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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2013년 출범한 박근혜정부는 2012년 제시됐던 공약사항을 실
천하기 위해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
을 수립하였다. 이러한 추진계획에 영향을 미친 공약사항은 주
로 2012년에 논의가 고조됐던 경제민주화, 고용보호, 복지지출
증대 등에 관한 것이었다. 이러한 논의가 쟁점이 되어 공약화된
배경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경제상황과 국민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적 경쟁력을 가진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 간 성과차이가 더욱 현저하게 나타났으며, 경
기침체에 따른 고용불안에 대한 우려가 고용보호와 고용기회 확
대라는 정치적 요구로 이어졌다. 또한 우리에게는 여전히 국가
적 재원을 성장에 쏟는 정책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성장에 대
한 국민적 회의가 이전보다 증대되어 복지지출 증대라는 정치
적 결정이 나타나게 됐다. 결론적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
기침체와 기업성과의 악화현상을 구조조정, 규제완화 및 경쟁
력 확충이라는 정책으로 돌파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
로 손쉬운 분배를 위한 인위적 구조적 수단을 통해 정치적으로
해결하려 했던 정책이 향후 우리 경제의 거대한 부담으로 작용
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4 정책리스크 쟁점과 평가

이러한 배경에서 비롯한 정치적 쟁점들이 정책화되려 했기 때
문에 한국의 정책불확실성은 새 정부가 출범한 2013년 초부터
매우 고조돼 있었다. 경제성장과 경제주체들에게 부담이 되는
쟁점사항 중 어떤 정책이 어떤 형태로 입법화되어 추진될지 우
려가 높았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2013년 한 해 동안 새 정부의
정책이 하나 하나 입법화·정책화되는 과정에서도 우려를 제기
하는 목소리와 상당한 충돌을 일으키기도 했다. 왜냐하면, 우리
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방향은 국내 설비투자를 증진시키고 신성장동력을 모색함으
로써 일자리를 증대시켜 저성장문제를 극복하는 것이기 때문이
다. 따라서 새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저성장극복을 위
해 기존 공약사항에 대한 수정과 일부 정책의 포기를 신중하게
고려하는 과정을 가져야 했다. 그러나 2013년 상반기 동안 고조
됐던 경제민주화 주장과 공약이행 목소리가 우리 사회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새 정부는 그 출범부터 성장의 발판이 되는
국가재원을 복지지출로 전환시키고 대기업규제와 고용규제를
강화시키는 정책을 정치적으로 선택하게 됐다고 평가된다.

2013년 한 해 동안 입법화시킨 정책들은 박근혜정부와 입법
부가 정치적으로 결정하여 선택한 결과이지만, 2014년을 맞이
하면서는 국가경제에 거대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
다. 2014년은 새 정부의 2년차에 해당하는 해로서, 정권 출범
에 따른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감소한 것이 사실이지만, 경기
침체의 지속으로 인해 중소기업뿐 아니라 대기업의 경영성과
가 악화되면서 경제민주화, 고용보호 및 복지지출에 대한 요구
는 점차 현실적으로 실현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즉, 2014년은
대선 공약이행을 수행해야 했던 2013년과는 판이하게 다른 새
로운 한 해가 될 것이며, 따라서 신 정부는 새로운 정책방향을
가지고 중요결정에 직면해야 할 것이다. 그러한 고민의 일환으
로 발표된 것이 지난 2014년 1월에 발표된 “경제혁신 3개년 계
획”으로 판단된다.
『2014 정책리스크 쟁점과 평가』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2013
년 동안 논의되고 입법화된 정책들의 쟁점을 분석함으로써 2014
년 경제에 부담이 될 우려가 있는 정책리스크를 평가하고자 한
다. 이러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검토 대상을 기업부문, 노동
부문, 복지부문 및 조세부문의 네 가지 분야로 분류하고 각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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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별 정책 아젠다와 구체적 정책에 대해 분석하였다. 방법론적
으로는 정책별로 논의되거나 입법화된 과정을 정리하고 외국의
사례와 비교한 후 정책의 효과에 대해 평가하는 방식으로 구성
했다.
본 연구에는 한국경제연구원의 연구진 대부분이 참여하였다.
짧은 기간 내에 충실한 내용의 연구를 수행해 준 연구진께 감
사드린다. 또한 각 부문을 총괄하여 연구를 기획하고 추진해 준
김현종 연구위원, 송원근 선임연구위원, 변양규 연구위원 및 신
석훈 부연구위원의 노고에도 감사드린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분석과 대안이 국회와 정부에는 정책입안 자료로서, 기업들에
게는 정책대응 자료로서 활용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2014년 3월
원장 권 태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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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정책리스크 연구의 배경
2013년은 박근혜정부가 출범한 해이다. 신 정부는 2012년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제시하였
고 또한 대선에서 후보 시절 내걸었던 공약사항을 실천하기 위해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다양
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러한 추진계획에 영향을 미친 공약사항은 주로 2012
년에 논의가 고조됐던 경제민주화, 고용보호, 복지지출 증대 등에 관한 것이었다. 이러한 논
의가 쟁점이 되어 공약화된 배경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경제상황과 국민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적 경쟁력을 가진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 간 성과차
이가 더욱 현저하게 나타났으며, 경기침체에 따른 고용불안에 대한 우려가 고용보호와 고용
기회 확대라는 정치적 요구로 이어졌다. 또한 우리에게는 여전히 국가적 재원을 성장에 쏟는
정책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성장에 대한 국민적 회의가 이전보다 증대되어 복지지출 증대
라는 정치적 결정이 나타나게 됐다. 결론적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침체와 기업성과
의 악화현상을 구조조정, 규제완화 및 경쟁력확충이라는 정책으로 돌파해야 했음에도 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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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상대적으로 손쉬운 분배를 위한 인위적 구조적 수단을 통해 정치적으로 해결하려 했던

이러한 배경에서 비롯한 정치적 쟁점들이 정책화되려 했기 때문에 한국의 정책불확실성은
새 정부가 출범한 2013년 초부터 매우 고조돼 있었다. 경제성장과 경제주체들에게 부담이 되
는 쟁점사항 중 어떤 정책이 어떤 형태로 입법화되어 추진될지 우려가 높았기 때문이다. 그
리고 2013년 한 해 동안 새 정부의 정책이 하나하나 입법화, 정책화되는 과정에서도 우려를
제기하는 목소리와 상당한 충돌을 일으키기도 했다. 왜냐하면, 우리 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방향은 국내 설비투자를 증진시키고 신성장동력
을 모색함으로써 일자리를 증대시켜 저성장문제를 극복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새 정
부는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저성장극복을 위해 기존 공약사항에 대한 수정과 일부 정책의
포기를 신중하게 고려하는 과정을 가져야 했다. 그러나 2013년 상반기 동안 고조됐던 경제민
주화 주장과 공약이행 목소리가 우리사회에 자리잡고 있었기 때문에 새 정부는 그 출범부터
성장의 발판이 되는 국가재원을 복지지출로 전환시키고 대기업규제와 고용규제를 강화시키
는 정책을 정치적으로 선택하게 됐다고 평가된다.

2. 연구의 목적과 방법론
2013년 한 해 동안 입법화시킨 정책들은 박근혜정부와 입법부가 정치적으로 결정하여 선
택한 결과이지만, 2014년을 맞이하면서는 국가경제에 거대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된다. 2014년은 새 정부의 2년차에 해당하는 해로서, 정권출범에 따른 불확실성이 상당부분
감소한 것이 사실이지만, 경기침체의 지속으로 인해 중소기업뿐 아니라 대기업의 경영성과
가 악화되면서 경제민주화, 고용보호 및 복지지출에 대한 요구는 점차 현실적으로 실현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즉, 2014년은 대선 공약이행을 수행해야 했던 2013년과는 판이하게 다른
새로운 한 해가 될 것이며, 따라서 신 정부는 새로운 정책방향을 가지고 중요결정에 직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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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할 것이다. 그러한 고민의 일환으로 발표된 것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으로 판단된다.
『2014 정책리스크의 쟁점과 평가』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2013년 동안 논의되고 입법화된
정책들의 쟁점을 분석함으로써 2014년 경제에 부담이 될 우려가 있는 정책리스크를 평가하
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검토대상을 기업부문, 노동부문, 복지부문 및 조세
부문의 네 가지 분야로 분류하고 각 부문별 정책 아젠다와 구체적 정책에 대해 분석하였다.
방법론적으로는 정책별로 논의되거나 입법화된 과정을 정리하고 외국의 사례와 비교한 후
정책의 효과에 대해 평가하는 방식으로 구성했다. 후술될 부문별 연구는 이러한 분석과정을
거친 내용이다.
부문별 구체적 분석에 앞서 본고는 총괄적 성격을 가지는 부분으로서 정책리스크 연구의
배경을 설명하고 종합하는 보고서이다. 본고는 먼저 한국경제의 정책불확실성 추이를 검토
하고 주요 정책이슈의 동향을 살펴봄으로써 경제불확실성과 정책리스크를 유발하게 했던 요
인들에 대해 검토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그러한 배경에서 2013년 동안 입법화·현실화된 정
책의 특성을 평가하고 2014년 정책리스크로 부상할 사안에 대해 검토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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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책불확실성과 정책리스크의 관계
‘정책리스크’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되는 ‘정책불확실성’과 비교해 보도록 하
겠다. 경제 전반에 파급력이 크고 중요한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이에 대해 정부가 어떤 경제
정책으로 대응해야 할 것인지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으로 전개되는데, 본고에서는 이렇게 특
정 정책이 결정되지 않아 발생하는 불확실성을 정책불확실성이라고 정의하도록 하겠다. 반
면에 정책리스크란 중요 사건의 발생과 이로 인한 쟁점사안의 입법화를 통해 특정 정책이 추
진되면서 현실적으로 경제주체와 국가가 분담해야 할 부담수준이라고 하겠다. 즉, 정책불확
실성이 주요 사건의 결과에 대해 아직 정책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 대한 우려라고 한다면,
정책리스크는 해당사건에 대응하여 특정 정책이 결정된 이후 나타나는 우려라고 비교할 수
있다. 따라서 결정된 정책이 부적절할수록 정책이 주는 정책리스크는 증가되며, 주요 사건에
대해 동일하게 부적절한 정책으로 대응한다면 정책리스크는 지속적으로 누적될 수밖에 없
다. 따라서 정책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이벤트에 대해 적절한 정책을 모색하는

Ⅰ. 정책리스크 환경

II. 2013년 경제정책불확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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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과 부적절한 기존 정책의 수정이 필요해진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책리스크와 정책불확실성은 서로 상호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경
제적으로 영향력이 강한 사건이 발생하였을 경우 정책불확실성이 증가하는데, 이러한 불확
실한 상황에 대해 부적절한 정책으로 대응하게 될 경우 국민생활과 기업에 부담시키는 정책
리스크는 증대된다. 또한 이러한 정책리스크로 말미암아 경제침체가 발생할 수 있는데, 저성
장 등 경제여건의 악화는 중요 사건으로서 정책불확실성을 증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즉, 특정 정책이 초래하는 결과가 우려될 경우 불확실성이 증대되며, 또한 정책이 가지
는 효과가 경제이벤트의 불확실성에 의해 증폭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책불확실성과 정
책리스크는 상호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

2. 2013년 정책불확실성 지수의 추이
경제정책의 불확실성을 대변하는 지수를 산정할 수 있다면 그 추이를 살펴보면서 경제정
책의 불확실성 규모를 가늠해볼 수 있으며, 어떠한 요인에 의해 불확실성이 영향을 받는지에
대해 검토해 볼 수 있다. 본고는 한국경제의 정책불확실성을 일정한 지표로서 산정하기 위해
Baker, Bloom & Davis (2013)가 제시하는 경제정책불확성 지수(Economic Policy Uncertainty index)
산정방식을 적용하여 살펴봤다.1) 이 연구는 미국의 경제정책불확실성을 지수화시키기 위해
언론매체와 정부세원, 그리고 정부전망과 실적을 검토하여 작업에 포함시켰다.2) 본고에서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1) 스탠포드대학의 Scott Baker 교수와 Nicholas Bloom 교수 및 시카고대학의 Steven Davis 교수는 경제정책불확실성
(Economic Policy Uncertainty)을 지수화시킨 EPU지표를 제시했다. Baker, Scott, Nicholas Bloom and Steven
Davis, “Measuring Economic Policy Uncertainty,”19 May 2013. 참조.
2) 이 연구는 학계의 관련 연구을 통해 신뢰성이 검증되고 있다. Baker, Bloom & Davis(2013)의 후속 연구 및 이 연구가 산정
하여 제시한 경제정책불확실성 지표를 이용한 학술연구에 대해서는 http://www.policyuncertainty.com/research.html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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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ker, Bloom & Davis (2013)는 미국 주요 신문사의 기사 중 ‘경제’ + ‘정책’ + ‘불확실’ 검색

으로 불확실성 지수를 산정하였다. 이에 따라 본고는 2005년 12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동
안 5개 종합일간지 및 2개 경제신문에 게재된 기사를 대상으로 검토했다.4) 해당 기간 동안 7
개 신문사의 기사 중 ‘경제’ + ‘정책’ + ‘불확실’ 및 ‘경제’ + ‘규제’ + ‘불확실’ 기사 수를 조사하
고 이를 ‘경제’, ‘경영’, ‘기업’이 포함된 기사 수로 나눈 비율을 월별 정책불확실성 지표로 산정
했다.5) 이러한 계산방식을 통해 산정한 비율 추이의 평균을 100으로 환산하여 도출한 정책불
확실성 지수의 동향은 아래의 그래프와 같다.
[그림 1] 경제정책불확실성 지수의 추이
300
250
200
150
100

0

2005/12
2006/2
2006/4
2006/6
2006/8
2006/10
2006/12
2007/2
2007/4
2007/6
2007/8
2007/10
2007/12
2008/2
2008/4
2008/6
2008/8
2008/10
2008/12
2009/2
2009/4
2009/6
2009/8
2009/10
2009/12
2010/2
2010/4
2010/6
2010/8
2010/10
2010/12
2011/2
2011/4
2011/6
2011/8
2011/10
2011/12
2012/2
2012/4
2012/6
2012/8
2012/10
2012/12
2013/2
2013/4
2013/6
2013/8
2013/10
2013/12

50

3) 정확히는 유사한 단어도 검색에 포함시켰는데, ‘정책’의 경우 ‘규제’, ‘입법’ 등의 유사단어를 포함시켰다.
4) 본고에서 사용한 미디어스크랩 검색프로그램의 한계로 2005년 11월 이전은 검색이 곤란하여 지수화작업의 시작점이 2005년 12
월이 되었다.
5) 검색기사 수만으로 지수화시킬 경우 해당 시기에 발행된 전체 기사 수의 증가-감소에 따라 영향을 받기 때문에 기준이 되는 기사
수를 일정화시키기 위해 분모로 경제, 경영, 기업 관련 기사 수를 포함시켜 일반화시킨 것이다. 그리고 분모없이 검색기사 수만으
로 산정하여 정책불확실성의 추세를 살펴본 바 있는데, 분모를 포함시켜 지수화시킨 본고의 정책불확실성 지수와 그 추세에 있어
현저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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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가 포함된 기사 수를 측정하여 수치화하였는데,3) 본고에서도 주요 신문사의 기사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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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부터 2013년 동안 우리나라의 월별 경제정책불확실성 지수를 살펴보면 글로벌 금
융위기가 나타났던 2008년 이후 정책불확실성 지수가 상승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08년
이전까지는 전체 평균에 해당하는 수치인 100을 넘는 경우가 간헐적으로 나타났으나, 글로
벌 금융위기 이후 몇몇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100을 넘고 있다. 즉, 우리나라의 경제정
책불확실성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증가됐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은 비단 우리
나라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며 미국에서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정책불확실성 지수가
증대하고 있다. Baker, Bloom & Davis (2013) 결과에 따르면 2000년대 이후 9/11 사태와 걸
프만 전쟁을 제외하고는 글로벌 금융위기이전까지 미국의 정책불확실성지수가 평균치인 100
을 넘는 경우는 거의 없었으나, 2008년 이후 거의 대부분 100을 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이
들 연구자들이 유럽과 중국 등 다른 국가에 대해 검토한 결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이들 국
가에서 경제정책불확실성 지수가 증가됐음이 확인됐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2년 말 대비 2013년 말에는 경제정책불확실성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2013년 초에는 새 정부 출범에 따른 대선공약의 이행과정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
았던 반면, 2013년 한 해 동안 박근혜정부와 국회가 공약을 입법화·정책화시키면서 고조됐
던 불확실성이 현실화됨으로써 나타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2013년 12월부터 다시
정책불확실성 지수가 증대되고 있어 2014년에도 경제주체들이 경제행위를 결정하는 데 불안
요인이 높을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하므로 정부의 신중한 정책결정이 필요해질 것이라 예상
된다.

3. 정책불확실성에 대한 영향요인
경제정책불확실성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은 대체로 세 가지, 즉 정치적 요인, 사회적 거
대 이슈 및 대외적 요인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 아래의 그래프는 경제정책불확실성이 급증
하는데 영향을 미친 해당 기간의 주요 요인을 접목시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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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경제정책불확실성 지수와 해당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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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정치적 요인으로는 대선·총선·지자체 선거 등 국민의 대리인 선출이 해당되며, 이는
선거가 정치적으로 민감하며 그 여파가 정책불확실성으로 이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
다. 그래프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대선·총선·지자체 선거 모두 정책불확실성을 증대시키는
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둘째로, 사회적 거대 이슈가 정책불확실성을 제고시키는 것으로 나
타났다. 검토 기간 동안 2007년에 있었던 노무현대통령이 제시한 연임제를 포함한 ‘헌법개정
제안’과 2013년 2/4분기 동안 격하게 논의됐던 ‘경제민주화’가 그러한 사례로 확인됐다. 또한
우리나라 경제정책불확실성에 미치는 세 번째 영향요인으로 국외적 요인을 들 수 있다. 우리
경제의 경우 특히 이 국외적 요인이 미치는 영향력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금융위기,
일본 지진의 경제적 파장, 유럽 재정위기, 미국 양적완화축소 등 해외 경제요인뿐 아니라 북
한의 정치적 격변, 미국 선거 등 국외 정치적 요인도 우리나라의 정책불확실성에 큰 영향력
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 상대적으로 국외적 요인의 영향을 받는 것은 사실이
지만, 미국의 경우도 정치적 요인이나 외생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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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세수ㆍ고용ㆍ경제성장 전망의 불확실성과 종합 지수의 산정
정책불확실성을 추정하는 방법의 일환으로서 정부 전망의 정확성을 검토해볼 수 있다. 본
고에서는 이러한 목적에서 정부의 세수, 고용 및 경제성장에 대한 전망이 실제실적치와 어떤
차이를 기록해 왔는지 그 추이를 살펴봤다. 먼저 세수전망과 실적치 간 차액의 추이에 대해
살펴봤다. 매년도 세수입전망치는 정부가 전년도 말에 발표하는데, 세수전망치와 실제세수
입 간 차이를 정책불확실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고려해봤다. 세수실적치에서 전망치를 제외
한 차액을 전망치로 나눈 비율을 1997년부터 2012년까지 살펴본 결과, 세수전망의 불확실성
은 최근 들어 감소되는 일면이 있는 것으로 보였다.7) 한편, 고용과 경제성장에 대한 정부 전
망의 불확실성을 살펴보기 위해 기재부가 발표한 고용 및 경제성장 전망과 실적치의 차이도
고려했다. 먼저 고용의 경우 고용실적치에서 전망치를 제외한 차이를 전망치로 나눈 비율을
사용했는데, 고용전망과 실적치 간 괴리가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경제성장의 경우 성장
률전망치와 실적치 간 괴리를 퍼센트포인트(% point)로 계산하였는데, 2000년 이후 기재부의
경제성장전망치와 실적치 간 괴리 추이에 뚜렷한 감소-증가 경향은 나타나지 않았다.8) 본고

6) Baker, Bloom & Davis (2013)의 연구도 아래의 그래프처럼 미국의 경제정책불확실성 지수가 국내요인 뿐 아니라 국외적 요
인에 의해 증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Figure 2: News-Based Economic Policy Uncertainty Index
(Jan 1985 - Mar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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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세수전망치와 실적치 간 차액 비율의 감소현상에 대해서 단언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추가적 검증이 보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한편, 정부의 세수전망과 관련하여 한 가지 현저한 사실은 세수전망치보다 실제세수입이 더 크게 걷힌 경우 즉 실적치가 더 높았
던 해가 더 많았으며, 그 경우 차액비율도 더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8) 한 가지 사실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 이후 정부는 2010년 한 해만을 제외하고는 모두 실적 경제성장률보다 높게 전
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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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Baker, Bloom & Davis (2013)의 연구방식을 따라 신문기사 검색을 통한 정책불확실성 지

성 지수를 아래의 그래프와 같이 작성했다.9) 경제정책불확실성 종합지수에서도 우리나라의
경제정책불확실성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증대됐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3] 종합 경제정책불확실성 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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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신문검색 기준 경제정책불확실성 지수 추이, 경제성장 전망치의 괴리 추이, 고용전망치의 괴리 추이, 세수전망치의 괴리 추이를
각각 표준정규분포로 전환시킨 다음 각각을 1/2, 1/6, 1/6, 1/6의 가중치로 통합함으로써 종합 경제정책불확실성 지수를 작성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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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2013년 경제이슈 동향

19대 총선과 18대 대선이 치러졌던 2012년 동안 경제관련 화두가 된 정책이슈는 ‘경제민주
화’였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 간의 차이가 나타나며, 대기업과 협
력업체, 판매업체와 대리점, 가맹사업본부와 가맹점 간 관계와 관련되어 발생했던 사건사고
및 부적절한 인식으로 인해 ‘경제민주화’는 2012년의 정치적 상황과 맞물려 화두가 됐다. 7개
신문사에서 보도한 경제기사 검색 수 대비 ‘경제민주화’ 관련 기사 수 비율의 추이를 살펴보
면 [그림 4]의 그래프처럼 나타난다. 조사 결과와 같이 ‘경제민주화’는 2011년 상반기까지 우
리사회에서 주요 논의대상이 아니었다. 경제민주화란 용어가 헌법에는 명시되어 있었으나
그 어원과 의미부터 불분명했다. 그 원인은 경제민주화가 경제학적 전문용어가 아니었으며
학술적 관심대상도 아니었다. 따라서 경제민주화란 용어가 본격적으로 이슈화된 것이 총선
과 대선이 동반된 2012년부터였다는 점은 해당 용어가 상당부분 정치적 성격을 가졌기 때문
이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2011년 말부터 논의가 급속히 증가된 ‘경제민주화’는 2013년 상반
기까지 높은 관심을 받으며 언론의 화두가 됐다.
그러나 ‘경제민주화’는 2013년 하반기부터 현저하게 주요 사회이슈로서 감소하게 됐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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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경제민주화’ 검색기사 비율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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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박근혜정부가 2013년 동안 대선공약으로 제시하였던 경제민주화 관련 정책을 입법화한

결과로도 평가할 수 있다. 그리나 무엇보다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발생한 경기침체의 장기

[그림 5] ‘경제민주화’ 및 ‘구조조정’ 검색기사 비율 추이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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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로 우리 기업과 경제상황이 열악해지면서 경제민주화로 대표되었던 진보적 경제이슈도 함
께 주요관심에서 벗어나게 된 것으로 평가된다. 그 대신 주요이슈로 부각된 것은 기업의 “구
조조정”과 “경제활성화”이다. 아래의 그래프는 ‘구조조정’ 검색기사 비율 추이와 ‘경제민주화’
검색기사 비율 추이를 함께 비교한 것이다. 두 검색기사 비율 모두 분모가 동일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두 단어의 검색기사 수를 비교한 것이 된다. 그래프에서와 같이 2012년 하반기
이후 ‘경제민주화’ 기사 수가 ‘구조조정’ 기사 수를 압도하기 시작하여 2013년 상반기까지 더
많은 기사 수를 기록했다. 그러나 2013년 하반기부터 ‘구조조정’ 기사 수가 추월하기 시작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에 ‘경제민주화’ 기사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즉, 2013
년 하반기 이후부터는 ‘구조조정’으로 대변되는 경제활성화 논의가 본격적으로 주요이슈로서
부상됐음을 의미하며 그만큼 현재의 경제상황에 대해 사회적으로 우려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보완적 검증을 위해 ‘경제’ + ‘활성화’로 검색한 기사의 비중을 살펴보면, 이 또한 2013년 하
반기부터 경제민주화 검색기사 비중을 압도하기 시작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음

[그림 6] ‘경제민주화’ 및 ‘경제’ + ‘활성화’ 검색기사 비율 추이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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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알 수 있다.

이슈로서 부상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즉, 2014년부터는 정부의 관심도 기존까지 논의 중
이었던 경제민주화, 고용보호, 세수증대 및 복지지출 지향적 정책에서부터 경제활성화, 규제
완화, 성장기반확충을 위한 정책으로 전향해야 할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
이 경제정책불확실성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으로서 정치적 요인이 중요한데, 2014년에
는 지자체 선거가 6월에 있어 경제활성화가 시급한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경제민주화와 복지
지출과 같은 정치적 이슈가 다시 한 번 부상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정책불
확실성은 국외적 요인이 크게 영향을 미치는데, 미국의 양적완화축소정책, 엔저현상, 북한
내부의 정치적 상황 등 대외적 요인들도 2014년 상반기 동안 국내 정책불확실성 요인으로 작
용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응정책이 주요 관심사항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Ⅰ. 정책리스크 환경

이러한 추세로부터 2014년부터는 기업구조조정을 위시한 경제활성화 정책이 사회적 주요

26 ┃ 2014 정책리스크 쟁점과 평가

IV. 2013년 현실화ㆍ입법화 정책 평가

2012년 대선과정에서 대중영합주의적 정책이 공약에 포함되면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한 정책에 상반되는 공약사항에 대한 현실화가 논의의 대상이 됐다. 새 정부도 2013년 동
안 대선공약의 실천을 강조했지만 그 내용에는 포퓰리즘적 요인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장기
적으로 경제기반을 약화시킬 우려가 크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입법화, 정책화시키는데 주저
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었다. 즉, 대선공약의 이행이라는 의지는 높았을 수 있으나 현실적
으로 수행하기에 무리한 정책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수정이 필요했다. 따라서 신정부로
서는 대선공약을 실천하지 않으려 했던 것이 아니라 실천하기에 너무도 어려운 경제여건이
라는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2013년 한 해 동안 추진한 정책을 살펴보면 오히
려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현실을 덜 고려하고 무리하게 추진한 측면이 강했다고도 평가된다.
경제적으로 판단하면 무리한 정책들이 입법화, 현실화됐지만 정치적으로는 여야 간 합의가
가능했던 분야에서는 일부 대중영합적 정책도 입법화되는 사례가 나타났다. 따라서 종합적
으로 검토해보면, 2013년 동안 박근혜정부와 입법부는 경제주체들에게 부담이 되며 장기적
으로 경제성장에 장애가 될 수 있는 정책공약들 중 정치적 중요성을 고려하면서 경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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덜 부담이 되고 한편으로 상징성이 높은 정책을 선택하여 입법화·정책화시켰다고 판단된다.

토하면 2013년 동안의 박근혜정부의 정책적 특성을 파악해볼 수 있다. 이를 위해 기업부문,
노동부문, 복지부문 및 조세부문으로 분류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1. 기업
기업부문 정책의 경우 2013년 동안 입법화되고 추진된 사항은 주로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중소기업 및 거래상 우위적 지위와 관련된 정책들이 입법화됐다고 평가된다. 가
맹본부로부터 가맹점을 보호하는 조항을 강화하고 하도급업체 손배소송에서 징벌적 손해배
상을 적용하도록 개정했다. 또한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보호하기 위한 명분으로 유통산업
내 SSM에 대한 규제를 강화시켰으며 중소기업 적합업종 및 사업조정제도에 처벌조항을 도
입했다. 이러한 정책은 사전적으로 거래상 우위에 있는 기업에 대해 행태상의 규제를 적용함
으로써 그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효과를 유발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는 한시적인 효
과만을 유발시킬 뿐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활동과 사적계약을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장기적으로 해당산업의 성장을 위축시킬 수 있어 경제주체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는 정책들이다. 특히 2013년에는 신규순환출자 금지규정을 도입함으로써 대기업집단에 대
한 구조적 규제를 더했다. 이러한 사전적 구조규제는 전술한 사전적 행위규제보다 더 강력한
조항으로서 기업의 행위여부와 관계없이 일률적 금지조항을 적용하는 가장 강한 규제에 해
당한다. 최선의 정책은 위법행위에 대한 사후적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이며, 이는 경제의 자
율성을 위축시키지 않으면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후적
처벌정책은 장기적인 처방이기 때문에 대중적·정치적 출자로부터 벗어나 있어 새 정부의 추
진정책 위에서는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2013년 동안 기업부문과 관련하여 새
정부와 국회가 입법화·정책화한 사안은 주로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따른 기공정사항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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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적 행태규제’와 신규순환출자금지와 같은 ‘사전적 구조규제’로서, 바람직한 정책방향이
라고 할 수 있는 ‘사후적 처벌’이라는 형식에 비해 일률적이고 강제적인 규제조항이 도입됐다
고 평가된다. 그러나 이렇게 도입된 사항들은 정작 기업투자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정책리스크를 가지고 있다. 즉, 실현된 정책으로 말미암아 효율적 경영활동도 부
당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기업들이 가맹점 모집을 철회하거나 하도급거래를
중단하려는 유인이 높아진다. 즉, 가맹점 모집 철회나 하도급 중단이 실제로 발생하게 된다
면 이는 오히려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또한 경영권 보호제도가 마련
돼 있지 못한 상황에서는 투자유인이 낮을 수밖에 없으며 오히려 경영권 안정을 목적으로 소
유지분을 증대시킬 경우 투자여력이 감소할 우려마저 발생하게 된다.

2. 노동
노동부문과 관련해서 2013년 동안 박근혜정부는 상징성이 큰 특정 유형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을 추진한 것으로 평가된다. 2013년에는 근로자 보호 및 대선 공약의 실천이란 입장에서
상징성이 큰 비정규직 차별금지영역 명시화가 입법화됐으며, 장년층의 고용안정을 달성하기
위해 법정정년의 60세 의무화가 입법화됐고, 청년일자리를 강제로라도 늘리기 위해 청년의
무고용할당제를 포함한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즉, 비정규직의
차별금지, 장년층의 고용보호 및 청년층의 일자리창출이라는 특정 유형을 표적으로 삼은 정
책이 추진된 데에는 새 정부로서는 해당정책이 갖는 상징성을 중요시했기 때문인 것으로 판
단된다. 이러한 노동정책은 기업으로 하여금 비정규직 고용률을 감소시키고 정년근로자를
감축시키며 청년의무고용으로 다른 노동자의 일자리를 상쇄시키는 효과를 유발하는 정책리
스크를 가지고 있어 그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정부는 정리해고 요
건의 강화나 근로시간 단축과 같이 고용경직성과 기업부담을 현격히 증대시키는 정책을 입
법화에서 제외시켰다는 점에서 다소 긍정적으로 평가될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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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복지

하여 재정건정성을 유지하면서도 홍보효과가 있는 사안을 중심으로 복지정책을 추진한 것
으로 평가된다. 2013년 3월부터는 기존에 차등지원됐던 보육료와 양육수당이 만 5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무상보육체제로 전환되었다. 또한 2013년에는 여성의 임신·출산 권
리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된 네 가지 정책(① 육아휴직급여 정률제, 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청
구권 및 근로시간 저축휴가제, ③ 산전후 휴가분할 사용, ④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화)이 모두 시행됐다. 이와 같이

2013년 동안 복지정책과 관련하여 실제로 추진된 정책은 여성, 육아, 보육과 관련된 정책들
로서 다른 복지정책에 비해 수혜대상이 상대적으로 광범위하여 정책적 홍보효과가 크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만 5세 이하 무상보육 및 양육수당지급 정책은 지방자치단체에 재원의
일부를 부담하게 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여성의 임신출산 권리보장정책은 기업에 재정적 부
담을 전가시킨다는 점에서 중앙정부의 재정부담이 상대적으로 감소한다는 특징이 있다. 그
러나 이러한 특징을 가지는 2013년에 추진된 여성, 육아, 보육 관련 정책들은 국가재정에
상대적으로 덜 부담이 되는 정책이었다고는 할 수 있지만 여전히 복지정책으로서 그 실효성
에 있어서 의문시되는 정책들이다. 특히 이러한 정책들은 경제수준과 여건에 비해 과도한
복지지출로서 국가 재정을 악화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근로자의 근로유인을 상쇄시킨다는
문제도 유발하게 된다.

