특화된 사적보증기구를 활성화하는 것은 정보의 비대칭을
완화하는 좋은 방안 중의 하나이다. 왜냐하면 특화된 사적보증기구가 일반 공적보증기구보다 밀

접하게 해당 중소기업을 관찰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사적보증기구는 다시 공적보증기구
재보증에 가입하는 방법으로 보증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사적보증기구의 보증으로 중소기업에 대출을 한 금융기관은 파생상품을 만들어 채권 유동화를
통해 자금압박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금번 미국발 금융위기에서 보듯이 파생상품의 무제한적
창출 허용은 금융기관을 총체적 위험에 빠뜨릴 수 있으므로 일정한 규제는 필요할 것이다.
2. 유동담보의 허용
논문은 기업에 자금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저당권 중심의 채권보다 기업자체에 대한 담보를 인
정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경우, 담보제공능력 부족으로 차입이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다. 특히, 오늘날 산업의 정보통신화, 서비스화에 따라 담보제공능력은 더욱 크게 하락하고 있
다. 따라서 논문은 기업자체에 대한 담보를 인정하여 무형자산의 담보제공이 가능하게 하자는 것
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는 담보능력은 부족하나 건실한 중소기업의 자금차입을 도울 것이다. 또
한 정보통신화, 서비스화되고 있는 산업형태에 적절한 방안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현재의 부동산 등에 대한 저당권과의 상충관계가 발생할 수 있는 바, 우선순위를 어떻게

조정하느냐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또한 기업이 부실화될 경우, 그 담보가치가 급격히 하락하기
때문에 금융기관의 부실화가 더 빨리 진행될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3. 사적신용정보집적기구의 기능 제고
논문은 사적정보기구가 정보제공자의 동의가 필요한 정보의 수집은 물론 공공기관에서 정보를
수집하여 이들 두 정보를 동시에 제공하게 하면 정보수집비용을 낮추면서 보다 정확한 신용정보
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조세체납 등의 공공기관 정보의 공개는 정보수집비용을 낮
추고 동시에 보다 정확한 정보 획득을 가능하게 하여 정보의 비대칭을 완화하는데 크게 도움이
된다. 따라서 사적정보기구는 물론 기타의 이해관계자도 특정기업에 대한 공공기관의 정보에 접
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럴 경우 특정기업에 대한 정보 등이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정보수집자를 사전 등록하는 것과 같은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4. 벤처 및 중소기업에 대한 발전단계별 자금공급 다양성 확대
논문은 주식에서 채권으로 전환할 수 있는 우선전환주(PCS) 형태의 자금지원을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벤처, 특히 초기 벤처기업에 대한 벤처캐피탈 투자가 부족한 요인 가운데
하나는 이들 초기 벤처기업의 장래를 알 수 없어 나중에 부실화 될 경우 투자자금을 모두 잃기
때문이다. 따라서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기 위해서는 벤처기업이 부실화되어도 잃는 투자
금액을 최소화화는 것이라 하겠다. 그 방안 중의 하나가 PCS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기업이
부실화되면 채권으로 전환해 확정채권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PCS는 실패한 벤처기업인들의 재기를 막는 요인도 될 수도 있다. 지분투자일 경우, 벤처
기업이 도산하더라도 벤처기업 경영인은 투자에 대한 책임이 없으므로 법적으로 자유롭게 재기
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의 경우, 기업이 도산하더라도 기업인은 채무면제를 위한 면책판결을 받
지 않는 한 계속하여 채무에 대한 변제의 책임을 가진다. 이럴 경우, 실패한 기업인의 재기를 저
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5. 금지명령에 대한 예외인정
논문은 중지, 최소 명령 등이 있을 시에도 담보채권자가 일정한 범위에서 담보권 행사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금융기관의 사전적 자금공급을 원활히 하므로 담보권자에게 금지명력의 예외 조
항을 인정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예외 조항의 존재는 분명히 금융기관의 사전적 자금공
급을 원활히 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은 이러한 제도가 있어도 기업이 부실화되어 회생절차를 밟을 경우
에 담보권을 행사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이다. 이는 곧 기업의 회생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논문에서의 제안이 논리상으로는 좋으나 우리나라의 현실을 감안할 경우 받아들
이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
6. 도산관리인 및 구경영층에 대한 유인강화, 7. 자산매각 등에서 관리인의 자율성 및 시가보상
강화 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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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집행의 현황
(1) 법과 계약
① 기회주의적 행위로 계약 불이행의 가능성
- 계약 이행의 기대가 낮으면 계약 위축
② 계약의 이행을 위한 방법
- 비공식적 방법: 명성, 사회적 관습/관행
- 공식적 방법: 법적 강제(독촉, 소송)
③ 선택에 영향을 주는 변수: 변호사 비용, 시간 비용
법규정의 명확성 등
- 법규정이 명확하고, 신속한 재판이 이루어진다면
당사자간의 자발적 계약 이행이 증대