4. 조세
2013년 신 정부는 증세 없이 세원을 증가시킨다는 목표 아래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보다 부
담이 되는 비과세·감면 감축으로 세수를 증가시키는 정책을 계획했었다. 그러나 2013년에
의결된 세법개정 법안은 정부가 의도했던 “증세 없는 복지재원마련 세제개편” 방향과는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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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세율을 인상시키는 정책이었다.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16%에서 17%로 1%포인트 인상
시켰으며, 38%가 적용되는 소득세 과표구간을 3억 원 초과에서 1.5억 원 초과로 확대한 것이
다. 즉, 조세부문에 대해 2013년 신 정부가 추진한 정책은 대선공약 사항을 초과하는 수준이
었다고 평가된다. 이러한 법인의 비과세 감면 세제개편은 이미 국제적으로 높은 수준인 우리
나라의 법인세 부담규모를 더욱 증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반면에 법인의 비과
세 감면 축소를 주로 대기업에 국한했고 소득공제의 세액공제로의 전환에 따른 세부담 증대
를 고소득층에 국한했기 때문에 세원의 확대라는 관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기는 어렵다. 이
러한 조세정책은 단기적 세수, 세원확보방안으로서 대중영합적 정책일뿐, 장기적으로는 효
과가 의문시될 수밖에 없다. 즉, 장기적으로는 세입기반을 확충하지도 못하고 세수증대 효과
도 갖지 못하며 무엇보다도 소득재분배효과도 없는 정책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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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증대와 신성장동력 모색,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로 저성장을 극복하는 정책을 추진했
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3년 동안 신 정부와 국회에 의해 입법화된 경제민주화, 고용보호
강화 및 복지지출-세수증대 정책들은 2014년에 정책리스크로 작용하여 우리경제에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책이슈 동향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2014년부터는 정부의 관심은 기존
까지 논의 중이었던 경제민주화, 고용보호, 세수증대 및 복지지출 지향적 정책에서부터 경제
활성화, 규제완화, 성장기반확충을 위한 정책으로 전향해야 할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정책불확실성은 대외적 요인이 크게 영향을 미친다. 2014년
상반기 동안 미국의 양적완화축소 정책, 엔저현상, 북한 내부의 정치적 상황 등 대외적 요인
들도 국내 정책불확실성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응정책이 주요 관심사항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경제정책불확실성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으로서 정치적 요
인이 중요한데, 2014년에는 지자체 선거가 6월에 있어 경제활성화가 시급한 과제임에도 불
구하고 경제민주화와 복지지출과 같은 정치적 이슈가 다시 한 번 부상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만약 정치적 이슈가 총선과 대선의 경우에서처럼 다시 한 번 2014년에 중요 이슈로 부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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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2014년 정책리스크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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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013년에 입법화되지 못했던 대리점법이나 징벌적 손해배상의 확대사항 등 경제민주화
논의가 다시 전개될 수 있다. 특히 노동부문의 경우 2014년에는 근로시간 단축논쟁이 재개될
수 있으며 통상임금 관련 소송이 급증하고 통상임금의 정의와 범위에 대한 입법화 논의가 제
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복지정책에 대한 요구는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판단되는
데, 지자체 선거와 연계되어 기초연금과 무상보육 지출에 있어서 지자체들의 분담비율을 축
소시키려는 논의도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 만약 이러한 정치적 이슈에 정책적 개선이 이뤄지
지 못하거나 지연될 경우 우리경제에 대한 정책리스크는 더 크게 증가할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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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2013년, 새정부가 출범하면서 경제민주화 달성을 정책적 목표로 제시하였고 이러한 목표
를 달성하기 위해 기업집단 소유지배구조 개선, 계열사 간 거래규제, 중소기업 보호, 법집행
강화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각각의 세부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구체적인 정책들도 제
시하였다. 여기에 야당이 가세하며 2013년 한해 국회에서는 경제민주화 정책에 대한 법제화
논쟁이 뜨거웠다. 본 연구에서는 2013년 정치권에서 제시되고 논의되었던 다양한 경제민주
화 기업정책들을 ①소유출자구조 규제 ②지배구조 규제 ③계열사 간 거래규제 ④금산분리
및 금융건전성 규제 ⑤공정거래 및 공정경쟁 ⑥중소기업 사업영역보호 ⑦법집행 및 제재강
화 등 7개의 아젠다로 새롭게 분류하여 평가분석하였다. 이러한 정책들은 대부분 기업을 규
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정책의 평가의 기준은 구체적인 정책들이 추구하
고자 하는 목적에 부합하는지, 부합하더라도 기업 규제의 정도가 적정한지, 즉 덜 규제하고
도 동일한 정책목적을 더욱 확실히 달성할 수 있음에도 규제의 실효성만 강조해 과잉규제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로 설정하였다. ‘경제권력’의 남용을 막는 것이 경제민주화 정책이지만
이러한 정책을 만드는 ‘국가권력’ 역시 남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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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 유출자구조 규제 : ⅰ)공정거래법상 순환출자 규제 ⅱ)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 ⅲ)지주회사 규제

소유출자구조 규제정책들의 목적은 크게 ‘경제력집중억제’와 ‘계열사를 이용한 오너의 사익
추구행위 억제’이다. 그러나 개방화의 진전으로 글로벌 경쟁 환경에 놓인 소규모 개방경제가
좁은 국내시장만을 전제로 사전적인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에 집중할 경우 경쟁이 오히려 저
해되고 경제의 비효율성만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과연 일반적인 상식처럼 우리나라

적 측정 방법을 사용했는가에 따라 학자들 간에도 견해가 각양각색이다. 다의적이고 자의적
일 수 밖에 없는 개념이다 보니 어느 정도의 경제력집중이 규제되어야 할 집중인가에 대한 객
관적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그리고 계열사를 활용한 오너의 사익추구행위
는 반드시 억제해야 하겠지만 이것은 공법(公法)인 공정거래법이 아니라 사법(私法)인 회사법의
역할이다.
이와 같이 공정거래법상 소유출자규제는 규제목적 자체라는 총론적 관점에서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이러한 규제로 인한 부작용을 고려해 볼 때 각론적으로도 문제가 많다.
ⅰ)공정거래법상 순환출자 규제: 순환출자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도처에서 다양한 형
태로 존재한다. 그럼에도 기업집단의 출자를 규제하는 나라는 찾아보기 어렵다. 순환출자 규
제는 국제적 정합성에 배치될 뿐 아니라 규제논거의 실증적 기반도 취약하다. 따라서 순환출
자를 금지해도 소기의 기대효과가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출자구조의 복잡성 때문에
외부주주가 사전에 인식하지 못해 손해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면 출자구조 공시 등의 대안으
로 접근해야지, 출자 자체를 제한하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2013년 마지막 날 신
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물론 구조조정의 경우에는
일정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지만 기업들에게 정작 필요한 적대적 M&A 방어 목적과 신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기업인수과정에서 초래되는 순환출자에 대해서는 금지 예외를 두고 있지
않다. 앞으로 이러한 경우를 추가적 예외사유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지금까지 순환
출자구조 때문에 도입이 좌절되었던 차등의결권과 포이즌필 등의 효율적인 경영권 방어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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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 경제력집중 현상이 심한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어떠한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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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도들은 특별한 자금 부담 없이도 경
영권을 안정화 또는 보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효율적인 경영권 안정화 제도를
도입해야만 경영권 보호를 위해 불필요하게 쌓아놓은 자금을 투자로 전환할 수 있고 외국 기
업과의 역차별을 완화할 수 있다.
ⅱ)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이 소유한
계열사 주식의 의결권제한과 관련해서는 이미 공익법인에 대한 동일기업 주식소유 제한에
더해 외국에는 사례가 없는 계열기업 주식소유 총량을 제한하고 있고,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
법인 소유 계열회사 주식의 규모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대기업집단이 공익법인을 통
해 경제력을 집중하고 계열사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아마도 대기업집
단 소속 공익법인들이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된 이유는 대부분의 대기업들이 변변
한 경영권방어수단 마저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잠재적인 적대적 M&A 위험에 노출되어 있
다는데서 찾는 것이 옳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 주식의 의결권을 제한할 경우 대기업의 기부문화 기반만 잠식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계열사 주식의 의결권을 제한하려는 시
대 역행적인 규제는 철회되어야 할 것이다.
ⅲ)지주회사 규제: 2013. 9월 말 현재, 지주회사를 보유한 대기업집단은 22개로 대기업집
단 전체(62개)의 35%에 이를 만큼 지주회사는 보편적 기업형태의 하나가 되었다. 그러나 지주
회사는 일반 기업집단과 달리 6종 규제 세트의 족쇄에 묶여 사업구성과 신규투자에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다. 일반 지주회사의 평균 자산은 9천억 원에 못 미치고, 자산 5천억 원 미만
의 중소형 지주회사 비중이 약 70%인데도 규제의 범위와 수위는 자산 5조 원 이상의 대기업
집단에 비해 강하고 복잡하여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투자를 저해하는 문제가
심각하다. 따라서 자·손자회사 간 공동출자 허용, 금융자회사 보유 허용 등을 골자로 하는 규
제완화 방안을 조속히 제도화함으로써 규제 때문에 지주회사의 대규모 투자와 신사업 모색
기회를 봉쇄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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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배구조 규제: ⅰ)상법개정안 ⅱ)임원보수공개 ⅲ)국민연금 의결권 강화

ⅰ)상법개정안: 현행 상법상 기업의 선택에 맡겨져 있던 집행임원제도와 집중투표제도, 그
리고 전자투표제도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을 분리선임하도록 하며 다중대표소송제도를 새
롭게 도입하기 위한 상법개정작업이 경제민주화 달성을 위한 기업지배구조 개선작업의 일환
으로 진행 중이다. 이사회 감독기능과 소수주주 권한을 강화하여 경영진을 강력히 통제할 필
요성이 있다는 것이 개정의 취지이다.

으로부터 소수주주들을 보호하는 것이다. 그 취지는 옳고 충분히 동의할 수 있다. 그러나 보
다 균형된 시각에서 제도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소수주주의 권한남용으로 인해 지배주주와
회사의 이익이 침해받을 가능성도 항상 염두해 두며 지배주주와 소수주주의 관계를 바라보
아야 한다. 우리 사회는 지배주주(오너)의 권한남용에만 관심을 기울이며 지배주주 이외의 소
수주주권한을 강화하는 데만 집중하고 있지만 국제투기자본이 이렇게 강화된 소수주주권한
을 악용할 경우 해당 기업의 가치훼손은 물론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 국익을 훼손시킬 수 있
다. 특히 최근 자본시장의 변화를 고려해 보면 더욱 그러하다. 최근 자본시장의 상황을 보면
헤지펀드 등 외부주주들을 약자로만 인식할 수는 없게 되었고 또한 자본시장 참여자들이 모
두 회사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선의의 투자자들이라고만 생각할 수도 없다. 특히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동일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외부 소수주주들이 옵션, 선물, 스왑 등의 다
양한 금융계약과 금융기법을 활용함에 따라 외부 소수주주들 간에도 이해관계가 달라지게
되었다. 외부 소수주주들 중에는 주가의 등락으로 인한 위험을 회피할 목적으로 다양한 금융
기법을 활용해 손해를 한정시켜 놓거나 아예 제로(0)로 만들 수 있고 극단적으로는 의결권이
회사의 경제적 이익과 음(-)의 관계가 되도록 설정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주식의 소유자는 회
사의 주가가 떨어져야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으므로 의결권은 회사의 이익이 줄어드는 방
향으로 행사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소수주주 권한 강화가 회사가치 증가로 이어진다는 보
장은 없다.
따라서 이번 상법개정 논의의 입법취지인 ‘지배주주(경영진)의 권한남용으로부터 소수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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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에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하며 균형된 시각에서 논의가 이루
어 져야 할 것이다.
ⅱ)임원보수공개: 임원보수공개가 세계적인 흐름이라고는 하나 우리나라와 외국의 차이점
을 분명히 인식하고 가장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두 가지 관점(제도적 요인과 현실
적 요인)에서

우리나라와 외국이 차이가 있다. 따라서 공개가 세계적 추세라는 이유로 무조건

여기에 따라야만 한다는 측면에서 접근하기보다는 우리의 현실에서 득과 실을 따져보며 해
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임원보수 결정단계에서부터 이미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
도록 하고 있어 다른 나라와 달리 주주에 의한 통제가 법적으로 확보된 상태이다. 또한 현실
적으로 우리의 노조는 외국의 합리적인 노조와는 다르고 기업인에 대한 인식 역시 외국과 다
르므로 개별임원 연봉을 공개했을 시 득보다 실이 훨씬 클 수 있다. 따라서 개별 임원보수공
개를 계기로 노동계가 비정상적인 임금인상과 경영성과배분을 요구하며 극렬한 노사분규를
유발할 우려도 있을 것이다.
ⅲ)국민연금 의결권 강화: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국민연금과 국민연금 주식보유 기업
경영진 간의 주인-대리인 문제 및 국민연금과 국민연금 가입자들 간의 주인-대리인 문제가
복합된 2중 대리인 문제를 안고 있다. 전 국민 자동가입 원칙에 따라 시장 경쟁에 노출되어
있지 않으므로 2중 대리인 문제를 해소하기 어렵다. 주주행동주의(shareholder activism) 및 각종
연기금이 기업에 대해 더 공격적인 규제조치와 이사책임의 강화를 요구하면서 경영자를 위
험회피자로 만들 경우 경제의 역동성을 저해하여 경제를 위태롭게 할 우려마저 있다. 공적 연
기금의 주주행동주의는 정치인과 노조단체의 개입으로 인해 장기 주주가치보다는 사적인 정
치적 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다. 국민연금을 통한 민간기업의 공기업화 및 연
금사회주의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국민연금기금의 독립성 확보는 필수불가결한 조치의
하나이다. 따라서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 강화는 국민연금기금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확보될 때까지 현행의 방식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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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계열사 간 거래규제강화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의 계열사 간 금지

계열사 간 부당지원행위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이 개정되었다. 개정 전 공정거
래법(제23조1항7호)하에서 계열사 간 ‘지원행위’를 규제하기 위해서는 지원행위가 ‘공정거래를 훼
손’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했다. 그러나 이것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아 규제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법개정 논의가 시작된 것이다. 2013년에 개정된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된
다. 하나는 기존의 규제를 강화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새로운 규정(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

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일감몰아주기와 같은 계열사 간 거래와 계열사를 이용해 특수관계인
에게 이익을 주는 행위들을 폭넓게 규제하고자 신설한 것이다. 그런데 공정거래를 훼손하지
않는 계열사의 행위규제는 공법인 공정거래법이 아닌 사법인 회사법이 할 일이고 실제로도
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만 공정거래법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기업활동에 대한 공정
거래위원회의 개입이 지나치게 확대될 위험이 있다.

④ 금산분리 및 금융건전성 규제

금산분리 강화와 관련하여 가장 쟁점이 되는 내용은 금융계열사가 소유한 동일계열 비금
융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이다. 기본적으로 대기업집단에 소속된 금융계열회사는 비금
융계열회사에 대해 원칙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외국의 적대
적 인수합병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경영권 방어와 관련 있는 사항에 한해서는 계열사와 특수
관계인의 의결권을 일부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 이러한 제한적 의결권 행사허용을 축
소하자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미 금산분리를 위해 금융계열사의 의결권은 제한되어 왔으며
경영권 방어를 위하여 최소한으로 허용해 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 논의되고 있는 의결권
을 추가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은 부작용이 훨씬 클 수도 있다.
또한 금융회사의 대주주가 다수의 다른 투자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
하기 위해서는 대주주의 자격심사를 보다 강화하고 확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이는 대
주주의 사익추구행위로 인해 금융회사의 부실이 초래된 몇몇 사례를 계기로 주장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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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지만 법의 적용범위나 처벌수준 등에서 많은 의견 차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요구하는 규제로서 최근 논의되고 있는 것은 보험회사가 계열회사와
일정한 거래행위를 하는 경우에 재무건전성 기준에 그 거래의 위험을 반영하는 방안과 금융
투자업자의 자본감소행위에 대한 승인기준 법제화이다.
이들 규제안은 금융의 사금고화를 막고, 금융시스템 리스크의 발생과 전이를 예방하자는
취지를 내세우고 있으나 과잉금지 및 평등원칙 위배, 재산권 침해 등과 같은 법리적, 경제적
문제점이 내재되어 있다. 특히 의결권 제한조치나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는 과도한 규제조
치로서 우리나라 산업조직의 현실을 부정하는 한편, 금융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⑤ 공 정 거 래 및 공 정 경 쟁 : ⅰ ) 하 도 급 법 상 납 품 단 가 부 당 감 액 규 제 강 화 , 공 정 거 래
법상 우월적 지위남용 규제강화, 가맹사업법 강화, 대리점법 제정, 열위적 거래
당사자 지위강화(단체협의권 부여), 하도급법 보호대상에 중견기업 포함 ⅱ)대
형유통업법상 판매장려금 규제강화 ⅲ)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인터넷 포털사
업자에 대한 특례)

ⅰ)공정거래법상 우월적 지위남용 규제강화,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열위적 거래당사자 지
위강화(단체협의권 부여), 하도급법 보호대상에 중견기업 포함을 위한 정책들은 기업 간 계약관
계를 갑을(甲乙) 관계로 보며 甲을 규제하고 乙의 권한을 강화하여 乙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甲乙 관계를 규제하는 민법과 공정거래법(제23조4호, 우월적 지위남용 금
지)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등과 같은 공정거래법의 ‘특별법’

들을 통해 규제를 강화하려는 데는 신중해야 한다. 특히 공정거래법상의 ‘거래상 우월적 지
위남용 금지’ 규정은 우리나라와 일본에만 존재하는 규제다. 그런데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이
러한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우월적 지위남용 금지규정을 더욱 강화한 형태의 특별법들을 강
화 또는 제정하려는 것은 문제이다. 또한 기업 간 계약관계에 노사 간에서나 인정되는 단체
협의권을 일방 거래당사자에게 인정하는 것은 계약의 본질적 속성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
ⅱ)대형유통업계의 판매장려금 규제와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인터넷 포탈사업자에 대한 특례)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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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는 최근 등장한 쟁점이다. 판매장려금 항목 중 가장 비중이 높은 기본장려금을 포함해서 판
매촉진과 관련이 없는 장려금들을 위법으로 규정하고자 한다. 그러나 판매장려금은 판매촉
진 외에 선별이나 신호발송 또는 수요-공급 일치 등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 즉, 얼핏 보기에
아무런 기능이 없어 보이는 기본장려금은 제조(납품)업자들이 상품의 품질을 알리거나 유통업
자들이 좋은 품질의 상품을 가려내는 과정에서 등장할 수 있고, 제품의 다양성이 증가하고 새
로운 상품들의 출현이 잦아지는 환경에서 상품의 수요와 공급을 일치시키는 균형 현상을 반

조업자 사이의 효율적인 거래(관계)를 방해할 가능성이 높다.
ⅲ)시장사업자 추정제도와 관련해, 최근 대형 포털을 규제하기 위해 인터넷 포털사업자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하나의 거래시장으로 보고, 해당 시장에서 독과점 상태에 있는 인터
넷 포털사업자를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할 수 있는 특례를 두자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그러나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지정하고 남용행위를 밝히기 위해서는 관련 시장의
획정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를 포털시장에 적용하기란 어려운 부분이 있다. 또한 인터넷
포털시장에서 일일 평균 이용횟수와 매출액을 기준으로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판단하면 다양
한 서비스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는 포털사업자들의 경쟁관계를 간과할 수 있다. 따라서 경쟁
당국은 대형 포털을 섣불리 규제하기 전에 이러한 이슈들을 충분히 검토해야 하며, 대형 포
털에 대한 규제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는 국내 포털업체들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해야 할 것이다.

⑥ 중 소기업 사업영역보호: ⅰ)대형유통업자와 SSM 규제 ⅱ)중소기업적합업종 및
사업조정제도

ⅰ)2012년에 유통산업법을 개정하여 대·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 등을 도모하기 위해 전통
상업 보존구역 내 대규모점포 등의 출점제한,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영업시간 제
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등 다양한 규제를 도입·시행하고 있다. 2013년에는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의 범위를 확대하고 영업시간 제한 등의 의무위반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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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하는 것일 수도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판매장려금에 대한 규제는 자칫 유통업자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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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 시 지역협력계획서 및 상권영향평가서를 첨부
하도록 하는 등 등록요건을 강화하였다.
최근 담배 등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영업품목 제한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고, 지
역상권과 중소유통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대규모점포와 전통상업보존구역에 개설하려는 준
대규모점포에 대해 등록제를 허가제로 변경하는 안이 국회에 계류 상태에 있다. 이와 같은 관
련법 강화는 진입제한에 따른 유통산업의 비효율성 온존 가능성, 사업자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다른 유통업자와의 차별 취급에 따른 평등권 침해 위험성 등 위헌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
다. 더구나 유통업에 대한 규제는 국내규제라 하더라도 합리적·객관적으로 공평한 방식으로
운용되어야 한다는 WTO GATS 및 FTA 등과 같은 국제규범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
따라서 유통정책은 형평성 차원에서 대형유통업을 규제하고 소형유통업을 보호하는 방식
에서 소규모 유통업의 효율성·경쟁력을 높이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
ⅱ)2013년 6월에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사업조정의 대상이 되는 대기업 등에게 사업의 인수·개시·확장에 대한 일시정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조정 신청기한을 연장하며, 적합업종 사업조정 기한을 단축하는 한편,
사업조정 이행명령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는 등 사업규제를 더욱 강화하였다. 더구나 국회에
계류 중인 중소기업 적합업종 관련법에는 필요 시 보호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에 중소기업
보호업종으로 재지정,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대해 대기업 진출 또는 확장을 금지 및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소상공인으로 확대하는 등의 법안들이 계류 상태에 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는 해당산업의 경쟁력 하락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더구나 WTO
및 FTA 국제규범 하에서 대기업 사업제한에 따른 여분의 수요가 해외기업의 국내진입 또는
수입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크다. 적합업종과 연계된 사업조정제도는 해당업종 시장 내에서
활동하는 기업만을 당사자로 고려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뚜렷한 근거 없이 실패한 제도를 재
도입하고 또 강화하는 것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쟁시대
에 국내 대기업의 경쟁력 또한 잠식할 가능성이 크다. 보호주의적인 성격이 강한 중소기업 적
합업종제도를 폐기하고, 대신에 중소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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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직하다. 또한 적합업종제도와 연계된 사업조정제도 내용을 시장 이해관계자 모두의 이익
에 부합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

⑦ 법집행 및 제재강화:

징벌적 손해배상과 집단소송은 미국 특유의 제도로 이를 우리나라에 그대로 도입하는 것
은 바람직하지 않다. 미국은 전통적으로 사법부가 발달한 나라이고 우리는 행정부가 발달한

의 과징금제도를 통해 주로 수행하고 있다는 법집행 시스템의 차이를 고려해야만 한다. 손해
배상소송을 촉진시키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집단소송제도가 미국에서 발달한 것은 미국
의 독특한 법체계 때문이다.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자적으로 과
징금이라는 행정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다. 미국과 달리 과징금 처분 등 공정거래위원회에 의
한 公的집행이 강력히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현 상태에서 私的 집행수단인 징벌적 손해배상
제와 집단소송제를 추가적으로 강화하는 것은 과잉집행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 우리나라처
럼 과징금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유럽에서 미국식 징벌적 손해배상과 집단소송 도입에 소극
적인 이유도 여기에 있다.
기업인의 배임죄와 관련해서는 법관의 양형재량권에 기초한 집행유예 선고가 ‘재벌 봐주기’
로 인식되며 배임죄 개정을 통해 이런 여지조차 없애고자 한다. ‘봐주기’ 또는 ‘특혜’는 당연히
막아야 한다. 문제는 방법이다. 획일적으로 법관의 양형재량권을 제한할 경우 개별 사건에서
의 특수상황을 고려하지 못해 오히려 법적 정의에 어긋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사법부
의 양형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고쳐야 하지만 그렇다고 법관이 아예 양형재량을 행사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양형재량은 인정해 주면서 양형원칙과 양형기준 및 양형
조사 방법과 절차를 개선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 나아가 회사법에서 경영판단의 원칙
을 도입해야 한다. 그리고 경영자의 행위가 이런 원칙에 해당할 경우에는 배임죄로 처벌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 기업을 봐주자는 것이 아니다. 특혜를 주자는 것도 아니다. 배임죄의 성
립요건을 판단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으므로 신중하게 판단하자는 것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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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로 불공정행위 억제의 기능을 미국은 법원의 손해배상제도를 통해, 우리나라는 행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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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2013년 한 해 동안 정치권에서 제시되고 논의되었었던 경제민주화 기업정책들
을 7개의 주제로 분류하여 쟁점별로 분석하였다. 대부분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분석들
이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이러한 분석들이 경제민주화의 목적인 대기업의 불공정행위와 경
쟁제한행위, 지배주주의 권한남용 행위 억제의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 ‘수단’들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목적이
정당하다고 해서 모든 수단이 정당화 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경제민주화 기
업정책은 대기업과 지배주주의 부당행위를 철저히 밝혀 엄격히 규제하는 시스템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 지금처럼 외형적으로 부당한 행위처럼 보인다거나 지배주주가 권한을 남용할
가능성을 크게 하는 소유지배구조라는 이유만으로 규제해서는 안된다. 과잉규제를 금지하는
법치주의 원칙에 기반을 둔 정책들을 통해 ‘원칙이 바로선 시장경제질서’를 확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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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연구 배경 및 목적)

Ⅱ. 정책리스크 기업

2013년, 박근혜정부가 들어서면서 기업규제를 위한 경제민주화 입법이 본격화되었다. 대
선 공약과 대통력직인수위원회에서 제시되었던 다양한 정책들 중 일부는 2013년 국회를 통
과했고 나머지는 계속 논의되고 있다. 경제민주화 개념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시장에
서의 불공정행위와 경쟁훼손행위를 철저히 막아 건전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의
미 한다는 데는 모두 공감한다. 2013년 초, 대통령직인위수원회가 제안한 국정과제에서 ‘경
제민주화’라는 용어 대신 ‘원칙이 바로선 시장경제 질서 확립’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도 같
은 맥락이다.
새로 출범한 박근혜정부에서는 이러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을 위해 다음과 같은 과제를 제
시했었다. 경제적 약자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해 공정거래법 집
행체계를 개선하며, 대기업집단 지배주주의 사익편취행위를 근절하고, 기업지배구조를 개선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제시된 정책수단은 다음과 같다.
새 정부 출범 후 ‘기업집단 소유지배구조 개선’, ‘계열사 간 거래 규제강화’, ‘중소기업 보호’,
‘법집행 및 제재강화’라는 기본방향은 계속 유지되었다. 그러나 구체적인 정책수단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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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출범 시 경제민주화 기업정책의 기본방향
쟁점

정책수단

기업집단 소유지배구조개선

•신규순환출자 금지•금산분리 강화
•국민연금 의결권행사 강화•다중대표소송•집중투표제

계열사 간 지원행위 규제강화

•일감몰아주기 등 총수일가의 부당내부거래 규정 강화
•부당내부거래 발생 시 부당이익 환수

중소기업보호

법집행 및 제재강화

•하도급 관계에서의 불공정행위 근절
•납품업체에 대한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 근절
•대형유통업체 중소도시 진입 규제
•대기업의 무분별한 중소기업 영역 진입 규제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의 범위 확대
•공정거래법상 징벌적손해배상과 집단소송제 도입
•하도급법상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공정거래법상 사인의 금지청구 도입
•공정거래법상 전속고발권 폐지•기업인 범죄 처벌 강화

에 있어서는 새누리당 내부와 민주당에서 새로운 정책수단들이 제시되면서 논쟁의 범위가
확산되었다. 이러한 정책들 중 2013년도에 국회를 최종 통과한 것과 그렇지 못하고 2014년
도에도 계속적으로 논의될 정책수단들을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다.
원칙이 바로선 시장경제질서를 확립해 경제민주화를 달성하겠다는 궁극적 목적은 옳다. 이
를 위해 기업집단 소유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중소기업을 보호하며 법집행 및 제재를 강화하
겠다는 정책의 기본 방향성에도 동의할 수 있다. 문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제도를 어떻게 설
계할 것인가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른 기업이나 사람들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
하는 것까지 정당화 될 수는 없을 것이다. 목적이 정당하다고 해서 모든 수단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제도를 설계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은 바로 박근혜정부가 경제민주화 못
지않게 강조하는 ‘법치주의’에 있다. 박근혜정부는 ‘법에 의한 통치’를 의미하는 ‘법치주의’를
강조하고 있다. 대통령 취임사에서도 역시 “힘이 아닌 공정한 법이 실현되는 사회”를 강조하
고 있어 법치주의가 새 정부의 가장 중요한 통치원리임이 분명하다. 경제민주화와 법치주의

Part.2 정책리스크 기업 ┃ 49

는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고 법치주의 원칙 하에서 만들어지지 않은 경제민주화 정책
은 우리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 법치주의란 국가의 정책은 공정한 ‘법’이라는 그릇
에 담겨져야만 하고 이러한 ‘법’은 공정하게 집행되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다수의 국민들이
원한다는 명분으로 소수 국민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국가권
력을 ‘법’이라는 형태로 묶어 두기 위해 필요한 이념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만드는 것이 공정한 법일까요? 정책의 목적이 분명하고 구체적이어야만

2013년도 입법화된 쟁점과 2014년도 예상 쟁점
쟁점

2013년 국회 통과

2014년 예상 쟁점

기업집단 소유
지배구조개선

•금산분리 강화 조치의 일환으로 산업 자본의 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 확대(금융회사지배
행 보유지분 한도를 현행 9%에서 4%로 낮춤(금
구조법)
융지주법·은행법)
•금융보험사 보유 비금융계열사 주식에 대한
•신규 순환출자 금지(공정거래법)
의결권 제한 강화(공정거래법)
•집중투표제 의무화·감사위원분리선임·집행
임원제 의무화·다중대표소송 도입·전자투
표제 의무화(상법)

계열사 간
거래규제 강화

•‘공정거래저해성(경쟁 제한성)’이 없는 특수관계
인에 대한 부당이익제공도 금지(공정거래법)
•계열사 간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기존의 판단요
건인 ‘현저히 유리한 조건’을 ‘상당한 유리한 조
건’으로 완화(공정거래법)

중소기업 보호

•납품단가 부당감액, 부당반품, 부당발주취소 행 •대리점거래공정화법 제정
위에 대해 3배 징벌적 손해배상(하도급법)
•중소기업적합업종 강화 및 법제화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납품단가 협상권 부여(하도
급법)
•가맹점주 권리강화(가맹사업법)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
업일의 범위 확대(유통산업발전법)

법집행 및
제재강화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사실상 폐지(공정 •징벌적손해배상제 확대·집단소송제·사인
거래법,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私人)의 금지청구 도입(공정거래법/하도급
법/대리점법 등)
•기업인 범죄 처벌 강화(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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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정당해야 한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업이나 국민들의 경
제적 자유를 제한해야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이들의 경제적 자유를 최소한으로 제한하
는 수단이어야만 한다(헌법 제37조 2항, 제12조, 제13조 등). 현재 정부와 정치권에서 제시되고 있는
기업정책들은 경제민주화 달성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는 정책들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
들이 법치주의원칙에도 부합하는 정책들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고민과 논의가 필요하
다. 단순히 이러한 정책들에 대한 기본취지와 개념정도만 알고 있을 경우에는 모두 정당한 정
책수단들인 것처럼 보이고 당연히 실행되어야 할 정책으로 간주해 버릴 위험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 이러한 정책들에 대한 더 많은 이
해가 필요하다. 이러한 정책들에 숨어 있는 경제논리를 파악해야만 한다. 더 나아가 정책들
을 ‘법’이라는 그릇에 담아내고 이것을 꺼내 현실에 적용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의 법논리를
정확히 파악해야만 한다. 기업과 경쟁의 본질, 금융과 자본시장의 본질, 헌법·회사법·공정
거래법의 기본구조 등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경제민주화 기업정책들을 바라보아
야만 한다. 그래야만 앞으로 정치권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될 경제민주화 실현 기업정책들을
균형된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모든 국민이 노력한 만큼 잘 먹고 잘사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경제민주화’라는 총론에는 누
구나 공감한다. 그러나 경제민주화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방법에서는 신중해야만 한다. 따
라서 이 시점에서 박근혜정부가 ‘경제민주화’ 못지 않게 강조하고 있는 ‘법치주의’와 ‘창조경
제’에 주목해야만 한다. 경제력의 남용을 막기 위한 것이 경제민주화 정책이라면 이러한 정
책이 과잉규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법치주의 이념이고 이러한 경제민주화와 법치주
의의 조화 속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가 창의적으로 기업활동을 할 때 창조경제가 달성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경제민주화 관련 기업정책들의 입법화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관련 쟁점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경제민주화와 법치주의, 그리고 창조경제를
실현해 나가기 위한 정책방향을 모색해 보기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정치권에서 기존에 경제민주화 기업정책으로 제시되고 있는 제도들을 중
심으로 하면서도 새롭게 제시되고 있는 관련 제도들을 함께 살펴보기로 한다. 이러한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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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 기업정책들을 개별 기업의 입장에서 관리해야 하는 법률 리스크(legal risk)라는 관점
에서 접근해 보기로 한다. 이러한 정책들이 입법화되고 집행될 경우 개별 기업들은 이러한
법률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 또는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마련한다. 이렇게 경제민
주화 정책들이 개별 기업들의 인센티브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기업활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
치게 될 것인가라는 측면까지 고려하며 입체적으로 정책을 평가해 보며 정책대안을 모색해
보기로 한다.

쟁점

세부 정책과제
순환출자 금지

소유출자구조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공익법인의 의결권 행사제한
지주회사 규제
상법(전자투표, 집중투표, 감사위원 분리선임, 집행임원,다중대표소송)

지배구조

자본시장법(임원보수공개)
국민연금 의결권 강화

계열사 간 거래규제

계열사 간 지원행위규제 강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금융기관 의결권제한

금산분리 및 금융 건전성

대주주 적격성 심사강화
대주주 적격성 심사강화
하도급법상 부당감액 제재강화
공정거래법상 우월적 지위남용 규제강화
가맹사업법 강화

공정거래 및 공정경쟁

대리점법 제정
열위적 거래당사자의 단체구성 및 협의권 부여
하도급법상 보호대상으로 중견기업 포함
대형유통업법(판매장려금)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인터넷 포털사업자에 대한 특례)

중소기업 사업영역보호

유통산업과 SSM 규제
중소기업 적합업종 및 사업조정 제도
기업인 범죄 처벌 강화 및 사면제한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형사적 제재강화)

법집행 및 제재강화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
집단소송
사인의 금지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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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소유출자구조

1. 순환출자

가) 정책 동향

순환출자 규제는 2012년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새
정부는 신규순환출자만 금지하고 기존 순환출자는 점진적 해소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으나 민주당에서는 기존 순환출자도 3년의 유예기간 안에 해소토록 하는 법률 개정안
을 발의하였었다. 많은 논란 끝에 2013.12.31에 신규순환출자를 금지하는 공정거래법 개정
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은 순환출자가 지배주주의 지배력 유지 및 강화, 편법적 경영권 승계를 위한 방
법으로 활용되는 등 경제력 집중에 따른 폐해를 유발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것이
다. 이에 대기업집단 계열회사 간 신규순환출자를 금지함으로써, 대기업집단이 무리한 확장
보다는 내실 있는 성장에 주력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회사의 합병·분할, 부실기업 구
조조정 과정에서 채권단 합의에 따른 계열사의 출자나 증자로 신규순환출자가 발생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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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순환출자가 강화되는 경우 등을 순환출자 금지의 예외로 규정하고 일정기간 이내에 이
를 해소하도록 함으로써, 기업경영의 현실을 반영함과 더불어 경제력 집중의 폐해를 최소화
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취지를 밝히고 있다. 주요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상호출자의 우회수단인 순환출자를 활용한 지배력 확장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
하여 순환출자금지 규정을 도입함

제9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회사의 합병·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또는 영업전부의 양수 등 일정한 요건
에 해당하는 경우 순환출자 금지의 예외로 인정하되, 일정기간 이내에 취득 또는 소
유한 당해 주식을 처분하도록 함

제11조의4제1항

기존 순환출자를 포함한 순환출자의 자발적 해소를 유도하기 위하여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하여금 순환출자 현황을 공시하도록 함

부칙 제2조

이 법 시행 당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이
법 시행일 이후 취득 또는 소유하게 된 주식에 한해, 이 법 시행 이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지정일 이후 취득 또는 소유하게
되는 주식에 한하여 순환출자금지 규정을 적용함

나) 외국의 입법 사례

공정거래법에서 순환출자를 별도로 규제하는 외국의 입법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우
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는 상법(회사법)상의 상호출자 규제를 통해 ‘자기주식 취득’을
규제하고 있으며 지배회사와 종속회사 간 주식취득은 ‘자기 주식 취득’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
므로 의결권을 제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규제가 미국이나 일본보다 훨씬 더 강하다. 우리
나라는 상법 제 369조 3항에 의해 A회사가 B회사 주식을 10%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B회
사가 보유한 A회사 주식의 의결권을 제한한다. 일본의 경우에는 25% 이상 보유할 경우, 미
국의 경우에는 50% 이상 보유할 경우 의결권이 제한된다.

다) 문제점과 평가

공정위의 2013년 5월 30일자 보도 자료에 의하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중에서 계열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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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주요 그룹의 순환출자 현황
쟁점

삼성

현대·기아차

롯데
현대중공업

정책수단
                                      ⇢ 삼성전자 ⇢ 삼성 SDI ⇢ 삼성물산 ⇢ 에버랜드
삼성에버랜드 ⇢ 삼성생명 ⇢ 삼성물산 ⇢ 에버랜드
                                      ⇢ 삼성카드 ⇢ 에버랜드
                                      ⇢ 삼성화재 ⇢ 삼성전자 ⇢ 삼성전자 ⇢ 에버랜드
삼성전자 ⇢ 삼성카드 ⇢ 삼성화재보험 ⇢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 기아자동차 ⇢ 현대모비스 ⇢ 현대자동차
                                      ⇢ 현대제철 ⇢ 현대모비스 ⇢ 현대자동차
롯데쇼핑 ⇢ 롯데카드 ⇢ 롯데칠성 ⇢ 롯데후지 ⇢ 롯데쇼핑
              ⇢ 롯데리아 ⇢ 롯데정보통신 ⇢ 롯데쇼핑
현대중공업 ⇢ 현대삼호중공업 ⇢ 현대미포조선 ⇢ 현대중공업

한진

              ⇢ 경석기업 ⇢ 한진 ⇢ 대한항공
대한항공 ⇢ 한국공항 ⇢ 한진 ⇢ 대한항공
              ⇢ 한진정보통신 ⇢ 정석기업 ⇢ 한진 ⇢ 대한항공

동부

동부제철 ⇢ 동부생명보험 ⇢ 동부건설 ⇢ 동부제철
              ⇢ 동부캐피탈 ⇢ 동부생명보험 ⇢ 동부건설 ⇢ 동부제철

현대

현대글로벌 ⇢ 현대엘리베이터 ⇢ 현대상선 ⇢ 현대글로벌
                 ⇢ 현대로지스틱스 ⇢ 현대엘리베이터 ⇢ 현대상선 ⇢ 현대글로벌

주 : 2013.4.1.일, 보통주+우선주 기준
자료: 공정위, 2013년 5월 30일자 보도자료

간 순환출자가 존재하는 집단은 14개이다([표 1] 참조).
모든 순환출자를 금지하면 현대·기아차, 현대중공업, 삼성의 순서로 규제부담이 크며 30
대 그룹에 속한 10개 그룹의 순환출자 해소에 필요한 금액이 2012년 말 주가를 기준으로 최
소 9조 2천억 원에 이른다는 평가도 있다.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에 사용되어야 할 기업자금
이 계열사 간 지분 정리에 전용되는 것은 국민경제적 관점에서 기회상실로 볼 수 있다.
규제 순응비용 외에도 순환출자 규제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첫째, 순환출
자가 다양한 형태로 전 세계에 산재하나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순환출자 규제 논의조차 없는
등 순환출자를 규제하는 것은 국제적 정합성 원칙에 배치된다. 일본에서는 동일 기업집단 내

Part.2 정책리스크 기업 ┃ 55

[그림 1] 도요타 그룹의 주요 상호출자·순환출자 현황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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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요타 자동직기
8.3

8.5
2.3

23.5

5.8

0.8

아이신 精機

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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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도요타 자동차
1.7

0.9

35.1

東和 부동산

도요타 자동차 내부지분율 : 9.7%
-대주주 0.5% 계열사 9.2%

2.3
자료: 황인학(2012), “2012년 대기업집단정책의 쟁점과 과제”에서 재인용

의 계열기업 간 상호주식 보유 경향이 보편적으로 존재하며, 이를 통해 ‘모찌아이(持合)’이라는
일본 특유의 주식소유 관행이 형성되었다.1) 일본의 대표기업 도요타의 출자구조를 보면, [그
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계열사 간 다수의 순환출자가 존재하며, 심지어는 직접 상호출자도
다수 관찰된다.
인도의 타타 그룹에서도, 프랑스의 LVMH 그룹, 이탈리아의 피아트 그룹 등 유럽 국가에
서도 순환출자 구조를 찾아 볼 수 있다.2) 다만, 미국에서는 사업부제 복합대기업 형태가 주류
를 이루면서 순환출자가 관찰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는 국제 표준이 아닌 예외
(American Exceptionalism)로 볼 수 있다.

둘째, 순환출자가 소유-지배의 괴리를 초래하는 유일한 수단이 아님에도 원인 금지식 규
제를 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김현종(2011)이 순환출자가 있는 그룹과 순환출자가 없
는 그룹의 가공자본 비율을 시산하여 비교한 바에 의하면 양자 간에 의미 있는 차이는 존재
하지 않는다([표 2] 참조).

1) 천경훈, “순환출자의 법적 문제”, 한국상사법학회 2013년 동계학술세미나 발표 논문, 2013. 2/15.
2) 황인학. “2012년 대기업집단 정책의 쟁점과 과제”, 한국산업조직학회 2012년 하계학술세미나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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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2011년 기업집단별 가공자본비율(2011년 3월 말 현재)
가공자본비율

계열회사 수

41.9

42.9

지주회사 그룹
순환출자 그룹

37.7

36.7

전체 평균

37.6

33.8

자료: 김현종(2011)

또한 순환출자 때문에 소유-지배 괴리가 크다는 주장은 [그림 2]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나
라 대기업의 소유-지배 괴리가 다른 나라에는 없는 규제를 특별히 부과해야 할 만큼 높지 않
으며 우리를 제외하고 미국과 유럽을 포함한 거의 모든 나라에서는 지배주주의 경영권 보호
를 위한 복수의결권까지 허용하고 있으므로 그 설득력이 약하다.
셋째, 소유-지배 괴리도의 확대가 기업가치의 하락과 주주가치의 훼손을 초래한다는 규제
논거는 순환출자 금지 시 규제부담이 가장 높은 그룹들이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있다고 평가
되는 그룹들이며 기업 가치와 소유-지배 괴리 간에 역의 관계가 관찰되지 않는다는 연구결
과를 감안하면 뒷받침되지 않는다.3)
[그림 2] 소유-지배 괴리도의 국제 비교

자료: Classens 외(2000), Faccio and Lang(2002)에서 작성

3) 강원·신현한·장진호(2005), 김현종(2006)의 연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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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순환출자 규제론은 국제적 정합성에 배치될 뿐 아니라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사실
과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소기의 기대효과가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순환출자를 금
지했을 때의 규제부담이 한국을 대표하는 몇 개의 기업집단에 집중된다는 점에도 유의할 필요
가 있다. 이처럼 순환출자 규제에 따른 순기능은 낮은 반면, 부작용은 매우 클 것으로 우려된다.

라) 정책 방향

을 안정화시켜 장기적 관점에서 경영을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신규순환출자를 규
제하더라도 순환출자의 긍정적 측면은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두어야 할 것이다.
물론 이번 개정에서도 신규순환출자를 금지하면서 일정한 경우 예외조항을 두었다. 그러나
회사의 권리실행, 사업구조 개편 및 기업 구조조정 등에 국한하여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이
러한 예외 외에도 복수 의결권 도입 등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기제가 도입되어 있지 않은
현실에서 적대적 M&A 방어 목적의 신규순환출자에 대해서는 추가로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아울러 기업집단의 신 성장 동력확보 노력을 저해하지 않도록 신 성장 산업 진
출의 경우에도 지배주주의 실질적인 자금투입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
순환출자가 경영권에 대한 불안감 없이 기업의 인수합병이나 사업 확장 등 기업가정신의 발
휘에 기여한 측면이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2. 지주회사

가) 정책 동향

현행 독점규제법에 의하면, 지주회사는 주식의 소유를 통하여 국내회사의 사업내용을 지
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자산총액이 1천억 원 이상인 회사를 말하며, 이 경
우 주된 사업은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당해 회사 자산총액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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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동법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 지주회사는 1999년부터 제한적으로 허용되
기 시작한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13년 9월 말 현재, 독점규제법상 지주회사는 총 127개사
에 이른다. 이 중 일반지주회사는 114개, 금융지주회사는 13개이며, 상호출자 제한 대상인 자
산 5조 원 이상 대기업집단 소속의 지주회사의 수는 32개이다. 특히 기업집단 내 자산총액이
가장 큰 계열회사를 지주회사 체제 안에 포함시킨 지주회사 전환 대기업집단은 총 16개로 전
체 62개 대기업집단(2013년 4월 기준) 대비 25.8%이다.
이처럼 보편적 기업형태의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지주회사에 대해 2014년 규제 및 정
책 환경은 상반된 방향의 힘이 맞서는 양상이다. 먼저 경제력집중을 완화한다는 목표 하에 지
주회사 규제 강화를 2012년 대선 공약에 포함시켰던 민주당에서는 이미 19대 국회 초기부터
지주회사 부채비율 상한의 축소(200%→100%), 자·손자회사 최소보유지분율 상향 조정(상장:
20%→30%, 비상장: 40%→50%), 자회사·손자회사 설립 시 사업연관성 추가 등을 골자로 하는 독점

규제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이다.4) 이에 반해 새누리당의 대선 공약에서는 지주회사

개정 이유

주요 내용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
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
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국내계열회사 발행주식
의 총수를 소유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므로, 지주회사의 손자회사와 외국인과의 합작
투자는 불가능한 상황
•국내투자 활성화와 해외 글로벌 기업의 투자유치를 위
해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공동출자법인 발행주식 총
수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외국인은 그 공동출자법
인의 30% 이상을 소유하며, 개별형 외국인 투자에 해
당하는 경우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과 함께 공동출자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

가.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외국인과 공동출자법인
설립 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도 불
구하고, 손자회사가 공동출자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상을 소유(외국인 소유 주식 이외의 주식을 모
두 소유)하고, 외국인이 30% 이상 소유하며, 개별형
외국인 투자에 해당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
하는 경우에는 손자회사가 공동출자법인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함(제30조제6항 신설).
나.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제30조제6항에 따른 공
동출자법인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
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승인 이전에 산업통상
자원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제30조제7항
신설).

자료: 김현종(2011)

4) 민주당 소속 의원의 규제강화 법안 발의 내용은 ‘2013년 정책 리스크: 쟁점과 평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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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그러나 지주회사 체계 안에서 증손회사 보유를 원칙 금지하고 있는
규정 때문에 외국 기업과 대규모 합작 투자가 추진되지 못하는 구체적 사례가 발생하자, 새
누리당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투자촉진법과 독점규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
의하였었다. 이 중 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2014.3.11.시행 예정이다.
이번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은 고무적이기는 하나 이를 제외하고는 여전히 지주회사 전환
집단은 일반 기업집단에 비해 불리한 규제환경에 놓일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 없는 경제민주

2)’이 신설되었는데, 동 규제는 총수 일가 지분이 30% 이상인 계열사 가운데 내부거래 비중이

연간 매출의 12% 이상이면서 거래 규모가 200억 원 이상이 대상이다. 문제는, 사업연관성이
높은 회사들로 수직 계열화되어 있는 지주회사의 특성 때문에 지주회사 집단의 내부거래 비
중이 높고5), 법상 규제 때문에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이다. 예를 들
어 지주회사 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은 평균 14.4%로 일반 기업집단의 평균 12.3%보다 높고,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은 평균 74.1%(상장 41.9%, 비상장 84.8%)로 높아 독점규제법 신
설 규제(제23조의2)에 좀 더 신경을 써야 할 전망이다.
지주회사에 가해진 규제의 덫은 이뿐만 아니다. 법무부는 2013년 7월 자산 2조 원 이상의
대규모 상장회사에 대해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해 대주주의 의결권
을 3%로 제한한다는 상법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만약 이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 계열회사
지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주회사들이 의결권을 더 많이 제한되는 불이익을 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나) 문제점과 평가

굳이 새로운 규제를 추가하지 않아도 한국의 지주회사 제도는 이미 수많은 규제로 점철되

5) 공정위 분석에 의하면, 2013년도 지주회사 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은 SK 22.5%, 웅진 18.9%, CJ 15.0%, 한진중공업 13.3%,
LG 13.2%, LS 12.9%, 부영 12.5%, 하이트 진로 11.8%의 순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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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한국의 지주회사 행위 규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규율내용

•부채비율 규제(200%)
•금융, 비금융회사 동시 소유금지
•비계열회사 주식 5% 초과 소유 금지

지주회사

계열회사
자회사 외 계열회사 주식취득 금지

지분율요건
자회사

계열회사
손자회사 외 계열회사 주식취득 금지

지분율요건
손자회사

계열회사(단, 100%
증손회사는 허용)

자료: 공정위

어 있다. 현행의 지주회사 제도는 노무현 정부 시절이던 2007년 초에 확정된 것으로서 그 내
용은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다. 즉, 한국의 지주회사는 ①출자방향 제한(수평적 출자 금지) ②
최소 출자비율 제한(20%, 40% 이상) ③공동출자 금지 ④금융회사 소유금지 ⑤타 회사 출자 제한
(5% 이내)

⑥부채비율 제한(200% 이내) 등 최소한 6가지 규제를 받고 있다.

이러한 규제는 다른 나라에서 찾아볼 수 없는 한국 특유의 규제로서 글로벌 개방경쟁시대
에 맞지 않으며6), 일반 기업집단에는 적용되지 않는 역차별 규제이다. 독점규제법 규율을 받
는 “지주회사 체제에서는 계열회사 간 순환출자 고리가 절연되어 있어 … 동반부실화의 위험
이 낮고, 또한 부실기업의 신속한 퇴출이 가능하여 시장에서의 유효경쟁을 촉진시키는 효과
가 있으며, 아울러 출자구조가 단순·투명하기 때문에 금융기관이나 소수주주의 경영감시가
용이하다는 장점도 존재한다”며7) 정부는 출총제를 면제하는 당근책을 제시하면서 일반 기업
집단의 지주회사 그룹으로의 전환을 유도해왔던 게 지금까지의 정책 기조였다.
그러나 지난 2009년 초, 출총제가 완전 폐지된 이후 일반 기업집단은 최소 지분율에 구애

6) 한국·미국·유럽·일본의 지주회사 관련 제도 비교 내용은 황인학(2012), 또는 ‘2013년 정책리스크 쟁점과 평가’의 [표 10] 내용을
참조.
7) 2013년판 공정거래백서, p.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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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지 않는 수평적 출자, 계열회사 간 공동출자, 금융계열사 보유 등에 아무런 제한이 없는 것
에 비해 지주회사 집단은 이 모든 것이 금지된다. 정부의 인위적 설정 때문에 한국의 지주회
사는 외국의 지주회사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한국의 일반 기업집단에 비해서도 매우 불리한
경쟁환경에 놓이게 된 만큼 지주회사 전환 집단의 불만은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다. 일반 지
주회사 114개 중 자산 5천억 원 미만의 중소형 지주회사 비중이 약 70%(79개)로 절대 다수이
다. 그런데도 이들 지주회사가 자산 5조 원 이상의 대규모 기업집단보다 가혹한 규제 하에 투

규제로 인한 지주회사의 피해는 구체적이고 심각하다. 금융사 보유 금지조항은 구체적인
피해를 낳고 있다. 금융사 보유에 대해 일반 기업집단은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는 반면, 지주
회사 집단은 같은 사안에 과징금 폭탄을 맞고 있다. 최소 지분율 규제 및 공동 투자 금지 규
제도 문제이다. 새로운 신사업 모색에 대규모 투자는 일자리 창출 효과를 감안할 때 국민경
제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만 지주회사 집단은 수직하방으로 단일 회사 투자만 가능하기 때
문에 대규모 투자가 용이하지 않다. 반면에 일반 기업집단은 다수의 계열사가 공동으로 얼마
든지 대규모 투자할 수 있다. 게다가 지주회사는 상장기업은 20%, 비상장기업은 40% 이상
의 지분을 보유해야 한다는 강행규정 때문에 그 이하로 지분이 거래되는 M&A 시장에는 아
예 참여조차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끝으로 앞의 6가지 규제에 포함되지 않은 숨은 규제(hidden regulation)가 하나 더 있다. 지주회
사 체제를 원하지도, 의도하지도 않았어도 규제를 따라야 하는 상황도 흔히 발생한다. 지주
회사의 설립·전환이 자발적 의사에 기초하지 않고 법상 요건이 충족되면 따라야 하는 일종
의 강행규정이기 때문이다, 즉 자회사의 기업가치가 급등하거나 또는 다른 자산의 가치가 축
소되어 모회사 자산총액 중에 자회사 주식가액의 합계가 50%를 넘으면 당해 회사는 독점규
제법상 지주회사가 되고, 이에 위의 6종 규제세트에 맞춰 지배구조와 사업구조를 정리해야
한다. 예를 들어 2012년 7월 이후 일반 지주회사로 설립·전환한 20개 회사의 사유를 보면 자
회사 주식가액의 상승으로 지주회사로 전환한 사례가 13건에 이른다. 이는 신규 설립 또는 물
적 분할 등의 자발적 계획에 의해 지주회사로 설립·전환한 건수의 약 2배에 해당하는 숫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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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와 성장의 기회를 봉쇄당하고 있음은 부자연스럽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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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렇게 원하지 않았음에도 법상 지주회사가 되면 2년의 유예기간 안에 6종 규제 세트에
맞추기 위해 또는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지분 및 사업구조를 조정해야 하는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이러한 불합리를 막으려면 지주회사 제도를 자발적 의사와 신고에 기초한
제도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다) 정책 방향

지주회사 제도는 규제 강화가 아니라 규제를 완화해야 하는 대상이다. 지주회사가 일반 기
업집단 형태보다 경영투명성, 소유지배구조 측면에서 더 낫기 때문이 아니다. 기업의 조직
형태와 내부 지배구조의 선택은 기업마다 이해관계구조, 사업구조, 해당 기업의 업력과 문
화, 처해 있는 환경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재단할 수 없는 문제이며 정책적 판단
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 때문에 외국에서는 순환출자와 마찬가지로 지주회사에 대해서도 사
전 규제로 정부가 통제하는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이와 같은 국제적 정합성, 국내 대기업
집단 규제와의 형평성, 지주회사의 투자·성장기회 제약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
합적으로 감안할 때, 현행의 지주회사 규제는 대폭 완화하는 게 순리이며 바람직하다.
지주회사가 경제력집중의 수단으로 활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더 강하게 규제해야 한다
는 주장은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볼 때 근거가 없다.8) 지주회사 집단의 평균 부채비율은 2013
년 9월 말 현재, 33.2%로서 법상 허용치인 200%의 1/6 정도로 상당히 낮은 반면에9), 자회
사·손자회사 평균 지분율은 각각 74.1%(상장 41.9%, 비상장 84.8%), 75.5%(상장 46.9%, 비상장 77.3%)
로 법상 최소 지분율을 2배가량 상회한다. 법상 기준에 맞춘다면 더 많은 사업, 더 많은 자
회사·손자회사를 보유할 수 있을 터인데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은 것이다. 이처럼 지주회사
제도는 경제력집중과는 관련이 없는데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지주회사 집단에 대해 그

8) 지주회사 관련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독점규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이념적 뿌리가 같은 노무현 정부의 지주회사 제도 개혁을 정
반대로 뒤집겠다는 것으로 自家撞着의 모순을 안고 있다.
9) 2013.4.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금융보험사 제외)의 평균 부채비율은 108.6%이며. 일반 지주회사 전체의 평균 부채비율은
39.3%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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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규모가 큰 일반 기업집단에 비해 더 어렵고 복잡한 규제를 부과하는 규제의 역진성이
강하기 때문에 규제 완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국제적 정합성 기준으로 보면 지주회사 규제는 아예 폐지하는 게 맞다. 그러나 한국의 정
치 지형상 이것이 어렵다면 먼저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내용부터 바로잡아
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먼저 이번에 개정된 외국인투자촉진법 외에도 공정거래법에서 증손
회사 보유의 원칙적 금지를 일반적으로 풀어 손회사, 손자회사와 같은 기준으로 지분율 규제

융 계열사를 두도록 하는 것이 금융사의 통제에 유리할 뿐 아니라 일반 기업집단과의 역차별
문제를 시정할 수 있기 때문에 지주회사의 금융 자회사 보유를 조속히 허용해야 한다. 이와
같은 규제완화 방안은 이미 제18대 국회의 정무위에서 여야 간 충분히 검토하여 통과시켰던
것이나 아쉽게도 법사위의 몽니에 막혀서 관철되지 못했다.10) 19대 국회에서는 처음부터 논
의를 시작할 게 아니라 제18대 국회 정무위 논의를 바탕으로 신속하게 관련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 그리고 수직하방의 출자구조 원칙을 지키는 선에서 자회사 간 공동출자를 허용하고,
현행 5% 이하로 제한되어 있는 비계열사 출자에 대해서는 10% 이상의 주식취득 시에 보고의
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대신함으로써 지주회사의 대규모 투자 기회, 신사업 모색의 기회를 봉
쇄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보유 계열사 주식의 의결권 제한

가) 정책 동향

공익법인의 주식 취득과 보유는 대기업집단이 공익재단을 계열기업 지배수단으로 이용하
는 것을 방지한다는 명목 아래 동일기업 주식취득과 계열기업 주식보유로 나뉘어 규제받고

10) 이명박정부의 지주회사 관련 법률 개정안의 내용(2008.7.24)과 제18대 국회의 정무위를 통과했던 법률 개정안(2010.4.13)
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2013년 정책 리스크 쟁점과 평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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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적용하여 현행 3단계에서 4단계까지 출자를 허용해야 한다. 또한 지주회사 체계 내에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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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보유 계열사 주식의 의결권 제한 법률안 /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내용
발의일자

주요 내용

관련 법률안

2013.6.26

•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보유 계열사 주식의 의결권 행사제한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1조
제2항 신설

있다. 동일기업에 대한 의결권 있는 주식취득은 일반 공익법인의 경우 발행주식 총수의 5%,
성실공익법인11)의 경우에는 10%를 각각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계열기업의 주식
보유에 대해서는 일반 공익법인의 경우 공익법인 총재산가액의 30%, 투명성을 갖춘 공익법
인12)의 경우에는 총재산가액의 50%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일
반 공익법인이 30%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한 경우 사업연도 말 현재 그 초과분에 대한 시
가의 5%를 가산세로 부과(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9항, 제78조 제 7항)한다.
이처럼 공익법인의 계열기업 주식 보유에 대한 규제가 존재하는 가운데 2013년 6월 26일
에는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계열사 주식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공정거
래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법안은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은 보유 자산을 공익에 이바지하려는 목적에 적합하게 사
용하고 있지 않다며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계열회사 주식
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을 그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나) 외국의 입법사례

주요국의 입법사례를 보면 미국, 캐나다, 일본 등의 국가의 경우 공익법인의 주식 보유에

11) 성실공익법인이란 주식 등의 출연일 또는 취득일 현재를 기준으로 외부감사를 받고,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사용하며, 결산서류
등의 공시제도를 이행하고, 공익법인 운용소득의 90%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고, 출연자 또는 출연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가 공익법인의 이사회에 5분의 1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를 모두 충족하는 공익법인을 의미한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
제2항, 동법령 제13조 제3항)
12) 투명성을 갖춘 공익법인이란 외감법인에 의한 외부감사를 받고 전용계좌를 개설·사용하고 결산서류를 공시하는 공익법인을 의
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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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는 규제하고 있으나 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계열사 보유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전
혀 인정하지 않도록 하는 입법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경우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 그 주식을 무의결권 주식으로 하거나 의결권을 포함하여
신탁함으로써 초과상태를 해소(내각부 공인등인정위원회 공익인정 가이드라인)하도록 하고 있어 의결권
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다. 그러나 이는 50%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주식
에 대한 의결권만을 제한하는 것이며 계열사 주식 모두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

경우 민간재단의 주식보유에 대해 의결권이 있는 주식은 20%, 제3자가 이미 기업의 지배력
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35%의 주식보유 한도를 규정하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 20%를 초과하여 소유한 민간재단은 초과지분을 기한 내 매각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초과 보유한 지분 가치의 5%가 가산세로 부과되며 5년 이내에 다시 20%를
초과 보유하는 경우에는 가산세율이 2배로 증가된다.

다) 문제점과 평가

주요국 공익법인의 주식 보유에 대한 규제를 우리나라와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공
익법인의 동일기업 주식취득과 계열기업 주식보유를 구분하여 제한하고 있는 반면, 미국, 캐
나다, 일본의 경우에는 동일기업 주식보유 한도만을 규정하고 있는 차이점이 있다. 따라서
계열기업 주식보유에 관한 규제는 우리나라만의 특유한 규제로 볼 수 있다. 공익법인이 소유
할 수 있는 동일기업의 주식보유 한도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5%로서 일본의 50%, 미국과 캐
나다의 20%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특히 공익법인의 계열기업 주식보유를 별도로 제
한하는 사례는 우리나라 외에는 없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공익법인의 계열사 주식보유에 대
해 다른 나라에는 없는 추가적인 규제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유한 계열사 주식의 의결권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은 이중 규제이며 재산권 침해의 소지가 매우 크다. 1999년말 세법 개
정을 통해 계열기업의 주식보유 한도를 총재산가액의 30% 이하로 제한한 주된 이유 중의 하
나는 경제력집중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다. 그러나 지주회사가 1999년부터 허용되고 익금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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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영국, 호주, 대만 등의 국가는 공익법인의 주식보유에 대해 제한하지 않고 있다. 미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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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자산현황

(단위: 십억 원, %)

자산현황

계열사 주식비중

총 자산(금액)

부동산(비중)

금융자산(비중)

기타자산(비중)

주식(비중)

(장부가 기준)

208.5

23.38

25.71

17.24

33.68

87.75

자료 : 경제개혁연구소

산입 면에서 일반기업에 비해 세제상 혜택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대기업집단이 지주회사 제
도를 이용하지 않고 공익법인을 통해 기업을 지배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왜냐
하면 공익법인을 통해 기업을 지배하는 것은 지주회사를 이용하는 것보다 외부감시가 더 많
고 자산운용에 제한이 더 많이 따르기 때문이다. 실제로 2007년 말 세법개정에서 공익법인
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고유목적 사업회계용 전용계좌 개설을 의무화했으며 자산총액 10억
원 이상의 공익법인(종교법인 제외)에 대해 결산서류 공시를 의무화하고 세무확인 주기를 2년에
서 1년으로 단축하였으며 자산총액 100억 원 이상의 공익법인에 대한 외부감사제도를 도입
한 바 있다. 따라서 공익법인을 통한 경제력 집중우려는 심각한 문제로 보기 어렵다. 한편,
경제력집중은 모든 자본주의 경제에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으로 경쟁의 결과이기도
하므로 경제력집중에 대한 사전적인 규제는 경쟁을 오히려 저해할 수 있다. 따라서 바람직한
대기업정책은 경제력 집중억제가 아닌 공정경쟁 촉진과 소비자 보호로 방향을 전환해야 할
것이다. 이 같은 대기업정책 방향의 전환 필요성의 관점에서 볼 때, 대기업집단 공익법인 보
유 계열사 주식의 의결권 제한은 전형적인 사전적 경제력 집중 억제책으로의 회귀로 볼 수 있
다. 특히,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총 자산 장부가액이 2,085억 원에 불과하며 이들 공
익법인이 보유한 계열사 주식의 장부가액 합계가 616억 원13)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면 이렇게
많지 않은 금액으로 대기업집단이 공익법인을 통해 경제력을 집중하고 계열사에 대한 지배

13)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자산현황 표에 기초하여 공익법인 자산합계인 2,084억 원에 주식비중 33.68%와 계열사 주식비
중 87.75%를 모두 곱하면 616억 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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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강화하려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비합리적으로 보인다.
주식 배당금 비율을 예금이자율과 비교하는 논리 또한 합리적이지 않다. 주식투자를 통한
수익률과 예금이자율을 제대로 비교하기 위해서는 주식 수익률에 배당금뿐만 아니라 주가
상승에 따른 주식처분 이익을 포함해야 하기 때문이다. 예금이자율과 주식 배당률만을 비교
하는 이러한 논리에 따르면 예금을 하는 대신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 모든 주식 투자자들과 주
식투자를 하는 기관 투자자들이 모두 비합리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계열사

리하다는 주장 또한 합리적으로 보기 어렵다. 계열사 주식이 비록 배당률은 낮더라도 주가상
승이 비계열사 주식에 비해 높으면 비계열사 주식을 보유하는 것보다는 계열사 주식을 보유
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대기업집단에 소속된 대부분의 잘 알려진 기업들은 외국인의 지분이 50%를 대부분
상회하고 있으며 사모펀드의 도입과 외국자본의 투자 증가로 인해 잠재적인 적대적 M&A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또한, 이러한 잠재적인 M&A 위험의 노출에도 불구하고 차등의결권
주식 도입과 같은 적대적 M&A 위협에 대한 방어수단은 허용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
한 가운데 공익법인 보유 계열사 주식의 의결권을 제한할 경우 사회적으로 기부를 하는 동시
에 적대적 M&A에 대응하기 위한 우호지분도 형성할 수 있는 공익법인에 대한 기부 의욕을
크게 약화시킴으로써 대기업의 기부문화 기반만 잠식할 가능성이 크다.