(2) 한국의 법 집행 현황
<주요 경쟁국의 분야별 투자환경 비교>
구분

한국

싱가포르

홍콩

대만

중국

미국

일본

투자인센티브제도

2.85

3.68

3.57

3.26

2.83

3.59

3.28

행정규제완화

2.74

3.62

3.65

3.23

2.75

3.53

3.19

법제도의 일관성투명성

2.75

3.59

3.48

3.11

2.65

3.47

3.31

인력 및 노무환경

2.91

3.65

3.39

3.26

2.95

3.35

3.17

금융환경

3.01

3.53

3.65

3.11

2.66

3.41

3.31

조세환경

2.87

3.53

3.48

3.14

2.60

3.41

3.25

주거환경

3.12

3.62

3.35

3.17

2.51

3.47

3.25

평균

2.89

3.60

3.51

3.18

2.71

3.46

3.25

주: 5점 척도(5점이 매우 우수)
자료: 대한상의, 주한 외국계 기업의 투자전망과 과제조사보고서, 2008.7

<법적 이행 절차의 효율성 국제 비교>
국가

순위

홍콩

1

룩셈부르크

2

라트비아

3

싱가포르

4

아이슬란드

5

호주

6

핀란드

7

미국

8

노르웨이

9

한국

10

자료: World Bank, Doing Business, 2008

(3) 법 제도에 대한 평가
- 한국은 주요 경쟁국에 비하여 행정규제완화, 법제도
의 일관성과 투명성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법원에 의
한 소송은 효율적인 것으로 여겨짐
- 경제를 과다하게 규제하는 입법과 법 규정을 집행하
는 행정기관의 자의적 법 해석, 그리고 경제사건에
대한 검찰의 일부 정서나 여론에 따른 법 집행 등이
불만의 요소로 여겨짐

2. 주요 문제점과 개혁 사례
(1) World Bank의 평가
- 평가기준
ㅇ 법적 절차의 건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최종적으
로 계약대금을 받게 되기까지 거쳐야 하는 법적 절차
의 건수
ㅇ 법적 절차에 걸리는 시간
ㅇ 소송비용: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과 변호사 비용

World Bank의 평가항목별 비교
지역

소송절차(건수)

소송기간
(일)

소송비용
(소가 대비% )

OECD 평균

31.3

443.3

17.7

한국(10)

35(53)

230(8)

10.3(8)

홍콩(1)

24(3)

211(5)

14.5(22)

싱가포르(4)

22(2)

120(1)

17.8(42)

주: ( ) 안은 순위
자료: World Bank, Doing Business, 2008

효율성 상위국가와의 부문별 비교
홍콩

소송
절차
(건수)

소송
시간
(일)

소송
비용
(%)

룩셈부르크 라트비아 아이슬란드

싱가포르

한국

제소

2

6

5

5

4

6

법원심리

11

12

12

11

11

18

강제집행

9

9

10

11

9

11

-1

-2

고려사항
계
제소

24
5

26
21

27
49

26
45

22
6

35
20

법원심리

176

240

110

268

88

90

강제집행

30

60

120

80

26

120

계

211

321

279

393

120

230

변호사비용

12.7

6

8.6

5.9

14

9

법정비용

1.6

1.9

4.3

0.1

1.8

0.6

강제집행비용

0.3

0.87

0.01

0.09

2

0.7

17.8

10.3

계
14.6
8.8
12.9
6.1
주: 전자제소제도, 전문법원이 채택될 경우 절차를 각 각 -1 삭감
자료: World Bank, Doing Business, 2008

(2) 법원의 제도개선 노력
1) 재판의 전문성 확대
- 전문재판부의 확대
- 전문심리위원의 활용
2) 재판의 신속성, 편리성 제고
- 전자문서의 활용
- 재판지연을 위한 전략의 제한
- 강제집행절차의 개선

(3) 계약 집행과정의 문제점
1) 법원경매 가격의 규제
- 법원의 감정가격: 압류물품 특히 부동산의 경우 감정
기관을 통하여 결정된 감정가격이 최저입찰가격
- 경매물건 소유자인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
- 소수의 입찰자가 경매에 참여하여 담합의 가능성이
클 경우에는 의미가 있으나 현재는 비효율적