라) 정책 방향

개방화의 진전으로 글로벌 경쟁 환경에 놓인 소규모 개방경제가 좁은 국내시장만을 전제
로 사전적인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에 집중할 경우 경쟁이 오히려 저해되고 경제의 비효율성
만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이미 공익법인에 대한 동일기업 주식 소유 제한에 더해 외국에는
사례가 없는 계열기업 주식 소유 총량을 제한하고 있고,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소유 계
열회사 주식의 규모가 크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대기업집단이 공익법인을 통해 경제력을 집
중하고 계열사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는 주장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보유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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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배당률이 비계열사 주식 배당률보다 낮으므로 비계열사 주식을 보유하는 것이 더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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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사 주식의 배당률을 비계열사 주식의 배당률이나 예금이자율과 비교하는 논리 또한 합리
적이지 않다. 아마도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들이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된 이
유는 대부분의 대기업들이 변변한 방어수단 마저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잠재적인 적대적
M&A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데서 찾는 것이 맞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기업집단 소
속 공익법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 주식의 의결권을 제한할 경우 싹트기 시작한 대기업
들의 기부문화 기반만 잠식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이 소유하
고 있는 계열사 주식의 의결권을 제한하려는 시대 역행적인 규제는 철회함이 바람직하다.
오히려 기부문화를 꽃피우고 우리나라의 우량기업을 잠재적인 적대적 M&A의 위험에서 벗
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경제력집중 억제라는 편향된 시각에서 탈피하여 공익법인의 주식취
득 보유 한도를 확대하고 다른 나라에는 사례가 없는 계열기업의 주식보유 한도도 철폐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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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지배구조

Ⅱ. 정책리스크 기업

1. 집행임원제

가) 정책 동향

이사회는 전통적으로 업무집행기능을 중요시해 왔다. 그러나 이사회의 독립성과 경영진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조되면서 이사회는 경영진의 실제적인 업무집행에 대한 감독에 주력하고
실질적인 업무집행은 별도의 기관인 ‘집행임원’이 전담하도록 한 것이 「집행임원제」다. 현행
상법에서는 개별 기업들의 선택에 맡겨져 있던 것을 이번 상법개정을 통화 감사위원회 설치
개정취지14)

집행임원제 의무화
(안 제415조의2 등)

•감사위원회 설치회사의 경우, 업무집행 및 감독 기능이 모두 이사회에 집중되어 자기감독
의 모순이 발생하고, 견제와 균형이 유지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함
•감사위원회 설치회사는 집행임원을 의무적으로 도입하여 업무집행을 전담하게 하고, 이
사회 의장을 겸직하지 못하도록 함
•이사회가 업무감독에 전념하게 되어 기업지배구조 내 견제와 균형 원리가 회복됨으로써
지배구조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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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대해 의무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나) 외국의 입법사례

집행임원제는 미국에서 발달하였다. 그러나 그 이유는 우리나라 상법개정안에서처럼 이사
회의 감독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업무집행기능을 이사회에서 의도적으로 분리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15) 이사회가 임원에 대하여 회사의 업무처리를 위임하고 그 위임된 범위 내에서 업무
처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감시감독하는 기능을 하게 된 현실을 법률적으로 인정한 것
에 불과하다. 이사회가 일상적인 업무집행을 모두 담당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선임한 집행임원에게 업무집행을 맡도록 하는 관행이 형성되었고 이러한 관행이 나중에 이
사회 결의로 임원을 선임하여 이들에게 회사의 업무집행을 위임하는 규정으로 바뀌게 된 계
기가 된 것이다.
미국의 임원에 관한 입법은 이사와 임원의 기능과 역할을 법적으로 구분하여 명확히 하고
자 한 것일 뿐 이사와 임원의 기능을 분리하여 서로의 영역을 침범할 수 없도록 하는 데 목적
이 있는 것이 아니다.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주(州)회사법인 델라웨어주 회사법이 집행임원제
도입을 강제하고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미국의 경우 집행임원의 업무집행권은 원래 이사회에 부여되어 있던 업무집행권한에 근거
하여 위임된 것이므로 이사회가 그 권한위임의 대상이나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또
한 미국 CEO가 이사회 의장(chairman)를 겸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CEO가 이사회 의장을 겸
임하는 비율이 매년 줄고는 있지만 2012년 S&P 500 기업의 57%가 겸임을 하고 있다.16) 2013
년 포천 500대 기업 중 상위 20개 사를 대상으로 할 경우 70%가 겸임하고 있다.17)

14) 법무부「상법」일부 개정(안) 입법예고(2013.7)
15) 서완석, “집행임원제도의 제한적 의무화에 관한 쟁점사항 검토”, 『상법개정안의 주요쟁점과 그 평가』 한국경제법학회 세미나 자
료(2012.8) 119면
16) SPENCER STUART BOARD INDEX (2012)
17) 머니투데이 3013. 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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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위원회설치회사는 집행역(집행임원)을 의무적으로 두어야 하나 위원회를 설치할지
자체가 개별 회사의 선택에 맡겨져 있어 우리나라 개정안과는 다르다.
영국에서는 이사회가 회사의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나 경영자에게 권한을 자유롭게
위임할 수 있는 유연한 법제를 가지고 있다. 벨기에, 이탈리아, 프랑스 등에서는 이사회가 경
영권한을 비공식적 집행위원회(informal executive committee)에 위임하고 있어 강제적으로 공식적
집행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하는 우리나라 개정안과는 다르다.

집행임원제 선택여부, 사외이사의 존재여부, 이사회 의장과 CEO의 겸임여부, 리더십 구조
가 회사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들은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지 않다.18) 기업의 성과
에 실질적으로 미치는 것은 이사회의 형식적 구조가 아니라 리더의 관련 산업에 대한 지식과
리더십 등 실질적 요인들이기 때문이다.19)
집행임원제가 의무화될 경우 ‘사외이사 반란’으로 현재의 오너경영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어
려워질 수 있다. 현재에는 사내이사들이 경영자이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되므로 결국
주주총회에서 경영자를 선임하는 것이다. 그러나 집행임원제가 의무화되면 이사회에서 경영
자(집행임원)를 선출해야 한다. [감사위원 분리선임과 집중투표제 의무화로 이사회 구성에 대주
주의 권한이 상당히 제한] + [이사회에는 사외이사가 과반수 이상(2조 원 이상 회사)]의 상태에 놓
여 있는 이사회에서 경영자(집행임원)를 선출한다는 것은 대주주의 영향력이 거의 없는 상황에
서 실질적으로 사외이사가 경영자를 선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상법 개정안에서 집행임원제를 강제적으로 의무화하려는 이유는 이사회의 감독기능을 지

18) Jill E. Fisch, “Measuring Efficiency in Corporate Law: The Role of Shareholder Primacy,” Fordham Law
Legal Studies, Research Paper No.105 (2005). John Coates, “Protecting Shareholders and Enhancing
Public Confidence through Corporate Governance” HLS Forum on Corporate Governance and Financial
Regulation(2009)
19) The Conference Board, Director Notes, “Separation of Chair and CEO Roles,” Aug.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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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문제점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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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치게 중요시한 나머지 이사회는 업무감독에만 집중하도록 하기 위함인데 과연 이사회에게
감독 기능만을 강요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의문이다.20) 이사회는 집행임원을 감시하는 감시
기능(monitoring function) 외에도 회사가 직면하는 불확실성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외부적 환경
과의 원활한 관계를 진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관계적 기능(relational functions)을 수행한다.21)
모든 회사에 이사회 감시기능만을 중요시하는 이사회 구조를 강요하며(집행임원제 의무화) 이
사의 독립성에 관한 엄격한 요건을 부과하는 것은 기업들의 다양성을 고려하지 못할 위험성
이 있다. 개별 회사들이 자신들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감독체계와 경영 효율성 사이의 조화
점을 찾아가는 데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라) 정책 방향

집행임원제도는 다양한 상황에 처한 기업들에게 자신들에게 가장 적합한 이사회 구조와 경
영지배구조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를 넓혀 준다는 차원에서 도입되어야 한다. 최적 이사회
구조와 회사지배구조는 개별 회사의 주주들만이 평가할 수 있는 특수성(firm-specific factors)에
의존하므로 개별 회사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22)
국가에 의한 강제가 개별 회사의 선택보다 우월하다는 증거는 없다. 획일적 기준을 제시할
때는 개별 회사의 선택이 가능하도록 유연성(flexibility)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개정안에서
처럼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자산 2조 원 이상의 회사에게 강제적으로 도입하면서 이사회 의
장과 CEO의 겸임을 금지하도록 할 것이 아니라 현행법에서처럼 도입여부를 개별 기업들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

20) Stephen Bainbridge, “A Critique of the NYSE’s Director Independence Listing Standards” UCLA School of
Law, Research Paper No. 02-15 (2002)
21) Lynne L. Dallas, “The Relational Board: Three Theories of Corporate Boards of Directors,” 22 Journal of
Corporation Law 1, Fall 1996, p.2.
22) The European Corporate Governance Framework: Issues and Perspectives, ECGI Working Paper Series
in Law (2013) p.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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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위원 분리선임

가) 정책 동향

개정안에서는 이사회의 하부조직인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 선출 시 일반이사와 분
리해 별도로 주주총회에서 선출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는 주주총회에서 모든 이사를 일괄선
출하고 선출된 이사들을 상대로 주주총회에서 다시 감사위원회 위원이 될 이사를 선출한다.

수 있다. 지배주주로부터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애초에 모든 이
사들을 일괄 선출할 때는 지배주주가 3% 의결권 제한을 받지 않고 정상적으로 모든 의결권
을 행사할 수 있다. 지배주주가 선호하는 후보들이 이사로 선임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이
사들을 상대로 감사위원회 위원이 될 이사를 선임할 때 지배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현행법으로는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확보가 미흡하다는 것이 개정안의 생각이다. 그래서 개
정안에서는 일반 이사와 감사위원이 될 이사를 애초부터 분리해서 주주총회에서 선출하고
후자의 선임 시 지배주주의 권한을 3%로 제한하도록 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처음부터 감사
위원이 될 이사를 선임할 때 지배주주의 의결권이 3%로 제한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된 감사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개정취지23)

감사위원회 위원 분리
선출 방식 도입
(안 제542조의12)

•현재 감사 선임 시 대주주의 의결권이 3%로 제한되나, 감사에 갈음하는 감사위원회 위원
은 선임된 이사 중 선임되므로 사실상 의결권 제한 규정이 배제되어 감사에 비해 선임 시
독립성이 저해되는 문제점이 있음
•감사위원회 위원을 맡을 이사를 다른 이사와 분리하여 선출하도록 함으로써, 선임 단계에
서부터 3%의 의결권 제한 규정이 적용되도록 개선함
•선임 단계에서 감사위원회 위원의 독립성을 확보함으로써 감사위원회의 감사 기능이 충
실해지고, 경영투명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23) 법무부 「상법」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2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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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때 지배주주는 아무리 많은 의결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3%까지만 의결권을 행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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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외국의 입법사례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 선출 시 일반이사와 분리해 별도로 주주총회에서 선출하도
록 하면서 지배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고 있는 나라는 없다. 다만 일본에서 주주총회
에서 감사위원이 될 이사를 분리 선출을 하는 방향으로 회사법을 개정하고자 하고 있지만, 일
본 회사법에서는 우리와 같이 대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우리나라의 상
법 개정안의 방향과는 다르다.

다) 문제점과 평가

주식회사에서 경영은 이사회에 위임되어 있으므로 주주들은 이사선임권을 통해 간접적으
로 경영권을 행사하고 주주들의 이러한 권한은 주식회사제도의 본질이다. 그런데 감사위원
이 될 ‘이사’를 주주총회에서 분리선출할 때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것은 대주주의
‘이사’ 선출권을 통한 경영권확보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주식회사 제도의 기본원리에
위반될 수 있다. 특히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담보하기 위해 지배주주의 의결권을 직접적
으로 제한하면서까지 감사위원이 될 이사의 독립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은 이사회의 감독
기능을 지나치게 맹신하고 있는 것이다. 이사회의 감독기능이 중요한 것은 분명하지만 이
사회의 업무집행기능도 중요하다.
이사회의 감시기능과 독립성 확보가 절대적 진리일 수 없다면 이러한 것을 확보한다는 명
분 하에 주식회사제도의 본질인 주주의 의결권을, 그것도 대주주의 의결권만을 직접적으로
제하여 재산권 침해하는 것은 法益형량의 관점에서 바람직 하지 않다. 경영자의 업무집행을
통제하는 내부통제장치로 이사회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사회의 감독기능만을 지나치게 강
조할 것이 아니라 이사회의 업무집행 기능과의 조화를 모색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 정책 방향

조직법상 감사위원회는 이사회내의 위원회이고 감사위원의 기본적 신분은 ‘이사’이므로 주
주총회에서 모든 이사를 일괄선출한 후 이 중에서 감사위원인 이사를 선출하는 것이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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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이때 감사위원인 이사를 주주총회에서 선출하는 방법과 이사회에서 선출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현행 상법은 주주총회에서 선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래야 대주주에게 3%룰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3%룰을 폐지하고 이사회에서 감사위원이 될 이사를 선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Ⅱ. 정책리스크 기업

3. 다중대표소송

가) 정책 동향

예전부터 재벌개혁의 수단으로 제기되어 왔던 이중대표소송제 도입에 대한 논의가 다시 제
기되고 있다. 이중대표소송이란 지배회사와 종속회사 관계에서 종속회사의 이사가 주의의무
위반 등으로 종속회사에 손해를 입혔을 때 종속회사의 주주인 지배회사가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지배회사의 소수주주들이 직접 종속회사의 이사를 상대로 대표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다. 모회사의 소수주주는 자회사에 대하여 자회사 임원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것에 대한 청구를 한 후, 자회사가 소송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에 회사를 대표하여 소송을 제
기할 수 있다.
개정취지24)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안 제406조의2, 제542
조의6 제6항)

•자회사 이사의 위법행위로 자회사에 손해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모회사 역시 손해를 입
게 되었음에도 자회사나 그 주주 또는 모회사가 책임을 추궁하지 않는 경우, 모회사의 주
주가 권리를 구제받는 데에 어려움이 있음.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의 이사에 대해 책임을 추궁하는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함
•모자회사 관계에 있어 지배구조의 책임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24) 법무부 「상법」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2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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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외국의 입법사례

미국의 경우, 일부 주(州)에서 판례를 통해 다중대표소송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다중대표소송은 일부 주의 판례법을 통해 발전해 온 것으로, 타 국가에서는 성문법으로 명문
화된 조항을 입법한 사례를 찾기 어렵다. 모회사가 자회사의 주주로서 대표소송을 제기하면
되지만, 그러한 소송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판례법(Common law)으로 모회사의 주주에게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있다. 일본은 현재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다중대표
소송을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회사법 개정을 통해 다중대표소송제도의 도입을 논의 중인 상
황이다.

다) 문제점과 평가

다중대표소송은 특정회사의 주주들이 다른 회사의 경영진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
이므로 운용하기에 따라서는 기업집단 전체를 마치 하나의 회사처럼 보며 소수주주들이 모
든 계열사의 이사의 경영활동에 간섭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보
면 우리나라 기업구조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또한 다중대표소송은 법인격을 사
실상 부인하는 효과를 발생시켜 기업지배구조의 개선 못지않은 중요성을 가지는 자본주의
경제적 기초를 하나를 잠식할 위험이 있음에 주의해야 한다. 이러한 우려제기에 대해 어차피
오너도 기업집단을 마치 하나의 기업처럼 운용하여 사익을 추구하고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인 다중대표소송이 좀 그러하면 어떠하냐고 반론할 수도 있다. 바로 오너의 이러한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우리는 다른 나라에 없거나 훨씬 강화된 규정들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
다. 회사기회유용, 세법, 형법, 일감몰아주기 규제 등이 그것이다.
만일 오너가 정말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들의 법인격을 무시하면서 불법적으로 악용하
는 경우라면 법인격 부인론을 적용하면 된다. 그렇다면 다중대표소송도 이러한 경우에 적용
되게끔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결국 기업집단에서 오너의 사익추구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수단인 다중대표소송제도에 대
한 도입논의에 있어 이것의 이론적 근거인 소수주주권 강화로 초래될 수 있는 위험성,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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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처할 경영권 방어와 경영판단원칙의 필요성 및 제도화 정도, 그리고 대기업집단 오너의 사
적 이익추구를 방지하기 위해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다양한 제도들을 종합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분석하며 도입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라) 정책 방향

모회사의 소수주주가 별도의 법인격을 가진 자회사의 경영진을 상대로 다중대표소송을 제

상법에 명문으로 입법화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자회사의 주주들이 일반적인 주주대표소
송을 제기하여 자회사 경영진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황에서 법인격을 무시하면서까지
굳이 모회사의 주주들까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할 경우 오히려 제도를 악용할 위험이 있
다. 다만 자회사 경영진의 위법행위가 모회사의 법인격을 무시할 정도로 심각한 경우에는 판
례로 다중대표소송을 인정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다.

4. 전자투표제

가) 정책 동향

전자투표제도란 주주가 주주총회에 출석하지 않고 회사가 의결권 행사를 위하여 제공한 전
자문서 또는 전자적 기록에 찬ㆍ부를 표시하여 전자적 방법(웹, 전자메일 등)으로 회사에 전달함
으로써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이다. 주주총회 활성화를 목적으로 2009년 5월 상법 개정을
통해 도입되었다. 의결권 행사만을 전자적으로 하는 점에서 가상공간에서 주주총회를 개최
하는 전자주주총회와 구별되며, 정관에 따라 실시되는 서면투표제와는 달리 이사회 결의만
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2010년 8월 예탁결제원의 전자투표제 지원시스템이 마련된 이후 상당기간이 경과
하였으나 실제 전자투표제를 활용하는 기업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 현재까지 전자투표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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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하는 것은 회사법의 근간인 ‘법인격’을 부인(否認)하는 효과를 초래하므로 다중대표소송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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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취지25)

전자투표제 단계적
의무화
(안 제542조의14)

•주주총회 활성화 및 이를 통한 건전한 경영의 촉진을 위해 도입된 전자투표제는 회사의
선택 사항에 맡겨져 있어 활용도가 낮은 문제가 있음
•주주의 분산 정도에 비추어 주주총회 활성화의 필요성이 높은 일정 주주의 수 이상의 상
장회사부터 우선적으로 전자투표 실시를 의무화함
•일반 주주의 주주총회 참여 방식이 용이하게 됨으로써 주주총회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
대됨

이용한 회사는 40여개社에 불과하며 이마저 페이퍼 컴퍼니인 SPC가 대부분이다.
이에 법무부는 2013년 5월 일정 범위의 상장회사에 대하여 전자투표제 실시를 강제하는 내
용을 상법 개정안에 포함하였다. 기존 전자투표를 활성화하여 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
겠다는 취지이다.

나) 외국의 입법사례

전 세계적으로 2000년대 초반부터 도입된 전자투표제는 의무적으로 운용되는 대만을 제
외하고는 현재 우리나라와 같이 기업의 자율적 선택에 의해 전자투표제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전자투표제도는 미국, 일본 등에서 기업의 임의적 선택에 따라 실시되고 있음에도 불
구하고 우리나라와는 달리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일본의 전자투표제도 이용현황
미국
실시시기

2000년 6월

근거법규
운영기관

일본
2001년 11월
회사법

Broadridge

각 신탁은행,
Investor Communications Japan

이용회사(이용비율)

2947사(약 45%)

428사(약 19%)

기타

주주 약 800만 명 이용

시가총액의 75% 차지

자료 : 주주총회 활성화를 위한 전자투표제도 도입, 2010, 한국예탁결제원

25) 법무부 「상법」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2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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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말 기준 미국에서는 상장회사의 44.8%인 2,947개사, 일본에서는 상장회사의 약
18.3%인 428개사가 전자투표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매년 2~3%씩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 회사법이 전자투표제 등 주주총회의 IT 제도의 이용여부를 이사회의 재량에 위임한 것
은 이를 법률로서 회사에 강제할 성질의 것이 아닌 회사 자치적 영역에 있는 사안이라고 보
았기 때문이다.26) 일본도 마찬가지로 현재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전자투표제를 강제화하지 않
고 임의규정화한 것은 전자투표제 실시에 따른 비용이나 해킹 등과 같은 위험부담에 대해 회

다) 문제점과 평가

상법개정안과 같이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회사에 의무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회사 자치적
영역에 대한 간섭이다. 뿐만 아니라 주주총회의 형해화 문제 등 기존 제기되었던 전자투표의
문제점이 강행규정화를 통해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 주주총회는 주주가 참석하여 의안에 관
한 설명을 청취하고 질문과 토론을 한 후 자기의 의사를 결정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회의체
를 본질로 한다.27) 그러나 전자투표제도는 온라인상 질의, 응답, 토론 등이 허용되지 않고 단
순히 주주의 의사결정을 찬성, 반대, 기권 등의 형식으로 표시만이 가능할 뿐이다. 즉 주주총
회의 안건의 설명 및 토론절차와 관련하여 주주에게 질문권의 행사28)를 보장할 수 없다. 전자
투표제의 의무적 도입을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이러한 주주총회의 회의체적 성격에 상반된다
는 문제가 서면투표 및 전자투표제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이미 고려되었다고 하나 이는 어디
까지나 회사의 재량사항이었을 때 수인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모든 기업에게 전자투
표제를 강제하는 개정안의 경우 주주에게 의결권을 보다 용이하게 행사할 수 있는 방안을 제
시한 것을 넘어 오히려 법이 주주총회의 형해화를 지향하고 독려할 수 있다고 해석될 여지도

26) 권종호, 상법개정안의 주요쟁점과 그 평가, 한국경제법학회 하계 학술대회, 2013. 8.19, 85면
27) 김순석, 전자주주총회, 전남대학교 출반부, 2008, 31면
28) 주주의 질문권을 무시한 채 이루어진 결의는 현저하게 불공정한 결의에 해당하여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원인의 존재를 인정하는
판시(서울고법 1998.8.25. 선고 98나526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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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선택에 따른 자발적 감수를 전제로 이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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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한편 전자투표의 의무화는 전자적 방법이라는 시스템 속성상 발생할 수 있는 해킹 등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와 범위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전자투표제의 강행규정화는 회사가 주주
에게 일종의 ‘전자투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기존 임의규정이었던
것과 달리 회사는 기술적 하자로 인한 사고 등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상당한 책임을 부
담하게 된다. 2013년 3월 방송사 및 금융기관의 전산사고29)와 같이 해킹, 바이러스의 감염 등
으로 전자투표 진행과정에서 사고의 위험은 상당하다. 이러한 리스크에 대하여 기업들이 자
발적으로 감수한(즉 회사의 선택을 통해서) 상황인 아닌 의무적으로 이용을 강제하고 이를 부담하
게 하는 것은 가혹하다. 뿐만 아니라 전자투표의 강제화는 인터넷 사용에 어려움이 있거나 IT
시스템 이용환경이 수반되지 않는 주주의 경우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전자투표를 이용할 수
없다는 문제를 더욱 악화시킨다.

라) 정책 방향

상법 개정안의 취지가 전자투표제의 활성화가 아닌 주주총회 활성화라면 전자투표제를 강
제하는 것이 아닌 주주의 참여 및 기업들에게 주주의 참여를 독려하여야 하는 유인을 만들어
주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정책방향이다. 지난 5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
정으로 2015년부터 예탁결제원의 중립적 의결권 행사제도30) 폐지(제314조 제4항 제5항 삭제 및 부칙
제1조)가 예정되어 있다. 의결정족수 충족을 위하여 기업의 자발적인 전자투표제의 활용이 기

29) 2013년 3월 20일 오후 2시경 KBS, MBC, YTN 등 방송사와 신한은행, 농협은행, 제주은행 등 금융회사에 있는 약 3만 2000
대에 달하는 컴퓨터가 작동을 멈추어 업무상 차질이 발생하였다.
30) 중립적 의결권 행사제도(Shadow Voting)란 예탁결제원 명의로 명의개서된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주주총회일 5일 전까지 예
탁결제원에 대해 그 의결권의 직접행사·대리행사 또는 불행사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예탁결제원이 형식상의 주주의 자
격으로 발행회사의 요청에 의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법. 총회참석 주주가 행사한 찬성과 반대(기권 및 무효포함) 비율에 따라 의
결권을 행사함으로써 출석주주와 의결권행사 주주 수에는 산입되나 결의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최근 2006년에서 2010
년간 연평균 기준으로 전체 상장기업(1,774개사)의 32.8%가 중립적 의결권 행사제도를 이용하여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있는 바
(유가증권 31.6%, 코스닥 33.7%) 동 제도의 폐지로 인하여 상당수 기업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주주총회가 불성립되
는 상황이 우려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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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되는 상황에서 각 회사가 처해진 구체적인 상황이나 준비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전자투표
를 강제하는 것은 지나치게 규제 편의주의적이다.
주주총회 참여율이 저조한 근본적인 원인은 참여수단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주주들의 참
여의지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단기적 시세차익과 배당에만 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소
수주주들이 주주총회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는 수단이 아닌 의지의 문제인 것이다. 주주들이
회사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그

히 인식시켜 줄 필요가 있다. 회사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에 주주들이 관심을 가지게 된
다면 자연스럽게 주주총회 참여율은 높아질 것이다. 소수주주들의 참여의지 자체를 끌어올
리기 위한 개선 없이 형식적으로 전자투표제를 의무화할 경우 해킹의 위험과 같은 기술적 문
제 외에도 무책임한 투표나 총회꾼들에 의한 개입 등으로 주주총회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
오히려 전자투표제 강행규정화 논의에 앞서 현재 주주총회 의결정족수에 대한 면밀한 재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미국, 독일, 일본 등 대부분 나라에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
수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결권 과반수의 찬성을 보통결의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비하여
31)

우리나라는 출석의결권 과반수 찬성 및 찬성에 가담한 의결권이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완화되어 있다. 이에 대해 비교법적으로 보편성이 떨어지고 단체의사 결정원리에
부합하지 못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결론적으로 전자투표제는 현재 상법과 같이 개별 회사가 필요와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전자투표제도의 강제화
이전 중립적 의결권 폐지로 인한 기업들의 자발적 주주총회 활성화 노력을 지켜보는 것이 우
선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소액주주의 주주총회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인센티브 내지 주주
권리 행사 교육 프로그램의 발굴 등 다양한 방면에서 균형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31) 천경훈, 법무부 상법개정 공청회 자료. 2013. 6.14. 45-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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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집중투표제

가) 정책 동향

집중투표제도란 이사 선임 시 1주에 대해 선임하고자 하는 이사의 수에 상당하는 복수의 의
결권을 부여하는 방법32)이다.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주주가 1주마다 선임할 이사
의 수와 동일한 수의 의결권을 가지고 그 의결권을 이사 후보자 1인 또는 수인에게 집중하여
투표하는 것으로 누적투표(cumulative voting)라고도 한다.
IMF 속에서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개선방안의 하나로 1998년 상법 개정을 통하여 집중투
표제(제382조의2)가 도입되었다. 대주주가 원하는 이사만이 선임되는 단순투표제의 ‘the
winner-takes-all 현상’을 개선하고 소수주주가 자신이 원하는 후보를 이사로 선임하는데
보다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의결권 행사방법의 변용을 허용한 것이다. 상법은 원칙적
으로 집중투표방식에 따라 이사 선임을 가능하도록 하면서 주주총회의 정관변경을 통해 집
중투표제의 배제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현재 약 90% 이상의 기업이 정관을 통해 집중투표제를 배제하고 있는 등 집중투표
제 이용률이 상당히 저조한 상황이다. 이에 법무부는 일정 상장회사에 대해 집중투표제를 정
관에서 배제하지 못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소수주주의 청구가 있는 경우 의무적으로 집중투표
개정취지33)

집중투표제 단계적 의
무화 (안 제542조의7)

•1998년 개정 상법에 도입된 집중투표제는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 및 투명성 증진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대부분의 회사가 정관으로 이를 배제하여 실효성이 취약함
•경영의 투명성 요청이 높은 일정 자산 규모 이상 상장회사는 소수주주권으로 집중투표를
청구할 경우 회사는 정관배제와 관계없이 이를 채택하도록 의무화함.
•집중투표제를 통해 이사회 구성이 다양화되고, 경영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32) 이철송, 회사법, 박영사. 2012년, 633면
33) 법무부「상법」일부 개정(안) 입법예고(2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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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를 실시하도록 상법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즉 상법 개정안은 일반회사에 대하여 정관상 집
중투표 배제규정이 없을 것을 전제조건으로 집중투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상법 제
382조의2를 그래도 존치하되 다만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회사의 경우(자세한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
그 특례규정인 제542조의7 제3항과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집중투표 배제 관련 사항을 삭
제함으로써 소수주주가 지분율 요건을 갖추고 행사할 경우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회사가 거
부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미국의 경우 현재 대다수의 주에서 집중투표제를 임의규정으로 시행하고 있다. 아리조나,
켄터키, 네브라스카, 사우스 다코다, 노우스 다코다, 웨스트 버지니아 6개 주만이 강행법규
화하였을 뿐 나머지 43개주와 워싱턴 D.C.는 임의규정화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메사추세츠
주의 경우 아예 집중투표제를 허용하고 있지 않다. 임의규정으로 운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델
라웨어주, 뉴욕주, 개정모범사업회사법(RMBCA) 등은 집중투표제를 인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
으로 하되 정관에 의해 도입할 수 있는 opt-in 방식으로, 미시간주, 캘리포니아주, 펜실바니
아주 및 텍사스주 등은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opt-out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집중
투표제는 세계 최초로 도입되었던 미국에서조차 활발하게 이용되지 않고 있는데, 이는 대의
민주주의라는 정치적 이념이 반영되어 만들어진 태생적 한계에서부터 예견된 것으로 결과적
으로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에 부적합한 시스템임으로 증명하고 있다.
또한 일본의 경우도 누적투표(신회사법 제342조 累積投票による取締役の選任)라는 이름으로 정관으로
배제가 가능한 집중투표제를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기업
이 이를 정관을 통해 배제함으로써 집중투표를 통한 이사 선임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아니
하다.

다) 문제점과 평가

1주 1의결권 및 다수결 원칙(majority rule)의 예외인 집중투표제를 일률적으로 기업에 강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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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기업의 자기결정권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규제입법이다. 우선주 등과 같이 법이 허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회사가 자치적으로 1주 1의결권 원칙 혹은 다수결의 원칙과 달리 운용할 수 있
도록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겠으나 개정안과 같이 법상 예외적인 방식(집중투표제)의 채택을 의
무화하는 것은 기본 상법상의 원칙들을 무용화(無用化)시킨다. 또한 집중투표제가 가치중립적
인 제도가 아니라 소수주주를 보호하는 가치편향적인 방식으로 지배주주 측에서 회사의 지배
력에 상당한 상실을 감수할 것을 전제로 만들어진 제도임을 고려해볼 때34) 이를 강행규정화하
는 것은 객관적인 규제형평성을 상실한 것이다. 소수 주주에게 그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
률상 다양한 권한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적정한 균형이 요구되며, 회사에서 최종적인 의사결정
은 다수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일정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35)
또한 집중투표제를 통해 이사선임을 강제하는 것은 이사회 내에 당파적 대립을 형성하기
쉬워 빠른 의사결정 등 효율적인 경영활동을 저해할 수 있다. 대주주 및 대주주에 의해 선임
된 이사의 경영 활동에 대해 소수주주에 의해 선임된 이사의 견제 및 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
다는 집중투표제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대주주와 소수주주 각각에 의해 선임된 이사
들 간 의견 대립 및 충돌 등으로 인해 기동성 있는 이사회의 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사
실이다. 또한 소수주주에 의해 선임된 이사들에 의해 회사의 주요 경영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이사로 선임해준 특정 집단의 이익만을 고려하여 업무를 수행할
위험도 상당하다.
그리고 현행 상법상의 집중투표제가 전적으로 기업들의 자율적 선택에 맡겨져 있는 임의
규정인지도 의문이다. 집중투표제를 기업들의 자발적 선택에 맡기는 방식은 2가지가 있다.
‘OPT-IN’ 방식은 개별 회사가 정관에 집중투표제를 명시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현행 상법의
방식인 ‘OPT-OUT’방식은 일단 집중투표제를 개별 기업이 도입한 것으로 본다. 다만 도입을
원하지 않는 기업들은 정관변경을 통해 배제하는 규정을 두어야 한다. 정관변경을 위해서는

34) 박영준, 집중투표제,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14(2003.9), 393면
35) 권재열, 집중투표제의 의무화주장에 대한 비판적 검토, 기업법연구 2003, 20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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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특별결의(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를 거쳐야 하므
로 결코 쉽지 않다. 여기에 더해 상법 제542조의7 제3항에서는 상장회사가 정관에서 집중투
표를 배제하고자 하거나 그 배제된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부분의 소수주주들은 집중투표제를 선호할
것이고 대주주는 그렇지 않을 것이므로 대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집

이와 같이 현행 상법상의 규정자체도 전적으로 임의규정이 아니므로 여기서 더 나아가 아
예 강제화하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라) 정책 방향

집중투표제가 가지는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회사에 강제될 경우 본래의 취
지와는 달리 주식회사 이사회의 본질을 무너뜨리고 효율적인 기업 경영을 저해하는 등 상당
한 폐해를 발생시킨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개정안과 같이 집중투표제를 강행
규정화하는 것은 1주 1의결권 원칙, 다수결의 원칙 등 기존 법리적 충돌 문제와 더불어 기존
집중투표제에 제기되는 부정적인 측면을 확대할 뿐이다.
기업지배구조에 있어 소수주주에 의한 기업 경영을 감시하고 대주주의 전횡을 제한하는 것
도 중요하지만 경영권의 안정화와 기업경영의 신속하고 합리적인 경영 시스템을 인정하는
것도 중요하다. 대주주에 대한 견제와 감시는 감사, 사외이사 등 다양한 감독기관을 통해 보
다 엄격하게 규제되어야 하며 소수주주의 경영참여는 주주 제안권 등 기존 소수주주권의 활
성화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집중투표제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인 소수
주주의 회사경영에 대한 정보접근 용이성 확보는 공시제도 강화와 같은 제도적 정비 차원에
서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에도 집중투표제가 완전히 기업들의 자율적 선택에 맡겨져 있
다고 볼 수 없고 실질적으로는 강제하는 것과 유사한 형태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현행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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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임원보수공개

가) 정책 동향

우리나라는 임원보수공개에 대하여 「상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규정
되어 있다. 상법 제388조를 통하여 임원보수총액을 주주총회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고 그 한
도 내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급되는 것인지에 대해 이사회에 위임하고 있다. 자본시장법

자본시장법 제159조(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개정 전 임원보수총액 공시

개정 후 임원보수 개별 공시

②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제1항의 사업보고서에 그
회사의 목적, 상호, 사업내용, 임원보수(「상법」, 그 밖
의 법률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을 포함하되,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것에 한한다), 재무에 관한 사항, 그 밖
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고,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제1항의 사업보고서에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
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회사의 목적, 상호, 사업내용
2. 임원보수(「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
을 포함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한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3. 임원 개인별 보수와 그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방법(임
원 개인에게 지급된 보수가 5억 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4. 재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임원 개인별 보수 공개 세부 시행방안(금융위원회)
보수공개
대상회사

자본시장법상 사업보고서 제출의무(2013. 4. 1 기준 약 2,050여 개 법인이 해당, 상장법인 : 1663개,
기타 388개)가 있는 주권상장법인, 증권의 공모실적 있는 법인, 외부감사대상법인으로 증권소유자
수가 500인 이상인 법인

보수공개
대상임원

당해 사업연도에 5억 원 이상의 보수가 지급된 등기임원(현직 및 당해 사업연도에 퇴임한 임원)

보수공개
내용

당해 사업연도에 지급 또는 실현된 보수의 총금액과 未 실현된 보수(예: 미행사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현황)
보수에는 명칭과 형태를 불문하고 세법상 인정되는 모든 급부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을 포함

보수공개
방식

해당기업이 사업보고서 및 분·반기 보고서에 보수의 공개내용을 기재하여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
소에 제출하고 제출된 보고서는 두 기관의 공시시스템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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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조 제2항에서는 사업보고서에 임원 모두에게 지급된 그 사업연도의 보수총액을 공시하
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임원보수총액이 공개될 뿐 개별 임원이 어느 정도 보수를 받는
지에 대해서는 공시할 필요가 없다. 이에 대하여 일부 기업의 임원에 대한 비정상적인 고액
보수 지급 관행을 개선하고 기업경영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로 다음과 같이 임원보수
개별 공개 개정안이 2013년 5월 28일 개정되었다.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사업보고서
에 5억 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보수를 받는 임원의 개인별 보

2013년 11월 29일부터 시행 중에 있다.

나) 외국의 입법사례

미국의 일반회사에 관한 임원보수공개규제는 등록신청서 및 연차보고서에서 ①CEO,
②CFO, ③CEO·CFO 이외의 고액보수를 받고 있는 임원(executive officers) 3명 및 ④직전 사업
연도말에 임원이었더라면 위의 ③의 공개대상이 된 자 2명까지가 개별보수의 공시가 강제된
다(SEC 규칙 SK402). 이들은 기본급, 보너스, 주식, 옵션, 그 외 인센티브 등 최근 3년 동안의 보
수를 공시하여야 한다. 또한 최근 제정된 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는 CEO와 직원들의 평균임금 사이의 비율뿐만 아니라 연간 경영진 보상과 기
업의 성과사이의 관계를 추가로 공시하도록(제952조) 하고 있다.36)
영국의 경우 보수를 이사로서의 활동에 대한 대가와 업무집행의 대가로 구분하여 전자는
주주총회에서, 후자는 이사회, 주로 보수위원회가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개인별 보수에 관
한 이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는데, 동 승인에 관한 법적 효력은 없다.37)
우리나라의 현행제도와 같이 보수총액만을 공시하도록 했던 일본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10년 상장기업의 임원 보수에 관한 ‘기업내용 등의 공시에 관한 내각부령’을 개정하였다.

36) 방문옥, 세계 각국의 임원보수 공개현황과 국내 실정, 2012년 2호 CGS Report
37) 김동근, 기업의 임원보수 규제에 관한 고찰,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36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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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금융청은 2010년 3월 기 결산부터 1억 엔 이상 임원보수를 지급받는 임원의 보수금액을
개별적으로 ‘유가증권보고서의 기업지배구조 상황’에 공개하는 새로운 규칙을 발표함에 따라
1억 엔 이상 상장사 임원에 대한 보수금액과 세부 내역이 2010년 6월부터 적용되어 공개되고
있다. 임원별로 이름, 이사(사외이사 제외), 감사(사외감사 제외), 집행역, 사외임원으로 구분한 보수
의 총액, 보수의 종류별(기본보수, 스톡옵션, 상여, 퇴직위로금 등) 총액을 공개하고 보수 산정방식에 관
한 결정방식의 내용 및 결정방법 등이 공개된다.38)

세계 각국 공시 규정 현황
미
국

영
국

보상철학, 보너스,
장기인센티브

◦

◦

연금

◦

◦

해임수당

◦

◦

한
국

일
본

프
랑
스

독
일

아
일
랜
드

이
탈
리
아

네
덜
란
드

◦

◦

▵

◦

◦

◦

◦

▵

◦

▵

◦

포
르
투
갈

핀
란
드

노
르
웨
이

스
웨
덴

◦

◦

◦

◦

◦

◦

◦

◦

◦

◦

◦

◦

스
페
인

스
위
스

▵
▵

덴
마
크

설명(description)
공시 범위

보수 결정 비교 그룹
성과지표

◦
◦

◦

◦

◦

◦

◦

◦

◦
◦

실질 보수액 공시 범위
항목별 보수 및
총보수 개인별 공시
CEO 또는 최고수혜자의
보수면세 및
나머지의 총보수액

◦

◦

◦

◦

◦

◦

임원 전체의 총 보수액
해당 임원 범위

◦

◦
D

A

B

◦
E

◦ : 모든 회사에 해당되는 사항
▵ : 모든 회사에 해당되는 사항이 아님
A : 모든 이사
B :  이사회 구성원
C : 이사회 구성원 및 최고 경영진(Senior management)
D : CEO 및 CFO급 모든 이사, 최고 보수 수혜 임원 3인
E : 1억 엔 이상 보수 임원은 개별 공개, 나머지는 그룹별 공개
출처 : Moody’s research

B

◦

◦

C

A

◦

◦

◦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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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문제점과 평가

개정취지와 같이 임원보수 개별공시규제는 기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투자자의 합리적 판
단기준으로 이용되며 임원 보수체계의 합리적인 변화가 유발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임원보수에 대한 사회적 부정적인 인식을 표면화하여 갈등을 유발시키고 종업원의 사기 저
하가 초래될 위험이 상당하다. 뿐만 아니라 경쟁회사 임원 간 보수비교가 가능해짐에 따라 장
기적으로 고위 경영진의 협상력을 높이고 오히려 보수를 상승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될 수

공개가 세계적인 흐름이라고는 하나 우리나라와 외국의 차이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가장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재계는 개별임원 연봉공개의 다양한 문제점을 제시
하고 있고 나름 타당성이 있으나 반대로 긍정적인 측면을 근거로 공개해야 한다는 정치권의
논리도 만만치 않다. 특히 연봉공개가 세계적인 추세인 것은 분명하므로 비공개 논리는 더
욱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다만 두 가지 관점(제도적 요인과 현실적 요인)에서 우리나라와 외국
이 차이가 있으므로 공개가 세계적 추세라고는 하지만 반드시 여기에 따라야만 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첫째, 미국·영국·독일 등 주요 국가에서는 임원보수를 주주총회가 아닌 임원 자신들이 구
성원인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즉 다른 나라들은 사전적으로 주주의 통제를 받지 않으므로 임
원에 대한 과다한 보수지급으로 초래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사후적 공시를 통해 감시하
고자 하는 것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상법에 의해 임원보수는 정관에 그 금액을 정해 놓거나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도록 함으로써(상법 제388조) 사전에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고 그 한도에서
이사회에서 직급 등을 고려한 임원보수지급규정 등 합리적 기준에 따라 개별임원의 보수를
결정한다. 즉 우리나라는 임원보수 결정단계에서부터 이미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어 다른 나라와 달리 주주에 의한 통제가 법적으로 확보된 상태이다.
둘째, 현실적으로 우리의 노조는 외국의 합리적인 노조와는 다르고 기업인에 대한 인식 역

38) 김동근, 상게 논문, 36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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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외국과 다르므로 개별임원 연봉을 공개했을 시 득보다 실이 훨씬 클 것이다. 따라서 개별
임원보수공개를 계기로 노동계가 비정상적인 임금인상과 경영성과배분을 요구하며 극렬한
노사분규를 유발할 것이고 국가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질 위험도 있다.
우리나라의 임원보수 수준은 다른 선진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39) 그럼에도 불
구하고 임원 보수가 종업원에 비해 과도하게 높게 책정되어 있다는 비난 여론이 빈번한 것이
사실이다. 차별과 차이에 대한 경직화된 인식이 강한 우리나라 문화에서 임원보수 개별 공시
규제의 도입은 사실상 노사갈등과 직원과 경영진 간의 위화감, 프라이버시 노출 등 문제 발
생을 예견하고 있는 셈이다.

라) 정책 방향

특정하게 주어진 일을 주로 하는 ‘근로’ 행위와 기업의 방향성을 제시해 가는 ‘경영’ 행위의
차이를 인정해야 한다. 전자의 관점에서 후자의 행위를 단순 비교하며 임원보수를 평가하기
시작하면 사회적 갈등만 지속될 것이다. 이미 입법화된 지금 시점에서는 임원보수 공개가 정
치적 이슈로 변색되지 않고 경제적인 관점에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성공한 사람이 정당한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것을 부정적 시각이 아
니라 정상적으로 인정해 주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39) 보수전문 컨설틸업체인 Towers Perrin이 발표한 500년 4월 기준으로 년 매출 5억 달러 정도 제조업체의 최고경영자 보수총
액은 중국 $211,255, 타이완 $250,212, 말레이시아 $402,211, 일본 $543,564, 한국 $584,072, 브라질 $848,946, 멕
시코 $1,002,357, 이태리 $1,137,326, 독일 $1,181,291, 영국 $1,184,936, 프랑스 $1,202,145, 미국 $2,164,952,
김건식,“경영자보수와 기업지배구조, 기업지배구조개선지원센터, 200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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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가) 정책 동향

2011년 4월 곽승준 전 미래기획위원장의 동반성장, 대기업의 중소기업영역 사업확장 등을
시정하기 위해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필요성 발언을 계기로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들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가 본격적으로 검토되기 시작하였다. 정치권에서도 경영자의 사익 편

업에 대한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었다. 이에 따
라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2012.6.22), 민주당 이상직 의원 (2012.9.27.) 및 김성주 의원(2012.11.27) 등
이 사외이사추천권, 대표소송제기권 등 「상법」에 따라 부여된 주주의 권리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국민연금이 행사해야 한다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에 있다. 2013
년 3월 국민연금기금 관련 정책토론회가 국회차원에서 개최되었다. 국민연금기금 주주권 의
무화 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의 [표 3]과 같다. 최근 경제민주화 관련 정책 추진에 따라 국민
연금기금을 통한 주주권 행사 의무화 방안이 입법발의된 상태이다. 김재원 의원안은 순환출

[표 3] 최근 발의된 국민연금기금의 주주권 행사관련 의무화법안 내용
발의자

주요내용

김재원 의원안
(2012.6.22.)

•국민연금이 투자한 기업 중 순환출자 등 편법적 방식을 통하여 소수의 지분만을 보유한
경영자 등이 사익을 추구
•이러한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연금이 투자한 기업에 대한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도록 법적 의무를 부여

이상직 의원안
(2012.9.27.)

•보유 주식에 대한 주주로서의 권리 행사를 위한 기준, 방법 및 절차를 마련하고 주주권 행
사를 사전에 승인하도록 하기 위하여 운용위원회에 국민연금기금주주권행사위원회 신설
•기금의 운용 성과를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산하에 국민연금기금운용성과
평가위원회 신설

김성주 의원안
(2012.11.27.)

•국민연금기금의 주주권 행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주주권 행사내역을 공시
•국민연금 기금운용지침에 기금운용 주주권 행사기준을 포함하고, 기금운용위원회 심의·
의결사항에 주주권 행사기준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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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등 경영자의 사익추구 시 사외이사추천권, 대표소송제기권 등 주주의 권리를 정당한 사유
가 없는 한 행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고, 이상직 의원안은 국민연금기금주주권행사위원
회를 신설하고, 김성주 의원 발의안은 주주권 행사의 정당성을 부여하고, 주주권 행사내역을
수시로 공시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나) 해외의 사례

우리나라 국민연금기금의 지배구조를 비교·분석해 보기 위해 공적연금의 운용주체의 독
립성·전문성을 보장하고 있는 국가와 공적연금의 운용책임을 정부가 지고 있는 기관으로
캐나다의 CPPIB, 미국의 CalPERS, 일본의 GPIF 등을 들 수 있다.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연
금기금운용위원회를 선임하는 절차나 위원추천과정 그리고 CEO를 임명하는 방식에 있어서
차이점이 존재한다. 이러한 점들이 기금운용 현실에서의 실질적인 독립성·전문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될 것이다.
캐나다의 CPPIB는 기금운용을 책임지는 연금기금운용위원회와 제도를 책임지는 정부가
명시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사례이다. 캐나다는 자국의 연금기금과 관련하여 운용부분에 대
해 정부로부터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캐나다 공적연금을 CPP와 CPPIB로 나누어 운용
하고 있다. 이사회가 정부로부터 독립된 것이 CPPIB의 주요한 특징이다. CPPIB는 CPP와는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이윤추구 목적의 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함으로써 정부와의 직접
적인 연결성을 배제하고 있다. CPPIB의 지배구조는 정치적인 간섭을 막도록 설계되어 있고,
CPPIB의 의사결정은 지역적·사회적·경제적인 발전 같은 고려사항들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으며, CPPIB의 정보공시 정책은 캐나다 인들이 캐나다 연금이 왜, 어떻게 그리고 어디에
투자되었는지 알 권리를 갖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일본의 GPIF는 연금기금의 제도 책임부서가 기금운용까지 관리하는 방식으로 현재 우리
나라 연금기금 운영방식과 매우 유사하다. 일본의 공적연금은 많은 부분이 외부투자전문가
에게 맡겨져 운용되고 있다. 연금운용을 전담하는 GPIF의 내부 운용은 채권에 국한되어 있
으며 이 역시 소극적인 운용 중심으로 되어 있다. GPIF는 기금의 수익성보다는 안정성에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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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큰 무게를 두고 있다. 후생노동성에 의한 중기계획은 GPIF가 주주의 장기 이익을 극대화
하기 위해 주주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민간부문의 기업경영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적절히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중기계획에서 GPIF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대신에 GPIF가 기업경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도록 외부자산운용사에
의결권행사를 위임하고 있다.
미국 CalPERS는 이사회에 정부 관련자들이 참여하고 있지만, 법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완

배구조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닌다. CalPERS 이사회에 CalPERS의 투자결정과 운영에 대
해 유일하고도 배타적인 권위(sole and exclusive authority)를 부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정부와
주의회의 간섭·통제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었다.
미국의 CalPERS 및 캐나다의 CPPIB는 지배구조상 정부 및 정치권으로부터 완전 독립되
어 있는 구조이지만 일본의 GPIF는 개별기업에 대한 의결권 및 주주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하
고 있지 않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지배구조는 일본의 GPIF와 마찬가지로 정부의 예산편성
규제 및 독립성 및 전문성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기업의 주요의사 결
정이 사실상 정부나 정치권 등 의도에 따라 좌우되는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국민연금
기금의 주식시장 내 비중이 확대되면서 국민연금이 대기업정책의 수단이 될 수도 있으며 정
치적으로 이용될 경우 우량 대기업일수록 국민연금의 경영개입이 활발해지는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다) 평가와 문제점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국민연금과 국민연금 주식보유 기업 경영진 간의 주인-대리인
문제 및 국민연금과 국민연금 가입자들 간의 주인-대리인 문제가 복합된 2중 대리인 문제를
안고 있다. 민간 기관투자자는 시장 경쟁에 직면해 있어서 의결권 행사의 성과가 투자자 유
치 경쟁에 자연스럽게 반영되며, 의결권 행사의 성과를 기금운용인력의 보수에 반영할 수 있
어서 2중 대리인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공공기관이어서 기금운용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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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분리되어 지배체제 및 운용의 독립성, 기금운용의 전문성이 높은 사례이다. CalPERS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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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보수 설계에 한계가 있고, 전 국민 자동가입 원칙에 따라 시장 경쟁에 노출되어 있지 않으
므로 2중 대리인 문제를 해소하기 어렵다.
또한 연기금은 적절한 방향으로의 의결권 행사를 위해 관련기업의 정보수집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유인이 약하다. 주주행동주의(shareholder activism) 및 각종 연기금이 기업에 대해 더 공
격적인 규제조치와 이사책임의 강화를 요구하면서 경영자를 위험회피자로 만들 경우 경제의
역동성을 저해하여 경제를 위태롭게 할 우려마저 있다. 공적 연기금의 주주행동주의는 정치
인과 노조단체의 개입으로 인해 장기 주주가치보다는 사적인 정치적 이익을 추구하는 방향
으로 전개될 수 있다. 기업의 주요의사 결정이 사실상 정부나 정치권의 의도에 따라 좌우되
는 등 국민연금이 대기업정책의 수단으로 유용될 수도 있으며 정치적으로 이용될 경우 우량
대기업일수록 국민연금의 경영개입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 자본시장법 제173조 제1항은 국
민연금 기금이 개별기업의 주식을 10% 이내에서 소유하도록 한 조항이었으나 올해 초 개정
을 통해 10%이상의 지분소유가 가능하다. 국민연금기금의 의결권 및 주주권 행사가 강화되
고 있는 시점에서 국민연금기금의 민간기업 지배라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라) 정책 방향

국민연금기금이 보유한 일반기업 주식의결권을 적극 행사하는 경우 해당기업의 지배구조
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연금이 정부나 특정이익집
단이 국민연금기금이 보유한 의결권을 자신들의 이해에 따라 행사한다면 정부나 특정이익집
단에 의한 기업지배가 가능할 수 있는 상황이다. 국민연금기업을 통한 민간기업의 공기업화
및 연금사회주의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국민연금기금의 독립성 확보는 필수불가결한 조
치의 하나이다. 최근 주주권 의무화 방안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국민연금이 공공기관으로서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의결권을 사용해야 한다는 견해는 매우 위험한 견해이다. 기
업의 사회적 책임은 그 지정하는 대상이 모호하고 자의적으로 변경될 수 있는 개념이기 때문
에 각종 이익집단이 기업에게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
따라서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 강화는 국민연금기금의 독립성과 전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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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확보될 때까지 현행의 방식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민연금기금의 막대한 주식시
장 점유율을 감안할 때 독립성이 전제되지 않은 적극적 의결권 행사 강화는 자칫 정부에 의
한 사기업 통제의도로 오인될 소지가 높고, 연금 사회주의에 대한 우려를 초래할 수 있다. 국
민연금기금의 주식시장 내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는 시점에서 능동적 주주권 행사가 민간기
업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력이 매우 클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주제안, 사외이사 추천 등 주
주권 행사는 자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Ⅱ. 정책리스크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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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계열사 간 거래규제

가) 정책 동향
① 법률 개정

계열사 간 내부거래 규제강화를 위해 공정거래법 제3장(경제력집중 억제)에 새로운 규정을
두어야 한다는 정치권과 현재의 규정이 포함된 제5장(불공정거래행위 금지)에서 개정이 이
루어져야 한다는 재계의 주장이 팽팽히 대립되었었다. 궁극적으로는 양자 간의 타협안으로
제5장을 대폭 개정하는 것으로 하였다.
제5장의 제목이 변경되었다. 제5장(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 제5장(불공정거래행위 및 특수관계인에 대
개정 전 부당지원행위 규정
제5장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공정거래법 제23(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불공정거래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
니된다. 1.~6    
7.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대여금·인력·부동산·유가증권·상품·용역·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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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부당한 이익제공의 금지)

개정사항은 첫째, 기존의 규정을 강화하는 부분(불공정거래행위)과 둘째, 새로운 행위(특수관계인
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의 금지)를 규제하는 부분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첫째, 기존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강화하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정거래저해성’을 계
열사 간 거래규제에서의 위법성 판단기준으로 요구하고 있는 개정 전 제23조1항7호 규정을
일부 개정하였다.
(현저히→상당히) 기존에는 ‘현저히’ 유리한 거래조건으로 거래하는 경우를 부당지원행위로
판단했는데 개정안에서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로 변경하였다.

23조1항7호 나목

(통행세 신설) 다른 사업자와 직접 상품, 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
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매개로 거래하는 행위를 부당지원행
위의 한 유형으로 신설하였다.

(개정안 제23조 제2항)

(수혜자 처벌)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지원을 받는 행위
를 새롭게 규제하였다.

둘째, 새로운 규제행위 유형인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의 금지’는 기존 규정의
위법성 판단기준인 ‘공정거래저해성’과 무관하게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
위를 규제하기 위한 것이다.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특수관계인이나 특수관계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계열회사와 다음 각 호의 거래 등을 통하여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제23조의2
제1항)
1.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2. 회사가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통해 수행할 경우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
3. 특수관계인과 현금 기타 금융상품을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4. 사업능력, 재무상태, 신용도, 기술력, 품질, 가격 또는 거래조건 등에 대한 합리적인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기업의 효율성증대, 보안성, 긴급성 등 거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불가피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는 제1항4호의 규정을 적용 하지 아니함)
(수혜자 규제) 부당한 이익제공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에도 당해 거래를 하거나 사업기회를 제공받는 행위규제
(지시금지) 수혜자인 특수관계인이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를 지시 또는 이에 관여해서는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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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행령 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ⅰ)특수 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 제공 금지규정의 적용대상 기업집단 및
ⅱ)계열회사의 범위와 ⅲ)금지행위의 세부기준 등을 규정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하였다.
ⅰ)적용대상 기업집단(안 제37조의 2 제1항)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의 총수 있는 상호출자제한 기
업집단이다. ⅱ)계열회사의 범위(안 제37조의2 제2항)는 동일인(총수)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의 친
족과 합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30%(비상장사는 2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이다.
ⅲ)부당한 이익제공 금지행위의 세부유형 및 기준은 다음과 같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자금·자산·상품·용역 등을 정상가격보다 상당히 높거나 낮은 대가로 제공하는 행위로 규정
•‘정상가격’은 시기, 종류, 규모, 기간, 신용상태 등이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
립된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을 의미
•상당히 유리한 조건과 관련하여, 정상가격과의 차이가 7% 미만이고, 연간거래 총액이 일
정금액 미만인 경우는 적용 제외됐다. 주로 회사 간 거래대상인 상품·용역의 경우는 200
억 원, 총수일가 개인과도 거래 가능한 자금·자산 등은 50억 원을 기준으로 설정했다. 비
율기준(7%)과 금액기준(50억 원)을 동시(and)가 아닌 선택적(or)으로 적용할 경우 편법적
행위가 발생할 수 있어 동시충족으로 규정

사업기회의 제공

•회사가 수행하고 있는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직접 수행 시 상당한 이익이 되는 사업
기회를 제공하는 행위로 규정
•다만, 회사가 당해 사업기회를 수행할 능력이 없거나, 정당한 대가를 받고 사업기회를 제
공해 준 경우 등은 제외

합리적 고려나
비교과정 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

•거래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조사하고, 이에 대해 객관적·합리적으로 검토하거나 다른 사
업자와 비교·평가하는 등 거래 상대방의 적합한 선정과정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로 규정
•다만, 상당한 규모와 관련하여, 상품·용역의 연간 거래총액이 거래상대방 매출액의 12%
미만이고, 200억 원 미만이면 적용대상에서 제외

합리적 고려나
비교과정 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에 적용제외 사유

•효율성 증대는 다른 자와의 거래로는 달성할 수 없는 비용절감·판매증대·품질개선·기술
개발 등의 효율성 증대효과가 명백한 경우를 말함.

보안성

•다른 자와 거래 시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정보 등이 유출되어 경제적으로 회복하기 어
려운 피해를 초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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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성

•경기급변·금융위기·천재지변, 해킹·컴퓨터 바이러스로 시스템 장애나 납품기일 촉박 등
긴급한 사업상 필요에 의해 불가피한 경우

‘통행세 금지’

•다른 사업자와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역할이 없거나 미미한 특수
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거래단계에 추가하거나 거쳐서 거래하는 행위

나) 외국의 입법사례

우리나라 외에는 없다. 계열사 간 지원행위 때문에 지원받은 회사가 시장지배력을 획득하여
이러한 지배력에 기초해 경쟁제한행위를 한 경우 이러한 경쟁제한 행위 자체를 규제하는 것
은 당연하고 대부분의 나라들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나 경쟁제한 행위 전 단계인 지원
행위 자체를 규제하는 나라는 없다. 물론 계열사 간 거래 때문에 소수주주가 피해를 입어 이
들이 회사법에 근거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지만 이것은 회사법상의 문제이지 공
정거래법상의 문제는 아니다.

다) 문제점과 평가

계열사 간 거래를 통해 각종 거래비용 절감으로 경영효율성 제고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규제하는 것은 문제이다. 계열사 간 거래는 외부거래나 경쟁입찰로 발생하는 막대한 탐
색비용과 거래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물량의 집중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여 비용절감
과 생산효율성 개선 가능효과가 있다. 한국의 기업집단이 수직계열화를 도모하게 된 주된 동
기는 사익편취가 아니라 중간재시장이나 자본재시장의 불완전성으로 인한 거래비용의 증가
이다.
또한 계열사 간 거래를 통해 외부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보안상의 위험 회피 가능하
다. 신기술개발, 신규시장진출 등을 추진함에 있어서 최저가격의 거래보다 거래의 비밀유지
가 중요한 사업일수록 기업집단 계열사 간 거래가 불가피하다. 기업집단 외부기업에 외주수
탁하게 될 경우 계열사의 중요 정보가 기업집단계열사 간 거래의 경우보다 경쟁사에 노출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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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이 높다.
계열기업 내에서 중간재를 조달하는 것이 외부기업에 의존하는 것보다 부품·자재·기술
의 통일성 확보로 인해 생산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전체 그룹의 각 기업에 사업부 형태
로 있던 전산, 물류, 홍보, 시설관리 업무가 분사된 후 한 개의 계열사로 통합되어, 그룹 전체
업무를 총괄·전담하면서 거래비용이 줄고, 전문인력을 확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사업부
형태에서의 획일적 임금구조 탈피, 중복인력 조정 등으로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고, 분사를
통해 사업단위 수익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여 시장에서 타사와 경쟁을 유도할 수 있다. 만
약 계열사 간 거래 규제를 피하기 위해 계열사들을 사업부서화할 경우, 기업을 지나치게 비
대화하여 경영효율이 저하될 수 있다.
계열사 간 지원행위 자체만으로는 ‘경쟁’을 훼손하지 않는다. 지원받은 계열사가 별도의 경
쟁제한 행위를 해야 경쟁훼손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원을 받은 계열사가 지원
에 힘입어 가격을 원가 이하로 낮출 수 있었고 이를 계기로 자신의 경쟁사를 시장에서 몰아
냈다면 당연히 경쟁을 훼손하는 행위이므로 규제해야 한다. 그러나 이때 지원행위를 했기 때
문에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을 받은 계열사가 별도의 경쟁제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규제
하는 것이다. 만일 지원한 회사와 서로 공모하여 이러한 행위를 했다면 담합으로 처벌하면 된
다. 별도로 지원행위 자체가 경쟁을 훼손했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없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
는 우리와 같은 규제가 필요 없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유독 계열사 간 ‘지원행위’ 단계에서 ‘경쟁제한성’을 판단하려고 한
다. 이게 쉽지 않으니 법을 개정해 ‘경쟁제한성’에 대한 입증을 필요없게 하자는 것이다. 경쟁
제한성과 무관하게 ‘지원행위’ 자체를 규제하겠다는 것이다. 왜 이렇게 ‘지원행위’ 규제에 집
착하는 것일까? 대기업집단 오너의 사익추구행위가 계열사 간 지원행위 형태로 나타나기 때
문이다. 계열사 간 지원행위 규제를 통해 대기업집단 오너의 사익추구행위를 규제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오너의 사익추구행위를 규제하는 것은 私法인 회사법이 할 일이지 경쟁을 보호하
는 공정거래법에서 할 일이 아니다. 다른 나라들도 그렇게 하고 있다. 우리나라만 회사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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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일을 공정거래법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회사법은 오너의
사익추구행위 규율에 비교우위가 있고 공정거래법은 경쟁보호에 비교우위가 있다. 공정위가
부업으로 회사법 집행을 도와줄 수 있지만 이것을 본업으로 인식해서는 안된다. 자칫 경쟁보
호라는 본업까지 등한시할 수 있다.
회사법과 공정거래법이 서로에 대해 가지는 비교우위를 점검하며 오너의 사익추구행위를
어느 법 영역에서 어떻게 다뤄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에서부터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 오

라) 정책 방향

법의 해석과 집행은 개별 규정에 대한 입법자의 의도에 얽매이지 않고 규정의 내용을 충실
히 따르면서 법의 목적 및 다른 규정과의 정합성에 기초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특수
관계인에 대한 부당이익제공 금지규정에서의 ‘부당성’ 판단도 공정거래법상의 최소한의 판단
기준, 즉 ‘공정거래저해성’에 기반을 두어야만 한다. 물론 입법자의 의도는 이러한 공정거래
저해성에 대한 판단없이 단순히 특수관계인에게로 이익이 귀속되면 부당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해석할 경우 이것은 회사법이 다루어야 할 영역을 공정거래법이 함께 다루는
것으로 공사법 구분원칙을 완전히 무시하는 체계이다. 따라서 회사법과의 최소한의 차별성
을 담보하기 위해서라도 ‘공정거래저해성’이 부당성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하고 이에 기초해 법
원의 판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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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금산분리 및 금융 건전성 강화

1. 의결권 제한

가) 정책 동향

현행 법안에서는 대기업집단의 있는 금융계열회사가 비금융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함에
있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를 발행총주식수의 일부분으로 제한하고 있다. 최근 지
나친 경제력집중이 문제시되면서 이와 같이 제한적으로 행사하는 의결권의 규모를 더욱 축
소해야 한다는 논쟁이 활발하다. 원래 대기업에 소속된 금융계열회사는 비금융계열회사에
대해 원칙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1998년 IMF 경제위기를
겪은 이후 2001년 외국의 적대적 인수합병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경영권 방어와 관련있는 사
항에 한해 계열사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일부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의결권을 제한
적으로나마 행사할 수 있는 규모는 과거 30%까지도 허용되었으나 현재는 15%로 낮춰진 상
태이다. 이번 논의는 이 15%를 5%로 대폭 축소하는 방안이다. 이에 대해서 여권 내부에서도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 기존 발의된 개정안40)은 매우 강경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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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 강화를 위한 개정안 내용 비교
발의자

의결권 행사 허용 범위

김상민 의원 (새누리당) 대표 발의
2012. 9. 26

금융계열사 +특수관계인 포함 대주주 : 5%

강석훈 의원 (새누리당) 대표 발의
2013. 6. 10

금융계열사 +특수관계인 포함 대주주 : 15%

단,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축소
15% 중 금융계열사의 의결권은 5%로 제한

월 발의되어 그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여권의 대표적인 두 개의 발의안을 비교해 보면 기존 발의안과 절충안 모두 특수관계인을
포함하지 않은 상태에서 금융계열사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을 5%로 축소하는 방안
은 동일하다. 다만 경영권방어와 관련된 사안에서는 15%의 행사권을 유지하도록 할 것인

42)

지에 대하여 견해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2012년 발의된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과 경제민주화
실쳔모임의 의견은 현재 금융계열사와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대주주의 의결권에 대하여 15%
로 제한한 것을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5%까지 낮추어 강화하자는 것이다. 이후 절충안으로
제시된 강석훈 의원 발의안에서는 경영권방어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특수관계인을 포함
하여 15%의 의결권 허용을 유지하되 이 중 금융계열사가 행사하는 의결권을 5%로 축소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나) 외국의 입법사례

단순히 금산분리를 위하여 금융회사 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해외사례는 찾아보기 어렵
다. 일부에서 해외사례로 소개되고 있는 미국이나 독일의 의결권 제한은 각각 시장독점의 우
려가 있거나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결합에 해당43)한다.