경매 가격 규제의 문제점
① 환경의 변화: 경매시장의 경쟁 개선
② 정보제공 기능의 상실: 감정일자와 감정
일자의 사이에 시간의 경과. 감정가격이
시장가격을 반영하기 어려움. 경매참여자
는 주관적 가치 평가에 의존.
③ 감정비용의 채무자(또는 채권자) 부담
④ 경매기간의 연장으로 감가상각 비용 초래

2) 집행관 시장의 규제
- 진입규제: 집행관 법에 따르면 10년 이상 법원주사보
·등기주사보·검찰주사보 또는 마약수사주사보이상의
직에 있던 자 중에서 지방법원장이 임명
- 경쟁의 제한으로 채권자의 선택 제한

외국의 사례
민간집행관 제도
- 미국의 경우 채무의 종류에 따라 county bailiff,
certificate bailiff, private bailiff
- 불가리아, 폴란드, 마케도니아 등이 민간집행관 제도
를 도입

3) 전자문서를 활용한 재판 부족
- 한국은 사건당사자들이 재판의 진행을 인터넷으로
확인, 재판기록의 열람, 독촉사건의 전자문서 도입
- 미국의 PACER, CM/ECF 제도
- 싱가포르의 EFS 제도

3. 개선과제
(1) 과다한 경제 규제 입법
- 현재는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 또는 제안하는 경우에는 비용에 대한 추계를 하
도록 하고 있음
- 재산권 등에 영향을 주는 법안에 대해 기대이익과 비
용을 추계하도록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정부의 자의적 법 해석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필요

(2) 전문법원의 설립 검토
- 전문재판부의 확대나 전문심리위원의 활용을 통해
재판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상사법
원의 설립을 검토해야
- 아일랜드는 고등법원에 일정액 이상의 상사분쟁을
전문으로 심리하는 상사 재판부를 설치

(3) 전자적 사건관리와 전자문서의 활용
- 인터넷 보급에 비하여 정보통신 기반을 사법절차에
이용하는 것은 저조
- 장기적 발전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실현해 나가야
- 전자법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4) 소액심판제도의 개선
- 개선의 민사 제1심의 본안 소송에서 2천만 원까지의
소액심판대상 소송이 80% 가까이 차지
- 1973년 소액심판법 제정 당시 적용대상이 1인당 소득
의 1.25배였으나 현재 1인당 국민소득 수준에 근접
- 소액사건은 신속한 권리구제가 훨씬 중요
- 소액심판대상의 확대 필요
- 소액심판대상 사건의 전자적 제소 허용해야

(5) 강제집행제도의 개선
1) 법원 감정제도의 탄력적 운용
- 감정가격의 80%를 최저 매각가격으로 정하면 경매의
신속한 진행 가능
- 공시가격의 선택적 적용: 당사자들이 동의하면 국세청
의 공시가격을 감정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 채무자에 의한 감정기관의 선택

2) 민간 집행관 제도의 도입

부록1. 세계은행 평가 예상 순위의 변동
구성항목( 순위)

세부평가요소

소송절차
( 53) ->29

소송기간
( 10) -> 2

평가단위

한국( 2008)

절차 건수

35-> 31

제소 및 송달( 22)

제소 및 송달 소요기간

일

20

법원심리( 6)

법원심리 소요기간

일

90

강제집행
( 60) -> 12

강제집행소요기간

일

120-> 60

계

소송비용( 8)

변호사비용( 22)

변호사비용/ 소송가액

%

9

법원비용( 20)

법원비용/ 소송가액

%

0.6

강제집행비용( 39)

강제집행비용/ 소송가액

%

0.7

계
전체 순위

230-> 170

10.3
10-> 4

부록 2. 계약집행 분야의 예상순위
호주
한국
핀란드
미국
노르웨이

순위
6
7
8
9
10

법절차( 건수) 소송기간( 일) 소송비용(%)
28
262
20.7
31
170
10.3
33
235
10.4
32
300
9.4
33
310
9.9

토론

고학수(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경제주체들은 왜 계약을 맺는 것인가? 계약의 체결과 이행과정에는 어떤 비용이 소요되고, 그 비
용을 줄이기 위해 생각해 볼 수 있는 방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소
송은 왜 제기가 되는가? 소송비용에는 어떤 요소가 있고, 소송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가? 계약의 이행 또는 소송결과의 집행을 위해서는 어떤 비용요소가 소요되는가
? 정기
화 교수의 발표문은 이와 같은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깊은 고민의 필요성을 다시금 돌이켜 보게
만드는 문제제기라 할 수 있다.
‘계약’의 문제는 법학자는 물론 경제학자들에게도 중요한 문제이다. 심지어 Oliver Williamson의
경우에는 전체 경제학을 ‘선택의 과학(science of choice)’과 ‘계약의 과학(science of contract)’으
로 크게 대별할 정도로 계약은 중요한 영역으로 고려된다. 아래 제시된 그림을 보자.1)
1) Oliver Williamson, ‘Transaction Cost Economics’, in C. Menard and M. M. Shirley (eds.), Handbook of New Institutional Economics
(Springer, 2005), p. 44, figure 1.

이 그림이 시사하는 것 하나는,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강조되어 오던 정통(orthodoxy) 경제학은
자원의 희소성을 전제로 어떻게 효율적 자원배분을 이룰 것인가의 문제에 주로 관심을 가졌던

것에 반해, 경제주체 사이의 관계는 시장을 통한 ‘선택(choice)’ 이외에도 ‘계약(contract)’을 통해
서 이루어질 수 있고 실제로는 계약관계의 분석이 경제주체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는 데에 있어
매우 중요한 것일 수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번 세미나와 관련해서는 그 중에서도 사적 계약관
계와 관련된(private ordering) 문제들이 특히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사적
계약관계를 다시 생각해 보면 이는 사전적 인센티브(ex ante incentives)에 관한 부분과 사후적
거버넌스(ex post governance)에 관한 부분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발표문은 그 중 사후
적 거버넌스에 관한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그와 관련된 비용을 다루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사후적 거버넌스 및 그와 관련된 비용을 고려하는 것은 그 자체로 중요할뿐더러, 그러한 고려가
사전적 인센티브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더욱 더 중요하다. 즉 당사자들은 사전적인
인센티브 구조를 생각할 때 인센티브 구조가 사후적으로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예를 들
어, 계약상 채무불이행이 있을 경우 이로 인한 손실의 보전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인지, 또 이
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이 어느 수준인지 등에 관해서도 고려를 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계약과 관련된 비용을 생각하면, 이는 주로 일종의 거래비용(transaction cost)인 것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거래비용은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어 고려할 수 있다.2) 첫
2) 거래비용에 대해서는 Oliver Williamson 위의 글 및 Douglas Allen, 'Transaction Costs' in Boudewijn Bouckaert and Gerrit De Geest (eds.),

째는, 탐색 및 정보비용이라 부를 수 있는 비용이다. 즉, 계약의 당사자들이 서로의 존재에 대해
알게 되고, 서로에 관한 정보, 제품에 관한 정보 등 여러 가지 형태의 정보를 교환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이다. 둘째는 협상비용이다. 즉, 구체적인 계약조건을 협의하고, 계약서를 준비하고,
그와 연관된 정보교환, 자료 준비 및 자료의 교환 등의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이다. 셋째는 집
행비용이다. 이는, 일단 체결된 계약에 대해 제대로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계약의 이행
을 촉구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소송 등 법에 정해진 절차를 따른다거나 그 밖의 절차를 통해 계
약의 이행을 보장 받거나 손실의 보전을 받게 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이라 할 수 있다.
발표문은 위에서 언급한 세 가지 유형의 거래비용 중 세 번째로 언급된 집행비용에 초점을 맞추
어 분석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아직 완결된 원고가 아닌 초고단계이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되
지만, 발표문 내용 중 논지나 근거를 좀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사항들이 곳곳에서
발견되는데, 아래에서는 그 중에서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한정하여 언급을 하고자 한다. 첫째,
민사소송에서의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비율과 관련하여, 발표문에서는 합의부 사건과 단독판사 사
건의 항소율에 현격한 차이가 있는 점을 들어 소액심판의 대상을 확대해도 무리가 없을 것이라
고 주장한다. 그리고 그러한 주장의 기본적인 전제로 1심 단독판사 재판의 경우 소송물가액이
Encyclopedia of Law and Economics (Edward Elgar, 2000) 참조. Allen은 거래비용을 ‘Neoclassical’ definition과 ‘property rights’ definition으
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2,000만원에서 1억 원인 사건을 대상으로 한다는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주장
이 설득력이 있기 위해서는, 실제 1심 단독판사 재판이 대상으로 하는 사건들이 어떠한 사건들인
지에 관한 정확한 법리적, 사실적, 통계적 분석이 필요하다. 우선 국내 민사소송의 절차상 사물관
할에 관해 살펴보면,3) 발표문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소송목적의 값이 1억 원 이하인 사건은 일
반적으로 단독판사의 관할에 속한다. 하지만, 이와 별도로 소송목적의 값의 고하를 막론하고 (1)
수표금, 어음금 청구사건, (2) 금융기관 등이 원고가 된 대여금, 구상금, 보증금 청구사건, (3) 자
동차운행, 철도운행, 산업재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 및 채무부존재 확인 사건 등 사안이 단
순한 사건은 단독판사의 관할에 속한다. 또한 재정단독사건이라 하여, 원칙적으로 합의부의 관할
에 속하는 사건이라도 합의부의 재량으로 단독판사가 심판하도록 결정하는 사건도 단독재판의
대상이 된다. 발표문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기 위해서는 단독재판의 대상이 되는 사건들에 대해
유형별로 파악을 하고 각 유형별 항소율은 어떠한지, 유형별로 항소율에 차이가 있다면 그 차이
의 원인이 무엇인지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 하나 언급하고자 하는 문제는 World Bank에서 발표하는 국가별 계약의 법적 이행 절차의 효
율성에 관한 지표의 측정기준 자체가 가지는 근본적인 한계 및 문제와 관련이 있다
. 발표자료(파
워포인트 자료)에는 2008년의 World Bank 자료에 따를 경우 법적 절차의 효율성 면에서 미국의
3) 법원조직법 제32조, 민사및가사소송의사물관할에관한규칙 각 조항 참조.