40) 김상민 의원 대표발의안(2012. 9.26)
41)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 대표발의(2013. 6.10)
42) 현재는 의결권 제한한도 15% 내에서 금융계열사가 행사할 수 있는 한계를 따로 정하지 않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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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문제점과 평가

금융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제한은 현행법상 강제되는 국민연금의 주식 투자지분은 대리인
의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음에도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지 않고 있는데, 사기업의 투자지분에
대해 의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법리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가장 먼저 이중규제의 문제를 내포한다. 현행 금산법 제24조에서 금융회사가 동일계열 회
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5% 이상 소유할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규정이 이미
있다.44) 특히 ‘지배주주의 지배력 남용 차단’에 대해서는 이미 자본시장법, 보험업법 등에서
금융회사의 주식보유 승인,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보험회사의 자산운용 방법 제한 등 강력한
규제 장치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과잉금지의 원칙, 평등원칙, 사기업 경영권 불간섭 원칙
등 국가가 준수해야 하는 헌법원칙을 위반하여 과도하게 재산권을 제한하는 법리적 문제점
또한 지적될 수 있다.
더구나 금융계열사의 의결권이 제한되면 국내 대기업의 상당수가 외국자본에 의한 적대적
M&A 위협에 노출되게 되고, 이에 따라 대기업들은 소유지배구조의 정비와 경영권방어 대책
마련 등 경쟁력 향상보다는 규제 순응에 더 많은 노력과 비용을 쏟아부어야 하는 상황에 처
할 수 있다.45) 이는 국내 기업이 외국자본에 인수되는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외국
의 대규모 자본의 상당수가 산업투자자본이 아닌 단순투자자본으로서 기업의 경영권 확보에
목적이 있지 않고 자본의 투자 수익률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 때문에 심각한 부작용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투기성 자본은 기업의 경영권을 획득한 뒤 엄청난 차익을 남기고 매도하
는 것이 목적이므로 기업의 장기적 투자나 경쟁력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
로 해당 기업의 주가 혼란과 기업의 경쟁력 약화로 인해 순수한 투자자나 기업이 큰 타격을

43) 유환익(2012), “금산분리 규제 강화 움직임, 금융산업의 건전한 발전 저해 우려”, 월간 전경련, 2012. 10
44)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제24조에서 금융계열사의 비금융계열사 주식 보유에 대한 규제가 이미 존재한다. 금융회사가 동일계열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5% 이상 소유할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규정이 존재하는데 이미 승인받은 소유권에 또
다시 의결권까지 제한하는 것은 이중규제로 판단된다.
45) 공정위의 5% 룰에 따를 경우, 삼성그룹은 삼성생명(7.48%)과 삼성화자(1.26%)가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8.74% 가운데 5%
를 제외한 3.74%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삼성전자 3.74% 지분의 시장가치는 약 8조 원이 넘는 액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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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외국계 자본에 의해 경영권 위협을 받은 사례
공격 형태

외국계자본 간섭

경영권 위협

SK

적대적
M&A

소버린 등의 외국
계 투기자본

2002년 최태원 회장 체제의 지배구조가 안정되지 않
은 상황에서 경영권 위협

KT&G

적대적
M&A

칼 아이칸 등의
외국계 자본

2006년 지분 7%의 외국자본이 경영권 위협

현대상선, 대우건설, 동국제
강, LG전자, 알앤엘바이오
(2013년 5월 상장폐지)

공매도

외국자본에 의한
공매도에 노출

2010년 이후 국내 자본시장에서 공매도의 80%를 투
기적 성격의 외국자본이 주도

받게 될 수 있다.
또한 최근 논의되고 있는 국민연금의 의결권 강화방안 등을 고려해 보면 금융계열사의 의
결권제한과는 상대적으로 정부의 상대적인 권한이 확대되는 것을 의미하게 되므로 과거의
관치금융으로 초래된 폐해가 재현될 수 있다. 결국 연기금의 의결권을 통하여 정부의 기업
활동에 간접적인 개입이 지나치게 커지게 되는 반면 기업의 소유와 경영에 간여하는 민간의
의사결정권을 축소되는 상황이므로 오히려 경제민주화에 역행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라) 정책 방향

현행 대기업 금융계열사의 의결권 제한 한도를 낮추는 방안은 금융계열사의 의결권 축소를
통해 대주주의 지배력 확장을 제어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제기된 개정안이지만 기업의 경영권
위협에 대해서는 고려치 않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점이다. 해외의 경우 의결권 제한에 따
른 경영권 위협으로부터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장치를 허용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1주1의결권을 고수하면서 한편으로는 의결권 제한을 강행하고 있다. 국내외의 대규모 투기자
본으로부터 경영권을 위협받게 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지분을 확보하려고 자본
을 소요하게 된다면 기업의 경제활동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또한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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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정부의 간섭까지 더해질 경우 경영권에 대한 심각한 제약이 아닐 수 없다. 금융계열사의 의
결권 허용 수준을 더 축소하는 것은 대주주의 권한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제어장치로서의 효과
보다는 과잉규제로 인한 부작용만을 가져올 것으로 우려된다. 궁극적으로는 주식의 의결권은
주주가 합리적인 기업경영을 유도하여 주식의 가치를 관리할 수 있는 기본권이라 할 수 있으
므로 이를 제한함에 있어 가장 피해가 적은 방식을 택하여야 하며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므로 더 이상의 의결권 제한은 지양해야 한다. ‘지배주주의 지배력 남용 차단’에 대해
서는 이미 자본시장법, 보험업법 등에서 금융회사의 주식보유 승인,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보
험회사의 자산운용 방법 제한 등 강력한 규제 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추가적인 규제가 불
필요하다. 지속적으로 비판되어온 사회경제적 문제점뿐만 아니라 과잉금지의 원칙, 평등원칙,
사기업 경영권 불간섭 원칙 등 재산권 제한에 있어 준수해야 할 헌법원칙을 위반할 수 있으며
주식재산권 행사를 침해한다는 법리적 문제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2. 대주주 적격성 심사강화

가) 정책 동향

현재 발의되어 있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은 금융회사의 바람직한 지배구조
를 제시하고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여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대주주 적격성 심사 확대안을 포함하고 있다. 과거에도 금융위원회의 주도 하에 적격성 규제
를 강화하는 방안이 한때 검토되었으나 “대부분 대주주가 존재하고 대주주의 사업 범위가 넓
어 현실적으로 여건에 저촉될 위험이 높은 상황에서 처분 명령으로 책임경영을 약화시키고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철회한 바 있다.46) 이에 따

46)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안은 2011년 12월 금융위에서 입법예고했던 것으로 대주주 적격성심사를 모든 금융회사에
확대적용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으나 규제개혁위원회의 철회권고에 따라 삭제되었으며 정기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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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2012년 6월에 정부에서 발의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의 초안에는 대주주 적
격성 심사 관련한 조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임원의 자격요건에 한하여 언급하고 있다. 대
신 후속적으로 발의된 의원발의안에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비은행금융권에 확대하고 주기
적 심사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위반법령의 범위 또한 매우 광범위하게 확대하는 조항이 포함
되어 있다. 그러나 이 역시 개별 금융업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획일적이면서 지나
친 규제라는 평가와 신(新)금융연좌제라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면서 여야 간 의견차이로 쟁

먼저 과거의 금융위원회 규제안과 가장 유사하게 민주당의 김기식 의원이 금융회사의 지배
구조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였고 개별 업법을 개정하여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강화하는 방식
을 택한 이이재 의원의 발의안도 상정되어 있다. 두 방안 모두 은행과 동일한 수준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전(全)금융권으로 확대하여 실시하고, 심사요건에 배임과 횡령혐의가 있는 경우
에도 결격사유로 포함하고 있다. 또한 가장 논쟁의 중심이 되는 심사대상과 처벌수위에 대해
서는 대주주를 포함한 특수관계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심사에서 결격사유가 발생할 경우 의
결권 제한은 물론이며 지분의 매각 명령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처벌 수위가 매우 높다.47)
현행 제도 하에서 금융위원회는 비은행금융회사(상호저축은행제외)의 설립 인가 및 대주주 변
경 시에만 대주주의 적격성을 심사하고 있다. 그러나 상호저축은행이 연쇄 부실화하는 문
제가 발생하자, 여야 정치권은 금융 산업 전반에서 대주주의 자격심사를 강화하는 법 개정
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대주주 적격성 유지요건을 강화하고 주기적으로 그 부합
여부를 심사하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대주주의 자격요건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
에 관한 법률」(특경가법) 제3조의 횡령 및 배임 위반으로 형사 처벌된 적이 없어야 한다는 조
건을 추가하고, 해당 감독기관은 대주주 적격성 요건 부합여부를 주기적으로 심사하여 부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금융위원회는 주식처분명령을 내리고 명령 불이행 시 이행 강제금을

47) 한편 2013년 6월 발의된 새누리당의 제정안은 동태적 심사를 도입하되 심사대상과 자격요건, 처벌수위 등에 있어 기존 김기식
의원안과 많은 차이점을 보인다. 심사대상은 특수관계인을 제외한 최대주주에 한하며 자격요건은 금융업과 관련된 법률을 준수
하는 것에 한정하며, 처벌조항에서는 의결권제한만 가능하도록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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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할 수 있게 된다.

나) 외국의 입법사례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관련하여 해외의 선진국의 동향을 보면 대부분의 국가에서 금융회
사 인가 시에만 의무적인 심사를 하거나 대주주 본인만의 적격성 유지의무를 권고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미국 뉴욕주 보험법(New York Insurance Act)에서는 보험회사 설립 시에 시장 진입자
격 심사의 일환으로 임원 및 주요 의사결정권자의 자격을 심사하여 영업면허를 부여하지만
주주에 대한 자격요건을 제시하지는 않는다.48) 영국의 경우도 금융회사의 주요 임원이나 대
주주가 그 역할에 맞는 전문성과 자격을 갖추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이 부분에서도 대주주가
아닌 중요한 의사결정권 및 영향력을 가진 경우에 한하여 심사하고 있다.49) 아일랜드의 경우
도 은행법에서는 주요 의사결정자인 임원이나 감사에 대해서 자격요건을 제시하고 있으나
주주에 대한 자격요건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50) 다만 국내 금융관련 법과 매우 유사한 구조와
내용을 가진 일본의 경우에 최초 승인 이후에 대주주 적격성 유지 요건을 심사하되 대주주에
한정하여 실시하며 특수관계인은 언급하지 않았다.

다) 문제점과 평가

우선 이번 논의방안에는 적격성 요건에 특경법상 배임죄 위반여부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
를 적용하기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배임죄는 손해를 가할 목적의 유무와
상관없이 광범위하게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순수한 경영실패에 대해서도 횡령 및 배임 책임
을 묻는 경우가 많아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만일 금융회사의 소유자체에 대해서도

48) 뉴욕주 보험법에서는 11조(Article 11)에서 보험업의 인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특수한 funding의 형태는 인가받지 못함)를 제
시하고 있으나 대주주에 대한 자격 요건으로 구체적인 조항을 나열하고 있지는 않음.
49) 영국의 개정된 은행감독법에서는 ‘Significant Influence Function roles’에 적합한 자(approved person)를 임명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자격 요건은 제시하고 있지 않음.
50) 아일랜드 은행법에서는 ‘Prohibition of certain persons from perfroming controled functions’라는 조항에서 은행의 주
요 의사결정권을 가질 수 없는 자의 결격사유를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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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자격요건을 요구하게 되면 금융회사의 소유에 큰 제한 조건이 될 것이며 누구도 약간
의 위험을 수반하는 의사결정을 피하려 할 것이므로 경영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금
융회사의 신속하고 자율적인 경영판단 및 장기경영전략의 추진력 또한 크게 제약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현재 발의되어 있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안의 자세한 내용을 살
펴보면 원래의 취지에 맞지 않게 심사대상이 광범위하며 자격요건 또한 금융회사의 건전경
영과 관련이 없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더구나 결격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분매각을 명할 수

라) 정책 방향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안은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
로 대주주 적격성 심사 확대안을 포함하고 있지만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원래의 취지에 맞
지 않게 심사대상이 광범위하며 자격요건 또한 금융회사의 건전경영과 관련이 없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더구나 결격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분매각을 명할 수 있는 처벌조항은 과잉처
벌일뿐만 아니라 재산권 침해 가능성이 있다. 입법의 원취지를 고려할 때 비은행금융회사 대
주주 적격성 심사 도입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서 제고할 필요가 있다. 현재 논의되는 제정
안은 적격성 심사의 목적에 비하여 심사대상이 지나치게 확대되고 불합리한 결격사유를 포
함하며, 의무위반 시 처벌강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정상적인 영업활동이나 경영상의 의사결
정에 제약이 될 수 있다. 적격성 심사는 금융업별 특성을 고려해 자격요건을 요구하고 및 처
벌수위를 적절히 조절하여 원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3. 금융건전성 강화

가) 정책 동향

최근 보험회사가 계열회사를 지원함으로써 경제력 집중을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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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금융투자업자가 자기자본을 감소시키는 유상감자를 실시하여 자금난을 겪고 있는 대주주
를 지원한 것으로 드러나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의 행위규제를 강화해야 한
다는 주장이 대두되었다. 그중에서도 계열사와의 거래를 제한할 수 있는 재무건전성 기준 강
화방안과 함께 자본감소행위를 통한 대주주 지원행위를 규제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재무건전성 기준을 변경하려는 논의의 골자는 자본 적정성 평가를 위한 자기자본 산정 시,
금융보험사가 투자하고 있는 동일 계열사의 비금융 부문 투자비율만큼을 자기자본에서 차감
하도록 변경한다는 것이다. 이는 최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서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계열회사를 지원함으로써 경제력 집중을 유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의 규정만으로는 보험회사가 계열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를 제대로 규제하기가 힘들다는 지
적이 있기 때문이다. 자본적정성 평가 조치에 따르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보험
사가 계열사와 거래하는 경우 거래의 위험을 반영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을 설정(보험법 제123조
제1항 신설)하여 보험사의 자본적정성 평가 시 계열사 출자분의 위험도를 가중평가함으로써 금

융사의 산업계열사에 대한 출자 해소를 유도하여 산업 부실이 금융부문으로 전이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금융투자업자의 자본감소행위 승인기준을 법제화하는 것도 같이 논의되고 있다. 금
융위원회의 승인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자본감소와 자본감소 등에 대한 승인요건으로 규정
하고 있는 재무건전성, 경영건전성 등의 기준을 현행보다 상향 규정하고 금융투자업자의 자
본감소에 대한 승인요건으로 대주주의 부채비율을 추가한다. 이는 최근 증권회사 등 일부 금
융투자업자가 자기자본을 감소시키고 그 감소시킨 만큼의 돈을 대주주를 포함한 주주에게
환급하는 유상감자를 실시하였는데 그 행위가 자본감소의 본래 목적인 자본의 효율성을 높
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금난을 겪고 있는 대주주의 부실경영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투자업
자의 자본을 악용하는 것으로 지적되었기 때문이다.
금융투자업자의 자본감소 행위는 현행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제받고 있
다. 현행은 관련 시행령에서 해당 금융투자업자의 재정건전성과 경영 건전성 등을 승인기준
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 부채비율은 심사기준에 포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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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 않아 금융투자업자가 부실한 재정상태인 대주주를 지원하기 위하여 자본감소 행위를
할 때 금융위원회가 그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점이 지적되어
왔다. 이에 따라 금융투자업자의 금융자본이 대주주의 개인금고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외국의 입법사례

족하다고 평가된다. 미국 등 해외 주요국의 ‘자본적정성’ 규제를 보면 계열사 지분 전액을 자
기자본 상당액으로 인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험사 자본적정성 규제인 RBC, 유럽의
Solvency, 캐나다의 MCCSR(Minimum Continuing Capital and Surplus Requirement) 등에서 계열사 주
식의 평가이익을 미래 위험에 대비한 자기자본 상당액으로 간주한다. 또한 미국 및 유럽계 보
험사가 국내에서도 영업 중인 것을 고려할 때, ‘한국식 규제’로 국제적 논란 가능성도 간과하
면 안된다. 국제적 정합성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외자계 보험사의 문제제기뿐만 아니라 한
국 경제에 대한 해외 신인도 하락 등 부작용이 클 것으로 우려된다. 일부에서 도입근거로 제
시한 해외 규제(유럽 복합금융 그룹 지침)51)는 규제 목적 및 대상이 계열사 이슈와는 무관하여 논거
로서 부적절하다.

다) 문제점과 평가

계열사의 건전성 여부와 무관하게 계열관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위험자산으로 평가하게
되면 지금까지 한국 기업이 다각화를 통해 이루어낸 경영 효율성에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된다
는 문제점이 있다.

51) ‘유럽 복합금융그룹 지침(EU Financial Conglomerates Directive)’은 은행·증권·보험 등 종합금융 그룹을 형성한 그룹을
대상으로 한 자본적정성 규제로서, 제조와 금융을 분리하는 규제장치로 적용하는 것은 부적합하다. 더구나 규제 목적 측면에서
도 계열사 출자지분 등에 대한 자기자본 상당액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업역별 자본적정성 규제의 차이를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본 논의에 인용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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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의 자본적정성 평가와 관련하여 해외 입법사례와 비교해 보면 국제적 정합성이 부

112 ┃ 2014 정책리스크 쟁점과 평가

금융권역별 자기자본제도 현황
구분

보 험

은 행

금융투자

기준비율

지급여력비율

BIS 자기자본비율

영업용순자본비율

산정방법

가용자본*/
요구자본

자기자본/
위험가중자산

영업용순자본/
총 위험액

보험, 금리, 신용, 시장,
운영리스크

신용,  시장,  운영리스크

시장, 신용, 운영리스크

규제내용

100% 미달 시 적기시정조치

8% 미달 시 적기시정조치

150% 미달 시 적기시정조치

도입시기

1999
(’09년 RBC제도 시행)

1992
(’08년 바젤Ⅱ 시행)

1997
(’09년 개편 시행)

반영 리스크

주 : 가용자본 : 자본금·자본잉여금·이익잉여금, 요구자본 보험회사에 내재된 보험·금리·시장·신용·운영위험액의 규모를 측정하여 산
출된 필요 자기 자본   
자료: ‘보험회사 위험기준 자기자본제도 해설서’ (금감원, ‘11.6)

금융투자업자가 실질적인 경영판단으로 자본을 감소시키는 자본감소 행위를 하는 경우 금
융위원회의 승인여부가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그 행위를 승인함에 있어 금융투자업자의 대
주주 부채비율까지 심사하도록 하는 등 금융투자업자의 자본감소 행위에 대한 승인기준을
법에서 직접 규정하게 되면 금융회사의 경영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부채까지도 승인여부
를 결정짓는 요소로 작용함에 따라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기업의 경영에 필수
적인 의사결정이 기업 외적 요인에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는 주주의 이익과도 대치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글로벌화된 국내 자본시장을 고려할 때 외국자본 및 국내 타 금융사와의 역차별이 발
생하는 것은 필연적이다. 동일 기업에 투자하더라도 외국계 회사나 국내 비계열 금융사는 자
기자본의 삭감이 없는 반면, 같은 계열 금융사는 동일 그룹소속이라는 이유만으로 투자금액
만큼 자기자본에서 삭감되는 등 역차별이 발생하게 된다.52)

52) 예를 들어 대기업집단 소속 A전자에 대하여 동일계열 보험사 B와 외국계 보험사 C, 타 그룹 소속 금융사 D가 각각 1,000억씩
투자할 경우, C, D사는 자본적정성에 변화가 없는 반면 B사는 적정성 평가에서 자기자본이 1,000억이 차감되어 지급여력비율
이 악화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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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삼성생명이 소유한 삼성전자 지분 전량을 위험자본으로 간주할 경우 삼성생명
의 RBC 비율(위험기준 지급여력, 고객의 납입금 인출에 대비한 자기자본 비율)은 현재 380%에서 200~290%
까지 하락할 것이라 예상되고 있다.53) 이는 금융감독원 권고수준인 150%를 크게 상회하지만
외국의 대형보험사들의 수치인 700~800%에는 크게 못 미친다. 이로 인해 대외 신인도 하락
과 금융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며 2008년과 같은 경제적 위기 상황
에서 위험에 대한 노출 가능성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RBC 방식으로 자본적정성을 평가하

우량한 계열사 주식의 보유는 보험사의 기업가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투자업자의 자본감소 행위는 현행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제받고 있
다. 현행은 관련 시행령에서 해당 금융투자업자의 재정건전성과 경영건전성 등을 승인기준
으로 규정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금융투자회사의 고유한 경영판단에 지나친 제약이라는 비
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현행법상으로도 이미 엄격한 자본감소 절차 및 이해관계인 보호수
단이 마련되어 있다고 평가된다.

라) 정책 방향

자본적정성 평가 시, 계열사 투자는 리스크가 이미 반영54)되어 있는 바, 이를 가용자본에서
다시 공제하는 것은 계열사 투자에 대한 이중계상되며 계열사 등 보험사의 기업 주식투자는
신용리스크 항목에서 반영하여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계열사 투자에 대한 리스크는 요구자
본(분모)에 이미 반영되어 평가되는데, 개정안은 이를 가용자본(자본금)에도 반영토록 하고 있
어 중복계상되므로 개정안 도입은 불필요하다.
더구나 계열사 투자를 사전적 위험자산으로 평가한다면 보험사의 수익성과 건전성은 오히
려 악화되고, 이에 따라 주주의 이익실현 기회를 침해하는 모순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에

53) 한국경제신문, “금산분리, 2금융권 확대 ‘속도조절’”, 2012. 9. 12
54) 가용자본(자본금·자본잉여금·이익잉여금)/요구자본(신용·시장·운영리스크 등을 반영한 필요자본)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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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더라도 일반 계열사에 대한 위험도를 가중평가하지 않으며 오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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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본감소 승인요건으로 대주주의 부채비율을 포함하는 방안은 대주주의 금융자본 사
금고화 방지 등 취지는 적절하나 이미 다른 법으로 엄격하게 심사되고 있는 자본감소 승인 요
건을 강화하는 것은 불필요한 규제로 판단된다. 또한 유상감자 악용 가능성은 현행 법령상 투
자자보호, 시장안정성 요건으로도 충분히 제한가능하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입장이기도 하
다. 따라서 타업권과의 형평성과 재산권의 과잉 침해 가능성 등을 고려해볼 때 도입필요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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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공정거래 및 공정경쟁

Ⅱ. 정책리스크 기업

1. 거래상 우월적 지위남용 금지

가) 정책 동향

2013년 5월28일 이종훈(새누리당) 의원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남용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공정
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현행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4호(거래상 우월적 지위남용금지)를 삭
제하고 제23조의2를 신설하자는 것으로 현행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시행령 별표 1의2)’
의 금지행위 유형 6 ‘거래상 지위남용(구입강제/이익제공강요/판매목표강제/경영간섭)’을 그대로 옮겨온
것이다. 현행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의 한 세부 유형으로 분류되어 있는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의 금지’를 독립적인 금지행위 유형으로 위상을 승격시키고, 그 구체적 금지행위 유형을 법률
에 규정함으로써 그 위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법집행 의지를 제고하고자 하는 의도이다.

나) 외국의 입법사례

일본의 “사적독점의금지및공정거래의확보에관한법률”(이하 ‘일본 독점금지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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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항 제9호에서는 ‘이 법률에 있어 불공정거래행위라고 함은, 좌측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
위로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중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것을 지칭한
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5목에서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히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
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55) 2010년에는 ‘우월적 지위남용에 관한 독점금지법상의 고찰’
이라는 기준을 공표하여 우월적 지위남용에 대한 판단기준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술하
고 있다.
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남용행위를 하는 경우 공취위는 제20조에 따라 사업자에게 당해 행
위의 중지, 계약조항의 삭제, 기타 당해 행위 위법행위의 배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또한 공취위는 2009년 독점금지법 개정 전에는 사업자에 대하여 배제조치명령만 가
능했지만, 법개정을 통하여 우월적 지위남용행위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되었
다. 다만 과징금을 부과하는 요건에 우월적 지위남용행위에 대하여 그 행위를 계속할 것을 요
건으로 하고 있어서, 사실상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는 거의 없다.56)

다) 문제점과 평가

거래당사자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경쟁’을 훼손시키거나 ‘거래 상대방의 이익’을 침해
한 경우에는 당연히 규제해야만 하고 현행 공정거래법 제2조 제7호(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위남용 금
지)와 민법 (제110조, 제103조, 제104조, 제2조 등)에서 통제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거래의 일방 당사자의 우월적 지위남용행위가 ‘경쟁’을 침해하지 않
더라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3조1항4호에서 규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

55) 이에 따라 일본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일반지정 14항에는 “자신의 거래상의 지위가 상대방에 우월한 것을 이용하여 정상적인
상관습에 비추어 부당히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는 것”을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라고 정하고 있고, 그 제1호에서 “계속하여 거래
하는 상대방에 대하여 당해 거래에 관한 상품 또는 역무 이외의 상품 또는 역무를 구입하게 하는 행위”, 그 제2호에서는 “계속하
여 거래하는 상대방에 대하여 자기를 위하여 금전, 역무, 기타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하게 하는 행위”, 그 제3호에서는 “상대방에
불이익되게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는 행위”, 그 제4호에서는 “전 항에 해당하는 행위 이외에 거래상의 조건 또는 실시에
즈음하여 상대방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 그 제5호에서는 “거래의 상대방인 회사에 대하여, 당해 회사의 임원의 선임에 관하여
사전에 자신의 지시에 따르도록 시키고, 또는 자신의 승인을 받게 하는 행위”를 유형으로 지정하고 있다.
56) 최근 일본법 동향에 대해서는 김정훈, “일본 독점금지법상 우월적 지위남용 규제”, 경쟁저널, 2013. 9월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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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경쟁훼손행위를 아예 처음부터 미리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질적인 법 운용은
거래 상대방을 공법을 통해서도 보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즉 사법(私法)인 민법적
규율에서는 거래 상대방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했을 경우 피해자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게 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권리구제가 약자인 중소기업보호를 위해 실
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해 규제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취지에서 경쟁을 보호해야 할 공정거
래법에서 거래계약 당사자 간의 우월적 지위남용행위를 규제하고 있는 것이다.

적·형사적 제제를 통해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남용을 통제하며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함이
다. 사적 계약관계에서 발생한 문제를 치유하기 위해 마련된 사법(私法)의 개입을 넘어 행정당
국이 개입할 경우 오히려 사적자치(私的自治) 영역에서의 거래가 위축되고 계약기능이 훼손될
수 있어 일본 외의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규정이다.
이렇게 현행 공정거래법 제23조1항4호 규정 자체가 상당히 예외적인 조항인데 이것의 위
상을 높이려는 법개정은 제고되어야 할 것이다.

라) 정책 방향

현행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2. 하도급법상 납품단가 부당 감액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가) 정책 동향

지금까지 하도급 기업의 기술을 유용한 행위(12조의3제3항)에 한정되었던 3배 징벌적 손해배상
제 적용 대상을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금지), 제8조제1항(부당한 위탁취소 금지), 제10조(부당반품 금
지),

제11조제1항·제2항(감액금지) 행위에까지 확대하였다. 이 중 ‘납품단가 부당감액행위(제11조)’

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특히 문제이고 부작용이 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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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외국의 입법사례

하도급 거래에서의 납품단가문제에 법이 직접적으로 개입하여 규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외에는 없다.

다) 문제점과 평가

현행 하도급법에서는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과 형벌을 동시에 부과할 수 있도록 하
고 있다. 하도급 대금의 2배에 해당하는 과징금과 벌금을 각각 부과할 수 있고, 동시에 부과될
경우 4배까지 부과될 수 있다. 물론 민사소송을 통해 실손해배상도 받을 수 있다. 현행법상만
으로도 하도급 계약관계를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또 다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 도입하려고 해 과잉제재의 위험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단순히 법위반 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 제재를 강화한
것이라면 그나마 다행일지 모른다. 그러나 ‘납품단가 부당감액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을 부과하는 개정은 그렇지 않다. 납품단가 감액행위에 대한 ‘부당성’ 판단 규정 자체가 이미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상태인데 여기에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제재까지 강화시켰기 때
문이다.
납품단가 부당감액행위(제11조)에 대해서는 2011년 하도급법 개정 시 ‘부당성’에 대한 입증
책임을 원사업자에게 전환시켰다.
이 규정에 따라 단가를 인하하면 일단 불공정한 것으로 보고 다만 원사업자 쪽에서 정당한
제11조(감액금지) ① 원사업자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원사업자
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11.3.29.] ② 다음 각 호(1호~9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정당한 사유에 의한 행위로 보지 아니한다.[개정 2011.3.29.]57)

57) 제11조(개정 전)는 수급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부당감액의
금지), 감액이 부당하였는지 여부를 입증할 책임이 수급사업자에게 있어 분쟁 발생 시 수급사업자의 권익구제가 쉽지 않다는 지
적이 있어 왔음. 개정안은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원사업자의 감액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
으로 감액을 허용하여 감액의 부당성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을 수급사업자에서 원사업자로 전환하기 위함. (2010.11 정무위원
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중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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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가 인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입증하지 못하면 제재를 부과받을 수 있다. 제11
조 ②항 제1~제9호의 방법으로 하도급 대금을 감액한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주장하는 것조차 허용되지 않는다(당연위법). 즉 부당납품단가를 규제하는 현행 하도급법 11조
는 단순히 입증책임만 전환한 것이 아니라 특정한 방법(제1~제9호)에 의한 감액행위는 입증조
차 할 기회를 박탈하고 있는 것이다. 이 중 특히 제7호(경영적자 또는 판매가격 인하 등 불합리한 이유로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가

문제다. 경쟁사가 가격을 내려 판매가격이 하락하더라도 납

납품단가 인하에 대한 ‘부당성’ 판단이 원사업자에게 이렇게 불리하게 규정되어 있고 이러
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과 형벌까지 부과될 수 있는 상황에서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도입됨에
따라 기업들(원사업자)이 부담하게 될 법적 리스크(legal risk)는 훨씬 증가하였다. 원사업자들은
납품단가를 인하하는 행위에 대한 ‘부당성’과 ‘정당성’의 경계가 모호한 상황에서 자칫 하도급
업체로부터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당할 위험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리스크에
직면한 원사업자들은 이를 회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 마련하고 현실적으로도 그렇게 하
고 있다. 자신과 거래하고 있는 하도급업체의 수를 줄이는 것이다. 원사업자들은 수백 또는
수천 개의 하도급업체와 거래를 하는데 이 중 한 곳이라도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승소여부를 떠나 그것 자체가 원사업자에게는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이러
한 소송에 휩싸이기 전에 믿고 거래할 수 있는 주요 협력업체만 남겨두고 단발성으로 거래하
는 협렵업체와의 거래는 줄이고 있다고 한다.58) 결국 강자인 원사업자의 우월적 협상력
(bargaining power)을

규제해 약자가 이들과 수월한 협상(easy bargaining)을 할 수 있도록 한 좋은

의도의 정책이 협상의 기회 자체를 제거해 버리는 나쁜 결과(no bargaining)를 야기할 수 있다.
우리나라 헌법은 제119조 1항에서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기업들이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기업활
동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다만 그러한 행위가 ‘부당한’ 경우만을 규제감독조사권을 가진 행

58) 한국경제신문, “납품가 소송 당할라..협렵업체 확 줄인다”, 12월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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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국(공정거래위원회)이 철저히 밝혀 규제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것이 ‘법치행정’의 기본
원리이다.
규제의 편의를 위해 납품단가 부당감액행위(11조)에 대한 ‘부당성’ 입증책임을 원사업자에게
전환 또는 특정행위에 대해서는 아예 입증의 기회조차 주지 않고 당연위법으로 보고 있는 것
자체도 법치행정의 관점에서 문제가 많은데 여기에 더해 이번 개정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
까지 새로 도입됨에 따라 위헌문제까지 제기될 수 있다. 제재수준이 강해질수록 오판으로 인
한 위험성은 점점 커지므로 좀 더 신중하고 확실하게 행위의 불공정성을 입증한 후 제재를 부
과해야 하는 것이 법치주의의 기본원칙임에도 불구하고 납품단가 감액행위 규제에 있어서는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이다.