순위가 8위이고 한국의 순위가 10위인 것으로 표시되어 있고, 발표문에서 제시하는 제안(소송절
차 건수의 감소 및 강제집행 소요기간의 감소)을 따를 경우 순위가 바뀌어 한국은 7위가 되고
미국은 9위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 과연 그럴까?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았으면 하
는 것은, 발표문의 제안에 따를 경우에 순위가 실제로 그렇게 바뀔 것인가, 순위가 바뀐다고 할
경우 그것이 실질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순위가 바뀔 경우 실제 비즈니스나 계약업무에
종사하는 시장참여자들이 느끼는 바에도 차이가 생길 것인가 하는 좀 더 실질적인 차원에서의
문제이다. 계약이행 및 집행을 위하여 법원을 통해 법적 절차를 밟음에 있어 현재 미국이 한국보
다 더 효율적인 나라라는 판단에 동의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 것인가? 또한, 발표문에서 제시된
정책제안의 논리적 정합성과는 별개 문제로, 발표문에서 제안하는 대로 소송절차를 일부 간소화
하고 강제집행에 소요되는 기간도 줄인다고 하자. 그와 같은 두 가지 변화가 생긴다면, 한국이
미국에 비해 더 효율적인 법원절차를 갖게 될 것이라고 동의하는 사람은 또 얼마나 많을 것인
가? 사법비용 혹은 법률서비스의 비용에 대해 생각해 보자. 미국에서는 법률서비스가 GDP의
1.3% 정도를 차지한다.4) 한국의 경우에는 법률서비스 시장의 규모가 1조 7천억 원 정도로 추산
되고 있고 이는 대략 GDP의 0.7% 수준이 된다.5) 물론, 법률서비스 시장의 규모를 가지고 법적
4) Statistical Abstract of the United States, 2001, tables 596, 641, pp. 384, 418 (Steven Shavell, Foundations of Economics Analysis of Law
(Belknap Press of Harvard, 2004), p. 390에서 재인용).
5) 한국 법률서비스 시장의 규모에 대해서는 ‘사내변호사 활성화 방안 심포지엄’, 인권과 정의, Vol 374 (2007, 10), p. 116 (조근호 토론내용) 참조.
우리나라의 명목 GDP는 2008.2.4. 현재 243.4조원 이다. 한국은행 자료 참조 (http://ecos.bok.or.kr/jsp/use/100keystat/100KeyStatCtl.jsp).

절차의 효율성에 대해 직접 언급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이러한 통계치의 함의에 대해서는 생각
해 볼 필요가 있다.
발표문은 매우 중요한, 하지만 동시에 매우 어려운 사안에 대해 용기있고 과감하게 접근한 참신
한 시도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시도가 더욱 논의의 깊이를 더하여 장차 사법부를 포함한
법조계 종사자들에게도 의미있고 현실성 있는 자극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