라) 정책 방향

구체적인 법집행단계에서 납품단가 인하의 부당성을 어느 정도 입증하려고 노력해야 하며
고의나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도록 해야 한다. 입법에서 초래된
문제를 ‘집행’ 단계에서 최소화 시켜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3. 가맹사업법

가) 정책 동향

2013년 5월 편의점 사건으로 불거진 ‘갑을(甲乙) 논란’이 사회 다양한 분야로까지 확대되었
다. 특히 퇴직인구의 증가와 취업난 등으로 가맹사업자가 급속히 증가하는 프랜차이즈 업계
에서 가맹본부의 우월한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행위로 인해 가맹사업자의 피해가 확
산되고 있다는 데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가맹사업 분야의 거래관계 개선 필요성이 대
두됨에 따라 업계의 상생대책 마련과 시민단체의 문제 제기가 이어졌으며 국회에서는 관련
법을 개정하기에 이르렀다. 불공정거래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 프랜차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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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주요 개정사항
쟁점

개정/신설

가맹본부의 약관규제법 위반 사실 여부, 가맹사업자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사항을 정
보공개서 기재 사항으로 추가(제2조 제10호)

개정

등록취소된 사업자 명단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 정보공개서 등록 취소 사유에 가맹본
부가 폐업하거나 등록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추가(제6조의 4)

개정

가맹본부가 허위·과장 또는 기만적인 정보제공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각각의 행
위유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규정 신설(제9조 제1항 및 제2항)
중소기업자가 아닌 가맹본부 등은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가맹희망자에게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예상매출액의 범위 및 그 산출근거를 서면으로 제공(제9조 제5항)

신설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 분담

가맹본부의 점포 이전·확장, 환경개선 강요 금지, 가맹본부가 점포 환경개선 비용의
40% 이내 분담 의무화(제12조의2)

신설

가맹본부의
과중한 위약금
부과 규제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과중한 위약금 등 부당하게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
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에 추가(제12조 제1항)

개정

영업시간 구속
행위 금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심야 영업시간대의 매출이 영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낮고,
영업 손실이 발생하여 가맹점 사업자가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함에도 허용하지 않는 행
위, 가맹점사업자가 질병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영업 시간 단축을 요구함에도 허용
하지 않는 행위를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으로 규정하고 금지(제12조의3)

신설

가맹점사업자
단체 구성 허용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 허용하고, 동일 브랜드 사업자단체가 가맹본부와 거래조건의
변경에 대하여 협의할 수 있도록 허용, 가맹본부는 다수의 가맹점사업자로 구성된 가
맹점사업자단체와 우선 협의(제14조의2)

신설

영업지역 보호

가맹계약 체결 시 영업지역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기재, 영업지역 내 동일 업종 또는
계열사 직영점이나 가맹점 설치 금지, 공정거래위원회의 업종별 바람직한 거래기준 준
수(제12조의4, 제12조의5)

신설

가맹금 반환
청구기간 연장

가맹금 반환청구기간을 2개월에서 4개월로 연장(제10조 제1항)

개정

동반성장
협약 제도 도입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동반성장협약 체결 권장, 협약 이행 관련 평가 실시, 거
래에 관한 서면실태조사 실시(제15조의4 및 제32조의2)

신설

전속 고발권
관련 사항 개선

감사원장, 중소기업청장에게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 권한 부여(제44조)

개정

정액과징금
부가규정개선

가맹본부의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5억 원 이내에서 과징금 부과
하도록 제도 개선

개정

허위·과장정보
제공행위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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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관련 사항을 규율하는 가장 기본적인 법률인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대
한 개정안이 2013년 7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고 2013년 10월에는 시행령이 입법예고되어
2014년 2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본 개정안에는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제공, 부당한 영업시간 강요, 가맹계약 중도 해
지 시 과도한 위약금 요구, 잦은 매장 환경개선 요구, 가맹본부의 우월한 거래상의 지위를 이
용한 불공정행위 등으로 인한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규제들을 포함하고 있
다. 가맹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시행령을 각 쟁점별로 정리하면 [표 6]과 같다.

나) 외국의 입법사례 59)

유럽연합(EU)의 주요국가인 영국, 독일, 프랑스 등은 프랜차이즈와 관련된 특별 규제법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일반 민사법 원칙에 따라 프랜차이즈 계약에서 문제되는 사기나 부실표시
[표 7] 프랜차이즈 규제현황
미국 연방법

미국 주법

독일·영국법

(현)가맹사업법

개정법

사전정보제공

○

○

×

○

○

사전정보공개서 등록

×

△

×

○

○

가맹금 예치제

×

×

○

○

가맹금 반환제

×

×

○

○

계약해지규제

×

×

○

○

영업지역보호강제

×

×

×

△

●

예상매출액제공강제

×

×

×

×

●

과다위약금 처벌

×

×

×

×

●

점포개선부담제

×

×

×

×

●

영업시간규제

×

×

×

×

●

업종별 거래기준제정권

×

×

×

×

●

가맹점 단체결성권

×

×

×

●

가맹점 단체교섭권

×

×

×

●

×

×

(○완전규제, △부분규제, ×규제없음, ●규제신설)

59) 최영홍, “개정 가맹사업법 소고”, 『경쟁저널』제170호, 2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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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나 일본, 중국 등에서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가맹사업에 관한 정보를 미리 제공할 것을 요구한다. 이들 나라에서 가맹본부에게 제공의무
를 부과하는 것은 허위과장 정보로 가맹희망자를 속이는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정보공개서의 등록을 요구하고 가맹본부의 일방적 가맹계약 해지나 갱신거절을 제한하는 미
국의 일부 주법은 극히 예외적인 사례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가맹사업법은 그러한 예외적 법
제보다도 더 엄격하다.

업계는 개정안이 프랜차이즈 산업을 위축시키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갈등과 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며 상생과 협력관계가 아닌 갈등과 분열의 관계로 바뀔 것이라 보고 있다. 가
맹본부가 가맹사업을 철회해 이에 따른 부작용이 심화될 것이란 주장도 나오고 있다. 가맹본
부의 책임만 많아지고 있는 현실을 피하려는 방법으로 프랜차이즈 방식이 아닌 대리점이나
특약점 또는 전수창업 등과 같은 방법을 모색하게 될 것이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가맹본
부의 점포환경개선 비용 부담을 지금보다 강화할 경우 가맹점주의 점포환경 개선 요구가 남
발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특히 가맹사업법 개정안 내용 중 연 매출 200억 원 이상, 가맹점 100곳을 넘는 가맹본부는
창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예상 매출액의 범위와 산출근거를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개정안은 가장 문제가 많다. 이 조항은 가맹점의 매출액을 결정하는 수많은 외부
적 요인과 다발적 변수에 대한 시장상황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이 조항을 근거로 매출이 ‘예상 범위’를 벗어난 점포들이 본사를 상대로 ‘허위과장 광
고’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실제 매출액이 예상 매출액과 차이
를 보이면 이를 허위·과장 광고로 판명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억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
처벌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점포의 매출은 브랜드, 상품, 상권, 경쟁, 점주역량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아무리 영업을 표준화하더라도 이들 요인과 매출
과의 상관성을 정확하게 분석할 수 없다. 실제 매출이 예상보다 적어지는 것을 모두 가맹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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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과도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가맹점주들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개정안이 오히려 가맹사업의 근간을 저해하여 결국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에 분쟁의
씨앗을 제공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같은 상권의 매장이라도 가맹점주의 노력에 따라 매출이
천차만별인데 이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가맹본부에 책임을 지우는 것은 자영업자 살리기에
만 지나치게 치중해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너무 엄격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
또한 과중한 위약금 부과행위 등을 불공정거래행위에 추가한 것은 약관규제법이나 판례에
의해 적절히 해결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국회가 획일적으로 규제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
이다. 그리고 가맹본부가 계약체결 시 가맹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해 계약서에 기재하도
록 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거래기준을 권고할 수 있도록 개정한 것은 해당 영업지역 내의 경
쟁을 원초적으로 금지하고 기존 가맹점사업자에게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경쟁법의 원리
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이러한 독점권의 무조건적인 부여는 관련 지역 소비자의 후생을 침범
한다.60)

라) 정책 방향

현재 우리나라의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 등록업체를 기준으로 할 때 약 3400여 개에 이른
다. 그 가운데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99%를 넘는다. 이처럼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중
소기업에게 규제를 가하는 것이 경제민주화인지 의문이다. 개정안에 따른 피해로 작은 규모
의 업체는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고 이는 산업 전체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를 최
소화하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에 담겨질 세부 시행령에 업계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
록 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그간 압축적 경제성장과 정치민주화를 이뤘지만 ‘계약문화’는 아직도 미숙한 상태
이다. 누구나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자신을 위하여 신중해야 하고, 일단 체결한 후에는 상
대방을 위해 계약을 지켜야 한다. 사전에 정보공개서를 제공받고 가맹계약을 체결했음에도

60) 최영홍, ‘가맹사업법 개정 유감’, 경쟁법연구, 2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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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하고 나중에 계약내용에 불만을 제기하며 억지를 부리는 것은 자신의 무능을 선포하는
행태에 불과하다. 국가는 그런 무능선포행태를 옹호하려 하지 말고, 오히려 계약자로서의 자
세를 각성시켜야 한다. 현명한 우리 국민을 각성시키는 방법은 간단하다. 국가의 개입을 줄
이고 자율적 책임을 강조하면 된다.61)

가) 정책 동향

2013년 5월 남양유업이 일부 대리점에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이나 미주문 제품을 구입하
도록 강제 할당한 대리점 밀어내기 사건 이후로 유제품 대리점을 비롯한 특정 기업의 상품만
을 취급하는 대리점 거래에 있어서도 ‘갑을(甲乙) 논란’이 불거졌다. 이를 계기로 기존의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만으로는 대리점 본사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 남용을 방지하기 어렵
다는 인식이 퍼졌고, 여야 의원들은 2013년 5월부터 일명 ‘남양유업방지법’으로 불리는 ‘대리
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였다.
한편, 2013년 11월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유제품 업체가 대리점에 거래상 지위를 남용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유제품 제조·판매 사업자와 대리점 간 거래상 지위남용
방지를 위한 모범거래기준62)’을 제정하였다. 공정위는 주요 유제품 업체들과 논의 끝에 본 기
준을 제정하고 유제품 업체들도 이를 지키겠다는 협약서를 작성했다. 또한 2013년 12월에는
대리점을 상대로 한 본사의 불공정행위 사례를 ‘특정재판매거래 고시63)’로 지정하여 2014년

61) 최영홍, ‘가맹사업법 개정 유감’, 경쟁법연구, 2013.6
62) 모범거래기준은 법적 강제 지침은 아니지만 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사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어 업체가 이 지침을 어길 경
우 공정거래법으로 처벌이 가능함.
63) 공정위가 법 위반 여부를 구별하는 구체적인 판단기준과 관련 절차를 명시한 일종의 내부방침(지침)이자 업무요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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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주요 내용(이종걸 의원 발의)
쟁점

법안

대리점 거래의 정의

상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본사가 대리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서비스표·상호·간
판 및 기타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 (안
제2조 제1호)

정보공개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화(안 제7조 제1항)

대리점 계약서 사용

표준대리점계약서 사용 권장(안 제9조 제4항)
대리점 본사가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취해야 할 조치 명시(안 제9조 제5항)
필수기재사항 규정(안 제10조 제2항)

불공정 거래 행위 금지

대리점 본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안 제11조)

보복조치 금지

대리점 본사의 위법 행위를 대리점 사업자가 신고한 것을 이유로 거래 정지 등 불이익 주는
것을 금지(안 제11조의 2)

계약갱신요구권 및
도입 및 계약해지제한

대리점 본사의 대리점 계약 해지 시 절차 및 요건 규정 (안 제12조 및 제13조)

사업자 단체 구성

대리점사업자단체의 구성 허용(안 제14조 제1항)
대리점사업자단체에게 대리점 본사와 거래조건을 협의할 수 있는 권한 부여(안 제14조 제2항)

과징금제도 도입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의 3%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징금 부과 허용(안 제
30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대리점 본사가 불공정거래행위 중 구입강제행위, 판매목표강제 및 불이익제공행위,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행위, 부당반품금지행위를 하여 대리점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액
3배 이내에서 배상(안 제40조)

[표 9] 공정거래위원회 모범거래기준 및 고시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유통기간이 50% 지난 제품 강제 공급 금지
대리점이 원치 않는 신제품, 비인기 제품 등 강제 할당 금지

모범거래기준

본사의 대리점 주문 내역 임의 변경 금지
대리점에 판촉활동비 강제 부담 금지
대리점에 판매목표량 달성 강요 금지
대리점이 주문하지 않은 상품을 일방적으로 공급하고 정산하는 제품 밀어내기

특정재판매거래 고시

대리점에 판촉행사 비용과 인건비를 부담케 하고 거래와 무관한 기부금을 강요하는 행위
대리점 정리계획을 세우고 반발하는 대리점에 물량공급을 줄이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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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부터 규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민주당은 모범거래기준과 고시 제정으로는 충분
치 않으며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관철시킬 수 있는 별도의 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공
정위와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에 상정된 법률안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모범거래기준 및 고시의 주요 내용은 각
각 [표 8] 및 [표 9]와 같다.

대리점거래를 규제하기 위해 별도의 법을 가지고 있는 입법례는 없다.

다) 문제점과 평가

남양유업 사태처럼 재빨리 대응해야 할 사안은 관련 지침이나 고시를 유연하게 변경하면
서 해결하는 것이 적절하며 법으로 규제하면 신속하게 규제하기 쉽지 않다. 또 모범거래기준
에는 ‘남양유업 방지법’에 담긴 ‘본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행위 유형 규정’ 등
상당수 내용이 반영돼 있어 추가 법령 제정은 입법권 남용이다. 또한 대리점 기반이 취약한
상황에서 갑자기 규제를 강화하면 유통구조가 바뀌어 대리점에 오히려 손해가 될 수 있다. 대
리점 직영화, 대형마트 및 전자상거래 등 다른 유통채널로의 전환을 가속시켜 대리점 영업 기
반이 축소될 수 있다는 것이다.64)
법리적으로 보더라도 문제이다. 공정거래법에 기반을 두고 규제하려기보다 여기서 파생된
별도의 법을 자꾸 만들려는 것은 즉각적이고 가시적인 대응책을 찾는데 몰두한 나머지 경쟁
법적 규제체계 전체를 조망하는 시야를 놓치는 우를 범하는 것이다. 개별 거래분야에서의 불
공정한 거래관행 및 집중적 시장구조가 문제될 때마다 특별입법이라는 대응수단을 강구하다
보니, 이미 독접규제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의 특칙이 되는 특별입법만 계속 늘어날 우려
가 있다. 이로 인하여 경제질서의 기본법으로서의 공정거래법의 위상이 손상될 수 있을 뿐 아

64) 공정거래위원회의 기본입장이다. 한국경제신문, 2013.11.1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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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법리적 및 법정책적 문제점도 발생한다. 비록 공정거래법 체계 속에서 해결책을 찾아가
는 것이 규제의 실효성이라는 측면에서는 다소 미흡해 보이는 것 같지만 규제의 정당성은 실
효성만으로는 담보될 수 없다. 규제의 실효성이라는 명분으로 정당한 행위나 소비자에게 이
익이 되는 행위까지 외형적으로 불공정해 보인다는 이유로 규제할 수는 없다.

라) 정책 방향

별도의 ‘대리점법’을 제정하지 않더라도 현행 공정거래법 제23조1항 제4호 ‘거래상 지위남
용’(구입강제, 이익제공 강요, 판매목표 강제, 불이익 제공, 경영간섭) 규정에 의해 충분히 규
제할 수 있다. 이 규정조차도 일본과 우리나라에만 있는 규정이고 일본보다 우리가 강력하게
운용하고 있다. 이렇게 상당히 예외적인 규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더욱 강화해 아예
특별법을 제정하려는 것은 법체계를 더욱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다.

5. 하도급법 보호대상에 중견기업 포함

가) 정책 동향
이재영 의원안과 송호창 의원안 비교
이재영 의원안 (2013. 2. 27.)

송호창 의원안(2013. 5. 29.)

수급사업자 범위

•연간매출액 등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중견기업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 또는 상시고용
종업원 수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

적용규정

•하도급법 13조(대금지급)
•13조 위반 시 벌칙조항(시정조치, 과징금, 벌
금 등)

•하도급법 전(全) 조항

나) 외국의 입법사례

하도급법을 별도로 운용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뿐이며, 일본은 자본금 3억 엔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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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하도급대금지급에 한해 보호하고 있다. 불공정행위 전반을 규제하는 우리나라
하도급법과 달리 우리법의 모델이 되었던 일본 하청대금지불지연등방지법은 하청대금지불
지연에 한정해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고 있다. 보호대상 기업도 한국이 자본금 80억 원 이하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있는 반면 일본은 절반 수준인 자본금 3억 엔 이하 중소기업을 보호하
고 있다.

사실상 대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중견기업을 하도급법의 보호대상으로 하는 것은 중소 수
급사업자의 불리한 거래상 지위 보호라는 하도급법 제정취지와 배치된다. 하도급법은 경제
적 약자의 협상력을 보전하기 위한 법률로서 보호관점에서 지원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제정
된 것이다. 반면 중견기업 개념을 도입한 산업발전법은 중견기업 보호가 아니라 산업경쟁력
강화 및 산업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다. 산업발전법상 중견기업(고용안정 등 국민경제
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혁신역량과 성장가능성이 큰 기업, 10조의2)은

고용, 혁신 등을 고려한 규범적 개념

이다.
거래 협상력의 차이는 모든 협상에서 존재하는 것으로, 법률을 통한 협상력 보전은 중소기
업에 한정해야 하고 그 이상은 시장에서의 거래에 맡길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을 졸업한 중
견기업, 특히 연 매출액 1천억 원을 상회하는 중견기업이 하도급 보호대상인 경제적 약자인
지는 의문이다. 만일 중견기업을 하도급법 보호대상에 포함시킨다면 하도급법 적용 확대에
따른 자금부담 및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중견기업과의 거래 축소나 해외업체로의 거래선 변
경이 불가피하게 될 수 있다. 중견기업의 숫자는 적지만 대기업과의 거래규모는 중소기업보
다 크므로, 거래선 변경 시 국내 경제에의 심각한 파급효과가 우려된다. 주요 부품공급원인
중견기업이 하도급보호 대상이 될 경우, 수출대기업의 가격 경쟁력 열위로 해외기업과의 글
로벌 경쟁력 상실할 우려도 있다. 납품단가 조정을 적시에 이뤄 내지 못해 해외시장에서 외
면받을 경우, 수출대기업은 물론 협력 중견기업마저 경영난에 직면할 위험이 있다.
법리적으로도 문제이다. 법학에서는 일반인보다는 사업자(기업)가 자신의 이익을 더 잘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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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할 것이라는 것이 통상의 이해이고, 이를 전제로 민법에 대한 특별규정이 상법에 다수 포
함되어 있다. 그런데 중소기업도 아닌 중견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대기업을 규제하는 것이 과
연 규제목적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특히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때 중소기업
때 받았던 각종 정부지원이 중단되므로 이를 보전해 주기 위해 하도급법을 통한 보호를 새롭
게 추가해 주어야 한다는 제정이유가 과연 대기업 규제를 위한 정당한 목적에 해당할 수 있
는지도 의문이다.

라) 정책 방향

하도급법은 과징금, 형벌,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통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사적자치
영역인 하도급 계약에 강력하게 개입하고 있다. 따라서 헌법상 최소침해원칙(과잉금지원칙)에 따
라 정말로 꼭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중소기업에 국한하여 하도급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대기
업과 중견기업 간 하도급 관계에서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남용은 공정거래법 제23조에 기초
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성’을 입증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 형벌 등으로 강력히 규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법을 통해 손쉽게 규제하려는 것은 최소침해원칙에 위반될 수 있
다. 따라서 하도급법이 아닌 현행 공정거래법 제23조(거래상 우월적 지위남용금지) 규정으로 규제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6. 단체구성 및 협의권 부여

가) 정책 동향

거래상(계약상) 열위에 놓인 측의 협상력을 보호하기 위해 유사한 계약상 열위자들이 단체
를 구성하고 이 단체에 우월적 지위에 있는 거래 당사자와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규정이 하도급법(2013. 5.28 개정)과 가맹사업법(2013. 7개정)에 도입되었다. 그리고 새로 제정
하려는 대리점법에서도 도입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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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민주당) 의원은 대리점사업자단체의 구성을 허용하고, 대리점사업자단체에게 거래조
건 변경을 위해 대리점본사와 협의할 수 있도록 하며, 협의는 대리점본부, 대리점사업자, 공
정거래조정원이 지정한 조정위원으로 구성된 조정위원회에서 하고 그 협의 결과를 공정거래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리점법 제정안을 발의하였다(2013. 6.5).

나) 외국의 입법사례

제는 없다.

다) 문제점과 평가

사적 계약관계에서 한쪽 당사자측의 단체결성권을 넘어 단체에게 계약 ‘협의권’을 줄 경우
애초의 계약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계약관계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되어 계약의 기본
원칙을 훼손시킬 수 있다. 노동조합의 단체협상권과 비교하는 경우가 있으나, 노동계약에 대
한 국가개입(노동법)의 근거는 사회적 기본권을 규정한 헌법 제32조와 제33조인 반면, 대·중
소기업 간 거래관계에 대한 국가개입의 근거는 경제질서를 규정한 헌법 제119조제2항이므로
국가권력의 정당성과 한계에 대한 헌법적 근거를 달리한다.
특히 단체구성을 통한 계약 협의는 예를 들어 납품업체 간의 경쟁을 제한하는 카르텔에 해
당할 수 있고 하도급 업체가 아닌 다른 사업체들도 형평성을 이유로 카르텔을 예외적으로 인
정해 줄 것을 요청할 경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단체가 원하는 협의 결과를 얻
기 위해 원사업자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공동의 납품 중단 등의 전략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며,
최종적으로 이에 따른 제품가격 인상부담은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 그리고 모든 납품업
체들이 조합의 단체협상을 통해 평균적인 가격을 획일적으로 적용받게 될 경우 기술력에 바
탕을 둔 경쟁의 유인이 사라지고 단체협상 결과 기술력 있는 납품업체와 그렇지 못한 납품업
체가 동일하게 취급되는 경우 후자의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한다. 기술혁신과 경영혁신을 통
한 원가절감 노력보다는 납품단가 협상에만 치중함으로써 납품업체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키

Ⅱ. 정책리스크 기업

사업자 간 계약적 거래관계에서 일방 당사자에게 법률로서 단체협의권을 인정하고 있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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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는 다시 완성품의 품질 저하를 야기해 원사업자의 경쟁력 약화로 직결된다. 조합에 의
한 일괄적 협상방식은 개별 업체별, 지역별, 제품별 특성을 구체적으로 고려할 수 없다는 구
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고 개별 납품업체의 자율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방해할 수 있
다.65)
가맹사업법에 포함된 단체구성 및 협의권 부여도 마찬가지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단체교
섭을 통해 어떠한 협의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가맹계약의 협의 내용은 근로계약과는 달
리 획일적으로 전체 가맹점사업자에게 적용시킬 수도 없다. 각 가맹사업자는 상권의 환경이
나 점포의 입지, 규모의 크기, 계약기간의 장단, 운송거리의 차이 등 구체적 거래의 실질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또한 협의사항의 획일화는 다른 조건을 요구하는 제3의 가맹사업자
와 다른 분란을 야기할 수도 있다.66)
단체협의권이 대리점법에 도입될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대리점 단체에 협의권을 위임할 경
우 대리점 단체와 관계없이 독자적인 거래조건을 선호하는 개별 대리점의 계약자율권을 침
해할 수 있다. 지역상권에서 경쟁력을 확보한 대리점은 더욱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
려고 할 것이고, 반면 경쟁력이 없는 대리점은 보다 열악한 조건으로라도 계약을 유지하려고
할 것인데 단체 협의권으로 인해 이러한 계약의 다양성이 훼손될 수 있다. 또한 대리점 단체
의 권한이 커질 경우 전체 대리점의 이익보다는 대리점 단체 자체의 이익을 우선시하거나 대
리점 단체와 유착관계에 있는 특정업체에 유리하게 협상을 진행할 우려도 있다.

라) 정책 방향

단체결성권을 넘어 단체협의권까지 인정하는 것은 독립적 사업자 간의 거래를 노동자와 유
사하게 보는 것으로 기업 간 계약원리에서 크게 벗어나는 것으로 제고되어야 할 것이다.

65) 신동열,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 시행에 따른 공정위의 정책방향”, 『경쟁저널』 144호, 2009.
66) 최영홍, “개정 가맹사업법 소고”, 『경쟁저널』제170호, 2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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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대규모유통업에서의 판매장려금

가) 정책 동향

제조(납품)업자들이 그들의 상품을 진열해 주는 등의 대가로 유통업자들에게 지급하는 금액
을 경제학에서 보통 slotting allowance라고 부른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판매장려금이라
고 일컫는데,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제15조제2항)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허

유통산업의 규모가 커지고 집중화됨에 따라 판매장려금이 공정거래의 이슈로 자주 등장하
고 있다. 판매장려금을 부당하게 인상하는 등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사이의 불공정 거
래관행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자, 정호준 의원(민, 2013. 1. 10)은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 등으
로부터 받는 판매장려금은 상품 매입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유통 분야의 공정거래질서를 확
립하고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에서였다.
최근에는 판매장려금의 합리적 범위에 관한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고 판매장려금 제도를
“판매촉진”이라는 대규모유통업법 취지에 맞게 개선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서 『대규모유통업 분야에서 판매장려금의 부당성 심사에 관한 지침(이하 ‘심사지침’)』 제정안을
의결했다(2013. 10. 2). 대규모유통업법(제2조제9호)은 판매장려금은 해당 상품에 대한 판매를 증
진시키는 목적이 있어야 하고 직매입거래에서만 수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
심사지침에서 공정위는 판매촉진 목적과 관련성이 없는 판매장려금, 대규모유통업체가 직
매입한 상품에 대한 가격할인 및 재고소진에 따른 판매장려금 그리고 (법에서 금지된) 반품을
하지 않음을 이유로 수령하는 판매장려금을 위법으로 규정했다([표 10] 참조).
또한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체들이 받고 있는 전체 판매장려금 규모는 연간 약 1조 4,690

67) 백화점이나 TV홈쇼핑의 경우 판매수수료, 대형마트의 경우 판매장려금이라고 일컫는다.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게 상품판매대
금을 지급할 때 일정 비율을 감하고 지급하는데, 이때 감해진 금액을 판매수수료라고 한다. 판매장려금이란 유통업체가 납품업
체로부터 상품 매입액의 일정 비율을 판매촉진 인센티브 명목으로 받는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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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고 있다.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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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판매장려금 정의 및 인정여부
항목

인정여부

정의

기본
장려금

불인정

명칭에 상관없이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상품 매입금액의 일정비율 혹은
일정금액을 받는 형태의 판매장려금

성과
장려금

인정

명칭에 상관없이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가 합의하여 전년동기 대비 납품액(납품
단가×납품물량) 신장목표에 도달하였을 때,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지급
받는 형태의 판매장려금

신상품
입점장려금

인정

명칭에 상관없이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의 신상품을 매장에 진열해 주는 대가로
납품업자로부터 받는 형태의 판매장려금

매대(진열)
장려금

인정

명칭에 상관없이 대규모유통업자가 상품을 매출증가 가능성이 큰 자리(매대)에 진열
해 주는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납품업자로부터 받는 형태의 판매장려금

무반품
장려금

불인정

명칭에 상관없이 대규모유통업자가 직매입한 상품을 반품하지 않음을 조건으로 납품
업자로부터 받는 형태의 판매장려금

시장판매가격
대응장려금

불인정

명칭에 상관없이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으로 기 납품받은 상품의
판매가격을 인하하기 위한 목적으로 받는 형태의 판매장려금

재고소진
장려금

불인정

명칭에 상관없이 대규모유통업자가 직매입한 상품의 재고를 소진시킬 목적으로 재
고분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품업자로부터 받는 형태의 판매장려금

폐점
장려금

불인정

명칭에 상관없이 대규모유통업자가 점포 폐점 시 덤핑, 가격할인 등을 통해 남아 있는
상품을 소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납품업자로부터 받는 형태
의 판매장려금

자료: 공정위 보도자료, 2013. 10. 7.

[표 11] ’12년도 12개 주요 대형유통업체 판매 및 기본장려금 규모 현황
대형마트(3개사)

SSM(3개사)

편의점(4개사)

백화점(2개사)

합계(12개사)

판매장려금

10,250

2,554

기본장려금

8,452

2,198

1,869

17

14,690

1,127

16

11,793

자료: 공정위 보도자료, 2013. 10. 7.

억 원 수준이고, 이때 기본장려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80%(1조 1,793억 원)이어서 이번 심사
지침의 시행으로 납품업체들의 판매장려금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표 1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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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문제점과 평가

얼핏 보기에 우월적 지위에 있는 유통업자들이 판매촉진과 관계없는 기본장려금 등을 제
조업자들에게 부당하게 요구하는 것 같지만, 이는 그들 사이에 자발적으로 형성된 수직적 거
래관행의 일종이다. 그리고 자발적 거래가 대부분의 경우에 효율적이듯, 판매장려금도 다음
과 같은 세 가지 효율성 제고 기능을 갖는다.

어떠한지를 선별(screening)하기 위해 판매장려금을 이용할 수 있다(Chu, 1992). 즉, 높은 수요를
자신하는 제조업자만 판매장려금을 받아들일 것이기 때문에 유통업자는 판매장려금 부과를
통해 높은 품질을 생산하는 제조업자를 가려낸다.68) 비슷한 맥락에서 제조업자는 자신의 상
품 수요에 대한 정보를 유통업자에게 신호하기(signaling) 위해 판매장려금을 사용할 수도 있다
(Lariviere and Padmanabhan, 1997)69).

다음으로 새로운 상품에 대한 유통업자들의 수요와 제조업자들의 공급을 일치시키기 위해
판매장려금이 등장할 수 있다(Sullivan, 1997). 제조업자들이 새로운 상품의 공급을 증가시킬 때
유통업자들의 판매가 증가하지 않으면, (균형) 판매장려금이 상승하여 유통업자들에게 새로운
상품을 받을 유인을 준다.70) 여기서 판매장려금은 유통업자들의 희소한 진열 공간(shelf space)
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가격기구(price mechanism)인 셈이다.
마지막으로 판매장려금은 제조업자가 유통업자의 진열 공간을 얻는 과정에서 등장하는 계
약의 구성요소이다(Klein and Wright, 2007). 진열 공간은 그곳에 전시되어 있는 상품의 판매를 촉
진시키기 때문에 제조업자들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만, 유통업자 입장에서는 단순히 판매되

68) 여기서 제조업자가 자신의 신제품 품질을 알리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광고의 효과가 낮을 경우, 판매장려금을 통한 선별은 사회
후생을 높인다.
69) 물론 제조업자는 도매가격을 높게 설정함으로써 상품 품질에 대한 신호를 보낼 수도 있는데, 상품 보관에 따른 유통업자의 고정
비용이 높을 경우에 이는 실패한다.
70) 이는 새로 출시된 상품의 판매 실패에 따른 유통업자의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 판매장려금이 등장할 수 있다는 Kelly(1991)의 주
장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Ⅱ. 정책리스크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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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상품의 변동만 있어서 그들의 이익에 크게 기여를 하지 못한다. 이때 제조업자의 판매장
려금은 유통업자들이 진열 공간을 제공하도록 하는 유인을 준다.
이렇듯 판매장려금은 판매촉진 외에 선별이나 신호발송 또는 수요-공급 일치 등을 위해
등장할 수 있다. 따라서 얼핏 보기에 아무런 기능도 없어 보이는 (판매장려금 항목 중) 기본장려
금은 제조업자들이 상품의 품질을 알리거나 유통업자들이 좋은 품질의 상품을 가려내는 과
정에서 등장할 수 있고, 제품의 다양성이 증가하고 새로운 상품들의 출현이 잦아지는 환경
에서 상품의 수요와 공급을 일치시키는 균형 현상을 반영하는 것일 수도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이번 심사지침은 자칫 유통업자와 제조업자 간의 효율적인 거래(관계)를 방해할
가능성이 높다.

다) 정책 방향

대규모유통업법(제2조제9호)은 판매장려금의 판매촉진 기능만을 고려하고 있고, 특히 이
번 공정위의 심사지침은 판매장려금 항목 중 가장 비중이 높기는 하지만 아무런 기능이 없어
보이는 기본장려금을 위법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판매장려금은 판매촉진 외에 다양한 형태
의 효율성 제고 기능을 가지고 있고, 따라서 공정위는 보다 넓은 범위에서 판매장려금을 정
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물론 판매장려금이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를 가질 수도 있는데(Shaffer, 1991), 이러한 경우에
는 경쟁을 저해한다는 명확한 입증이 수반될 때에만 규제를 해야 할 것이다. 미국의 경쟁당
국은 판매장려금을 무조건 규제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경제이론 중 어떠한 논리가 현실의 유
통업자와 제조업자 사이에 존재하는 판매장려금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두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FTC,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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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포털시장에서의 독과점 규제

가) 정책 동향

최근 인터넷 포털사이트는 분야별 최신 뉴스나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한 정보검색서비스뿐
만 아니라 커뮤니티, 메일, 게임, 사전, 지도, 쇼핑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자들이 쉽게 접근
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높은 시장점유율을 차지한 몇몇 포

고 있다.
그러나 현행 공정거래법은 동종 또는 유사한 상품 등을 제공하는 거래시장을 규제대상으
로 명시하고 있어 서로 이질적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포털시장 전체를 규제
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고, 이에 김용태 의원(새, 2013. 9. 5)은 인터넷 포털사업자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하나의 거래시장으로 보고, 해당 시장에서 독과점 상태에 있는 인터
넷 포털사업자를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할 수 있는 인터넷 포털사업자에 대한 특례를 두
자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정보검색·광고·상거래·부동산·멀티미디어콘텐츠 등 그 명칭이 무엇
이든 정보검색서비스를 제공하는 본래의 사이트를 통하거나 매개로 하여 제공되는 각각의
서비스는 합하여 일정한 거래분야로 보고, 여기에서 일일 평균 이용횟수와 매출액을 기준으
로 어느 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셋 이하의 정보통신서
비스 제공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75% 이상인 경우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한다는 것이다.71) 따라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대형 포털에 대한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정이 한결 수월해져서 그들의 독과점 행위를 쉽게 규제할 수 있을 것으
로 보인다.

71) 이 경우 시장점유율이 10% 미만인 자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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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사업자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포털시장에서 이들의 독과점을 규제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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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문제점과 평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사업범위를 확정하여 대형 포털의 독
과점 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는 이번 개정안을 평가하기 위해 우선
국내 인터넷 포털시장 분야에서 경쟁법을 최초로 집행한 네이버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난 2008년 8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네이버가 포털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고 이를 남용해 동영상 공급업체의 상영 전 광고를 제한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72)
그러나 네이버는 공정위의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시정명령 취소 등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
기했고, 2009년 10월 서울고등법원은 시장획정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네이버를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볼 수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에 공정위가 상고함에 따라 네이버가 시장지
배적 사업자인지 여부와 이 같은 지위를 남용했는지 여부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남겨두고
있는 상태다.
위의 네이버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인터넷 포털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규정하
고 이를 규제하기에 앞서 신중히 따져 봐야 할 몇 가지 이슈가 있다. 먼저 시장지배적 사업자
를 지정하고 남용행위를 밝히기 위해서는 관련 시장의 획정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를 포털
시장에 적용하기란 여간 쉽지 않다.73) 네이버 사건에서 공정위는 포털시장을 검색(Search), 메
일(Communication), 커뮤니티(Community), 전자상거래(Commerce), 콘텐츠(Contents)를 포함하는
1S-4C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장으로 획정했는데, 서울고등법원은 이러한 시장획정이 일반적
인 원칙에 반한다고 판시했다.74) 이런 이유로 이번 개정안에서는 인터넷 포털사업자가 제공
하는 모든 서비스를 묶어 하나의 거래시장으로 보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어느 한 포털사
이트의 경쟁 환경은 다양한 서비스의 각 시장에서 다를 수 있다. 예컨대, 뉴스 서비스에서는
언론사와 네이버가, 무선 인터넷에서는 통신사와 네이버가 각각 다른 환경에서 서로 경쟁할
수 있다는 얘기다. 따라서 다양한 서비스를 하나로 묶어 한 시장으로 획정하면 각 서비스 시

72) 공정위 의결서 (의결 제2008-251호, 2008. 8. 28) 참조.
73) 김현종(2010)은 포털시장에서와 같은 플랫폼(platform) 경쟁구도에서의 시장획정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74) 이러한 공정위의 판단 기준에서 전자상거래를 하지 않는 구글은 인터넷 포털사업자에 포함되지 않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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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서의 경쟁 관계를 간과할 수 있다.75)
다음으로 공정위는 인터넷 포털시장에서 일일 평균 이용횟수와 매출액을 기준으로 시장지
배적 사업자를 판단하려고 하는데, 위의 네이버 사건에서도 매출액(2006년 기준 48.5%) 및 검색
Query(2006년 12월 기준 69.1%)를 근거로 하여 네이버를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했다.76) 그러나
이러한 시도 또한 다양한 서비스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는 포털사업자들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예컨대 네이버는 검색 점유율에서는 70.4%(2011년 10월 기준)로 1위를 차지하고 있지

포털시장에서 검색 Query 점유율만 고려하여 시장점유율을 산정하는 것은 근거가 약하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포털사업자의 매출액으로 시장점유율을 산정하면 양면시장(two-sided market)
의 특성을 지닌 포털시장에서 멀티호밍(multi-homing)의 특성을 간과하여 시장지배력을 과대
평가할 가능성이 발생한다.77) 78)
한편 인터넷 포털서비스의 경우 이용자는 하나의 포털사이트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
러 포털사이트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으며, 공급자(CP)도 자신의 콘텐츠를 다수의 포털사이트
에 제공하는 것이 보통이다(멀티호밍). 이 경우 특정 포털사이트가 시장지배력을 행사하여 가
격, 품질, 거래조건 등을 다른 포털사이트에 비해 이용자나 CP에게 불리하게 책정한다면 이
포털사이트를 사용하던 이용자나 CP는 큰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도 다른 포털사이트로 옮겨
갈 수 있기 때문에 멀티호밍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싱글호밍에 비해 시장지배력을 행사하기
어렵게 된다.
마지막으로 포털시장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는 이른바 네트워크 효과(network effect)를 지니고

75)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하여 미국 연방거래위원회(2007년 12월)와 유럽위원회(2008년 3월)는 구글의 더블클릭(DoubleClick) 인
수합병을 승인했다.
76) Query란 이용자가 검색창에서 키워드를 입력한 후 검색을 한 총 횟수를 말함.
77) 시장지배력 과대평가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상규(2010)를 참조.
78) 양면시장이란 서로 다른 두 타입의 이용자 집단(예컨대 이용자와 콘텐츠 공급자)이 플랫폼(예컨대 포털사이트)을 통하여 상호작
용함으로써 가치가 창출되는 시장을 말한다. 이때 각 이용자들이 한 종류의 플랫폼만 선택하여 이용할 때 이를 싱글호밍(singlehoming)이라 하고 복수의 플랫폼을 함께 이용할 때 이를 멀티호밍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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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뉴스, 이메일, SNS 등에서는 2~3위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서비스별로 경쟁이 치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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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데, 이 효과 때문에 시장에 먼저 진출하여 점유율을 어느 정도 차지한 포털사이트로의 쏠
림(tipping) 현상이 나타나 후발 포털사업자들이 쉽게 시장에 진입하기 곤란하다는 지적이 있
다.79) 그러나 시장점유율이 높은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소비자를 만족시키는 일을 게을리 하
면 결국 경쟁기업에 의해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듯이, 현재 대형 포털도 항상 잠재적인 포털
사업자들과의 경쟁에 노출되어 있다. 특히 인터넷 산업 분야에서처럼 혁신을 통한 새로운 기
술의 출현이 잦은 경우 이러한 경쟁과정은 더욱 활발하다. 따라서 포털시장에서 어느 한 사
업자가 높은 시장점유율을 오랫동안 유지하고 있다면 이는 독점적 지위와 쏠림 때문이라기
보다는 경쟁자보다 높은 품질과 낮은 가격으로 이용자에게 더 잘 봉사하고 있기 때문일 가능
성이 높다.80)

다) 정책 방향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인터넷 포털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판단하는 데는 어려운
부분이 있으며, 따라서 대형 포털을 섣불리 규제하기 전에 위에서 논의한 이슈들을 충분히 검
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얼핏 보기에는 포털시장에서 독과점이 심화되고 있는 것 같지
만, 이 과정이 포털사업자들이 이용자들에게 잘 봉사한 결과일 수 있음을 감안하면 앞으로 포
털시장이 어떻게 진화해 갈지 관망하는 것도 한 가지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검색시장 점유율의 압도적 1위인 구글이 한국 시장에서는 소비자들의 선택
을 못 받고, 대신 네이버가 그 자리를 차지한 사실은 네이버가 이용자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형 포털을 규제하기 시작하면 네이버와 같은 국내기업의 경쟁력을 떨어
뜨릴 수 있다는 점도 경쟁당국은 고려해야 할 것이다.

79) 네트워크 효과란 이용자의 숫자가 많아질수록 개별 이용자가 해당 재화나 서비스로부터 얻는 효용이 증가하는 특성을 말한다. 쏠
림이란 처음에는 이용자의 숫자가 서서히 증가하지만 어느 수준(tipping point)을 넘어서고 나면 그 수가 급속하게 증가해서 대
부분의 이용자가 해당 재화나 서비스를 사용하게 되는 현상을 말한다.
80) 김정호(2007)는 IT산업에서의 이러한 경쟁과정을 다양한 사례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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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

Ⅱ. 정책리스크 기업

1. 유통산업과 SSM

가) 정책 동향

2012년에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의 골목상권 진출로 지역 중소상인이 몰락하고 지역
경제가 붕괴되는 것을 막고 대·중소기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유통산업발전법을 개
정하였다.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고자 하거나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고
자 하는 자는 영업을 개시하기 전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유통산업발전법 제8조)하여야
한다.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
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2) 동 구역 내에서 대형마트나 SSM 등 대규모점포의
출점을 제한하고 있다.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
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영업시
간 제한, 의무휴업일의 지정이 가능(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하다.
그러나 전통상업보존구역이 설정되지 않은 지역을 중심으로 여전히 대형유통기업이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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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유통산업발전법 국회 계류 법안 주요내용
발의자

주요내용

이낙연 의원안
(2013.6.25.)

•전통상업 보존구역 내 준대규모점포 개설 시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영업품목제한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 및 각 국과의 자유무역협정 등을 위반하지 아니하
는 범위에서 담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목을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에서 판매하
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음

이언주 의원안
(2013.9.13.)

•지역상권과 중소유통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대규모점포와 전통상업보존구역에 개설하려는
준대규모점포에 대해 등록제를 허가제로 변경
•한 달에 2회 의무휴업일을 지정하고 있지만, 실효성에 문제가 있어 의무 휴업일을 4일로 확대

하는 기업형 슈퍼마켓의 진출이 이루어지고, SSM의 편법·위장입점 논란 등 대형유통업체의
확장이 중소형 상권에 위협이 되고 있으며, 또한 최근 일부 대형마트가 지자체의 영업제한 명
령을 위반하고 의무휴업일에 영업을 강행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제도도입의 실효성이 약
화되었다는 판단 하에 더욱 강화된 영업규제를 신설하였다. 즉,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
시간제한 및 의무휴업일의 범위를 확대하고 영업시간제한 등의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
화하는 한편,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 시 지역협력계획서 및 상권영향평가서를 첨부하도록 하
는 등 등록요건을 강화하였다.81)
최근 담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목을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에서 판매하지 아
니하도록 할 수 있도록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영업품목 제한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
이고, 지역상권과 중소유통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대규모점포와 전통상업보존구역에 개설하
려는 준대규모점포에 대해 등록제를 허가제로 변경하고 한 달에 2회 의무휴업일을 지정하고
있지만, 실효성에 문제가 있어 의무 휴업일을 4일로 확대하는 안이 국회에 계류상태에 있다.

나) 외국의 입법사례 비교 82)

미국의 대형소매점 규제는 상품규제 및 영업시간규제 등 경제적 규제보다는 용도지역제

81) 지식경제위원장,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3218, 20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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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oning)에 의한 입지규제가 이루어졌다. 토지의 이용과 개발에 따른 교통 혼잡·소음 등으
로부터 생활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토지이용규제(zoning) 제도에 근거하여 지방정부 조례를 통
해 간접 규제하였다. 최근에는 이러한 zoning 제도를 이용해 관료들이나 환경보호주의자들
이 환경을 파괴하지 않으면서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의 현명한 성장(smart
growth)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영업시간규제가 없다.

일본 자민당은 정치적 기반을 형성해 온 소규모 소매상 보호에 주력하여 대규모소매점포

하려는 것이 그 목적이다. 이 법이 대형소매점의 개설을 억제·방해하는 방향으로 작용하였
다. 즉 신규 개설의 동의를 얻기 위해 영업시간·매장면적 등 조정이 필요하였고, 이에 따라
점포개설에 시간이 걸리는 것이 큰 비용부담으로 작용하였다. 이 법의 목적은 대규모 소매점
의 영업활동을 조정하여 소규모 소매점을 보호하는 것이고 신고제로 규정되어 있으나 실질
적으로는 허가제로 운용되어 신규 입점은 사실상 지역 유통업자들의 결정에 좌우되었다. 그
러나 일본에서는 도시계획정책의 개선과 침체된 도심 상가지구 활성화를 조건으로 1998년
대점법이 폐지되었다. 1990년 일본의 유통환경 변화로 기존의 중소유통상업 진흥 및 대형유
통업 규제 중심의 유통산업정책을 전면적으로 개편하였고 1990년대 들어 대규모소매점포법
에 대한 규제완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2000년 6월에 이 법이 폐지되기에 이르렀다. 새로
국회를 통과한 대점입지법, 개정도시계획법, 중심시가지 활성화법 등의 3개 법안은 소규모
유통업 보호 목적이 아닌 환경·교통 등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 목적의 규제’였다. 일
본의 경우 영업시간규제가 없다.
1960년대의 프랑스는 지금과 반대로 현대적인 상업시설의 개설을 적극 지원하였다. 그 후
새로운 유통업체의 등장으로 대규모 유통업이 비약적으로 발전하였으나, 중소소매점의 경영
을 곤란에 빠트려 소규모 상점의 폐점이 속출하였다. 이후 대규모 상업시설을 규제하는 조치
를 단계적으로 도입하여 로와이예(Loi Royer)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은 국가가 새로운 형태의

82) 이재형·박병형, 우리나라 유통산업의 특성과 정책과제, 한국개발연구원, 연구보고서 2010-09, 20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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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제정하였다. 점포를 신규 개설하려는 대규모 유통업자와 중소상업자 간의 이해를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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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의 발전이 소규모 기업의 도산 및 상업설비의 과잉을 초래하지 않도록 배려하여야 한
다라고 규정하였다. 도시계획정책적 규제수단을 통해 중소상업과 대형점 간의 사업조정기능
을 강화하였으며 건물 내부 총면적이 3,000㎡를 초과하거나 매장면적이 1,500㎡를 초과하
는 소매점포(인구 4만 명 이하의 도시에서는 각각 2,000㎡과 1,000㎡)의 신설을 수반하는 건설계획에 대해
서는 ‘상업도시계획위원회’의 허가가 필요하였다.
로와이예법에 의해 대규모 소매점의 개설이 엄격히 규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규제를 우회
하는 방법을 통해 대규모 소매점이 전체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이 증가하자 대규모 소매
점을 더욱 엄격히 규제하는 라파렝(Raffarin)법을 제정하였다. 로와이예법에 의해 인구 4만 명
이상의 도시에서는 매장면적 1,500㎡ 이상(4만 명 미만 도시는 1,000㎡ 이상)의 점포의 신설 등을 허
가대상으로 하고 있었지만, 라파렝법에서는 일률적으로 300㎡ 이상을 허가대상으로 하였다.
까르푸를 비롯한 프랑스의 대형유통 기업은 특히 규제가 강화된 1990년대 중반부터 유럽은
물론, 아시아, 남미에 이르기까지 적극적으로 시장을 확대하기 시작하였다.
로와이예·라파렝법에 의한 프랑스의 대형유통업 규제제도는 2000년대 들어 프랑스의 상
업, 나아가서는 경제의 활력을 저해하는 제도로서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증가되었고
과도한 규제는 프랑스 경제의 효율성을 저하하고 장기적인 발전을 저해하였다는 평가다. 프
랑스의 대형소매점에 대한 규제가 경제의 효율성을 저하시킨다는 인식이 높아지면서 2007
년 사르코지 대통령 집권 이후 규제가 완화되는 추세이다. 2008년 「경제현대화법」을 통하여
허가대상 기준을 종전의 300m에서 1,000m 이상으로 완화하고, 영업시간규제의 경우 근로
관련법령을 통하여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원칙적으로 모든 소매점의 일요일
영업을 금지하고 있다.
대규모 유통업의 성장과 중소 유통업의 위축이라는 현상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선진국에서에서 경험하는 공통적인 현상이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우리보다 훨씬 앞서 유
통산업의 발전에 따라 대형 유통업이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영세 및 중소 유통업이 크게 위
축되는 경험을 하였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미국과 같이 자유방임적인 입장을 취한 국가도
있었지만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과 같이 대규모 소매점 개설 등을 규제하는 조정정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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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대형 소매점 규제 내용
입지 규제

출점 규제

영업시간 제한

독일

•지역 성격에 따라 설립규제
(도시계획법)
–연면적 1,200m2 이상 유통 시
설은 허가 필요(연방건축법)

•입지규제에 따름
•기존상권의 심각한 피해가 예
상될 경우

•지자체별로 자율 규제
•주중: 24시(대부분의 주)
•토요일: 24시(일부 주 시작)
•일요일: 폐점 원칙

영국

•지역 성격에 따라 설립 규제
(도시전원계획법)

•입지규제에 따름

•주중 : 없음
•일요일 : 10시~18시까지(총6
시간 이내) (일요일거래법)

프랑스

•지역 성격에 따라 설립규제
(도시계획 및 토지이용 관련
법령)

•면적 1,000m2 이상의 유통점신
•증설할 경우 상업도시계획위
원회 허가(경제현대화법(’09))
•면적 6,000m2 이상 점포신설
및 확장 시 소매점 설립 영향
에 대한조사보고서 제출 및 공
청회의무화(라파렝법(’96))

•주중 : 없음
•일요일 : 폐점 원칙(노동법)

일본

•지역 성격에 따라 설립 규제
(도시계획법)

•신고제 (1,000m2 이상) (대규
모소매점포입지법)
•설명회 절차

•없음

미국

•주(州) 도시계획 차원 규제
(zoning : 토지이용 입지 규제)

•입지 규제에 따름

•없음

한국

•지역 성격에 따라 설립 규제
(국토계획이용법)

•등록제 (3,000m2 이상) (유통
산업발전법)

•자율 규제
•주중 : 08시~24시까지 포함
해 매월 1~2회 의무 휴업 (유
통산업발전법)

자료 : 신기동 외, 『대형소매점 규제의 해외동향과 정책대응』, 경기개발연구원, 제40호, 2012.3.22.

도입하였다. 그러나 유통부문의 사업조정정책은 정책방향의 타당성에 대한 지지를 얻지 못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영국, 일본, 프랑스 등은 사업조정정책이 기업과 소비자의 자유로
운 선택을 방해하는 제도로 인정하고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유럽과 일본
의 경우 소형점 보호를 위한 대형점 진입 및 영업규제를 시행하였다. 그렇지만 진입규제는 우
회출점에 따른 실효성에 대한 문제제기와 경제적 효율성 저하 등으로 인해 그 강도가 완화·
폐지되는 추세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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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문제점과 평가

유통업에 대한 규제는 몇 가지 경제적인 문제점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첫째로 유통업에 대한 진입제한에 따른 지역 유통산업의 비효율성의 온존 가능성이다. 대
규모점포의 진입을 제한하는 것은 지방 유통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비효율성을 온존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크며, 유통업에서도 비효율적 부문에서 보다 효율적인 부문으
로 자원이 이동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유통업 전반의 경쟁력이 하향 평준화되는
것을 방지해야 할 것이다.
둘째로 대형마트 영업행위 규제의 위헌가능성이다. 영업행위 규제가 대형마트 등 사업자
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다른 유통업자와 차별 취급에 따른 평등권을 침해할 수 있다. 대형마
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의 범위를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에서 ‘오전 0
시부터 오전 10시까지’로 2시간 연장하는 조치를 취하였고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의무휴업일의 범위를 현행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에서 매월 이틀로 변경하였다. 이 같은 입
법조치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여 소비자 불편과 민간소비 위축, 대형마트 비정규직 근
무자들의 고용감소 및 대형마트에 입점한 소상공인 및 납품 협력업체들이 피해를 받을 우려
가 있다. 최근 분석결과에 의하면 유통업 규제로 인하여 소비액은 대형마트에서 영업제한으
로 8.77% 감소하여 연간 2조 7678억 원 감소하며, 영업제한으로 인해 소비액이 감소하고 유
통효율성이 감소하며, 영업제한으로 인해 소비자의 거래비용이 증가한다는 추정결과를 제시
하고 있다.83)
세 번째로 대규모 및 준대규모점포에서 판매할 수 있는 영업품목에 대한 제한은 생산기업
및 납품업자의 영업의 자유 침해 및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현행 등
록제를 다시 허가제로 변경하는 것은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완화 등을 통해 유통산업발전을
도모하려는 정책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헌법상 보장된 영업의 자유와 소비자의 선택권
을 과도하게 제한할 소지가 있어 보인다. 먼저, 대규모 및 준대규모점포의 영업품목 선택은

83) 정진욱·최윤정, 「대형소매점 영업제한의 경제적 효과,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발표논문」, 2013.

Part.2 정책리스크 기업 ┃ 147

유통사업자가 영업의 자유(직업수행의 자유)를 수행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영업수단의 하나이므
로 이를 제한하여 달성하려는 대규모점포 등의 인근 중소영세상인들이 얻는 경제적인 이익
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크지 않을 경우에는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영업의 자
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 또한, 해당 품목을 대규모점포 등에 납품하는 중소사업자는 대규
모점포 등의 영업품목을 제한하는 경우에 대규모 판매처를 상실하게 되어 납품업자의 영업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 소비자는 물품의 구입·사용에 있어서 거래의 상대방, 구입장소,

점포의 영업품목을 제한하는 경우에 소비자는 대규모점포 등에서 제한된 영업품목은 구입할
수 없게 되므로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되고 가격인상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84)
네 번째로 GATS 등 국제규범 위반 가능성이다. 국내 규제라 하더라도 ‘합리적, 객관적이
고 공평한 방식으로 운영’(GATS 6.1조)되어야 하며, 사실상 허가요건의 일부로 작용할 경우 ‘양
허를 무효화하거나 침해’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GATS 6.5조(a)).12)고 규
정하고 있다. 국내 소매업은 WTO GATS 및 이미 체결된 FTA에서 우리나라의 양허표상 제
한없는 시장접근(Market Access) 약속이 이루어진 분야이므로, 대규모점포 등 개설 등록제를 허
가제로 전환하는 것은 우리가 가입·체결한 WTO GATS 및 FTA 등 의무위반에 해당될 가능
성이 높다. 허가의 요건 또는 그 운영 방식에서 “서비스 공급자 수 제한” 등 GATS 제16조제
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적인 제한의 요소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시장접근 제한에 대
한 위반을 구성할 소지가 있다.

라) 정책 방향

유통산업정책은 유통업의 효율성 향상 관점에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최근 더욱 강화
된 유통업 정책은 선진국의 경험에 비추어서나 또 지금까지 견지해 온 유통자유화라는 우리
나라 유통정책의 일관된 원칙에 비추어 볼 때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유통정책

84) 지성배,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산업통상자문위원회, 20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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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기본적으로 형평성이 아니라 효율성을 위한 정책수단이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정책목표
는 소비자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맞추어져야 할 것이다. 유통산업은 국제비교를 통
해서나 국내산업 간 비교를 통해서 보아도 생산성이 낮은 대표적인 부분이다. 유통정책을 통
한 정부 개입보다 시장경제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가 어떠한 효과적인 지원
정책을 실시하더라도 앞으로 종합소매업 분야에서 상당 기간 동안 영세유통업체 수가 줄어
드는 것은 불가피하다.
선진국의 경험을 통해 볼 때, 사업조정정책보다 유통업 퇴출비용 완화 정책 추진이 바람직
한 정책방향이다. 프랑스의 경우 대형점에 대한 엄격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는 대
형점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높아져 왔으며, 최근에 와서 대형점에 대한 엄격한 규제는 EC 조
약에 대한 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 유통업에 있어서 정부역할은 결국은 부분적·
단기적 처방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다.
유통시장 전반의 경쟁력 향상 저해 가능성이다. 최근의 규제도입은 1996년 유통시장의 전
면적인 자유화조치 이후 대형유통업체들의 시장지배력의 확장과 영세중소유통업과 전통상
권의 붕괴 현상이 자영업종사자 비중이 매우 높은 우리사회의 특수성과 맞물린 결과이다. 최
근 도입된 규제는 대형유통기업의 시장진출로 비롯된 중소유통업의 해체속도를 늦추고 경쟁
력을 갖추기 위한 시간적 여유를 확보하였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그러나 규제입법만으로
는 전통시장 등 중소유통업을 활성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며 유통산업 전반의 성장과 경
쟁력 향상이 유통산업 및 소상공인 진흥의 주요한 정책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2. 중소기업 적합업종 및 사업조정 제도

가) 정책 동향

적합업종제도 법제화는 전통적으로 중소기업이 영위하던 업종에 대한 대기업의 무분별한
진입과 사업확장이 가속화되면서 해당업종의 중소기업 여건이 악화되고 소상공인의 생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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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이 위협받고 있다는 인식을 배경에 깔고 있다. 적합업종제도는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사
업을 영위하는 것이 좀 더 적합하고 효율적인 업종과 품목을 선정하여 대기업의 자율적인 진
입자제를 유도하고 이미 사업을 하고 있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사업이양을 권고하겠다는 취
지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이명박정부가 2011년부터 동반성장위원회를 통해 추진
하는 것으로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는 동반성장위원회 주도로 대·중소기업 간 자율조정으
로 추진되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의 적합업종제도는 2006년 폐지된 고유업종제도와 유사하게

제도는 사업조정제도와 연계해 강제성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지속적인 변화가 이뤄지고 있
는 실정이다.
2013년 6월에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사
업조정의 대상이 되는 대기업 등에게 사업의 인수·개시·확장에 대한 일시정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사업조정 이행명령 위반 시 벌칙을 현행 1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
하 벌금에서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조정하는 한편 중소기업청
장의 사업 인수·개시·확장에 대한 일시정지 이행명령을 불이행한 대기업 등에 대해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것이다. 최근의 법개정은 대기업 등의 골
목상권 진입에 따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큰 피해를 입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
요하고, 대기업 등이 현행법상 사업조정제도에 따른 규제를 회피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사업
영역 보호가 제대로 되지 않아 사업조정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
루어진 것이다. 개정된 법에서는 대기업 등에 대한 영업의 일시정지 명령제도를 도입하고,
사업조정 신청기한을 연장하며, 적합업종 사업조정 기한을 단축하는 한편, 사업조정 이행명
령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는 등 사업규제를 더욱 강화하였다.85)
더구나 국회에 계류 중인 중소기업 적합업종 관련법에는 필요 시 보호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에 중소기업 보호업종으로 재지정한다거나 동반성장위원회가 공표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85)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인(대안), 2013.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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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유통산업발전법 국회 계류 법안 주요내용
발의자

주요내용

이명수 의원안
(2013.2.1.)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업종 및 보호기간 지정, 필요 시 보호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에 보호
업종으로 재지정
•대기업 등이 중소기업 보호업종의 보호기간 동안 보호업종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할 수
없도록 하고, 보호업종의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하려는 경우 3개월 전에 중소기업청장에
게 신고

이만우 의원안
(2012.8.27.)

•기업결합이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추정하는 요건을 강화
하기 위하여 대규모회사가 중소기업의 시장점유율이 2/3 이상인 분야에서 기업결합을 통해 시
장점유율을 100분의 1이상 가지게 되는 경우로 변경함(7조 4항 2호 나목)

조경태 의원안
(2012.5.30.)

•동반성장위원회가 대·중소기업 간 합의를 도출하여 공표한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대하여 대기
업 등이 진출 또는 확장하는 것을 금지
•이행명령 불이행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이낙연 의원안
(2012.6.8.)

•지식경제부장관이 소상공인 적합업종으로 지정하고 적합업종의 지정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지
정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해제
•대기업 등이 소상공인 적합업종의 사업을 인수·개시·확장하는 것을 금지하며, 승인없이 진출
또는 확장하는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음.

조정식 의원안
(2012.6.12.)
이진복 의원안
(2012.8.14.)

•소상공인 적합업종지정 및 보호업종에 대한 대기업의 참여제한

에 대해 대기업 진출 또는 확장을 금지한다거나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소상공인으로 확대하
고 소상공인 적합업종에 대기업 참여를 제한하는 법안들이 계류 상태에 있다.

나) 외국의 사례

앞에서 논의한 중소기업 적합업종과 같은 외국의 제도적 장치는 없다. 다만, 사업조정제도
는 일본의 경우 시행 중이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사업이양을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86)

86) 정승영,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관련 사업조정제도”, 한국경제연구원, 『2013 정책리스크 쟁점과 평가 : 기업정책』, 미발간자
료, 201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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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중소기업의 사업활동의 기회확보를 위한 대기업 사업활동의 조정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대기업의 사업 개시 또는 확대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악영향의
우려가 있는 경우, 일반 소비자 등의 이익보호에 배려하면서 그 사업활동을 조정하며, 중소
기업 사업활동의 기회를 적정하게 확보하는 것을 입법 목적으로 하고 있다. 대기업은 동종 사
업의 중소기업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배려하고 사업활동 상 문제가 있는 경우,
자주적인 해결 노력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일본의 사업활동조정법 등에

속 자체를 차단하는 방식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한편, 미국의 경우는 일본과 우리나라와는 다르다. 중소기업 관련 법제의 중심에 중소기업
법이 있다. 미국의 경우, 중소기업에 관한 지원 법제만 있을 뿐, 기업의 규모에 따라 사업 영
역 조정을 하는 방안의 제도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는 않다. 다만, 정부 등 공공기관 영역의
사업발주 시, 중소기업에 계약을 의무적으로 할당을 해주는 중소기업 지원 제도 등이 법제 내
에 마련되어 있다. 그렇지만 SBA Section 2(a)는 해당 법률의 목적 조항으로서, 경제체제의
핵심이 자유 경쟁이라는 점을 명시하며, 자유 경쟁의 보장 및 확대를 위하여 중소기업의 지
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여 규정하고 있다.87)
일본과 미국 모두 중소기업이 생존할 수 있는 지원제도로서 중소기업 관련 법제를 운영하
고 있다. 일본의 경우, 대기업과의 동종 업종에 있는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의 사업활
동과 관련한 중소기업 및 일반 소비자와 같은 시장의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이익 침해도 고려
하여 조정 권고 및 명령을 하고 있다. 반면, 미국의 경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동 프로젝트
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등 자유 경쟁 시장 내에서 중소기업의 일정 사업기회를 보장
해주는 측면으로 제도를 구성해 나가고 있다. 특히 일본의 경우에는 대기업의 시장 진입 자
체를 차단하지는 않고 있으며, 조정 명령 미이행 시 벌칙 규정도 벌금형만을 규정하고 있다.
일본의 사업활동 조정법의 경우, 사업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사업 개시·확대의 지연

87) 「Small business Act」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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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우리나라의 적합업종제도 지정에 따른 사업조정 및 사업의 이양과 같은 시장 진입 및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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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사업 규모의 축소 정도만 권고·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에
는 사업 조정 이후에 대기업의 사업 이양까지 가능88)하기 때문에 이는 과도하게 영업의 자유
를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문제점과 평가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의 도입은 이미 폐기된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를 부활한 것으로 중
소기업의 영세화 및 산업의 국제경쟁력의 약화를 초래한다.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는 중소
기업을 보호한다는 취지와는 달리 중소기업의 자생력을 떨어뜨리고 산업경쟁력이 약화되는
등의 폐해로 2006년에 이미 폐지된 실패한 정책이다. 과거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로 인해 중
소기업의 기술·품질 저하를 초래하였던 것처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도 질적 경쟁보다 가
격 경쟁에 치중하여 중소기업의 경영여건 악화, 해당산업의 경쟁력 하락을 초래할 전망이다.
더구나 WTO 및 FTA 국제규범 하에서 대기업이 외국 제품에의 진입장벽 역할을 하는 산업
의 경우, 대기업 사업제한에 따른 여분의 수요가 해외기업의 국내진입 또는 수입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크고, 최근 산업계에서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둘러싸고 부작용 발생에 대한 논란
이 커지고 있다.
두 번째로 중소기업업종제도는 기존의 통상규범에도 위배될 가능성이 매우 큰 제도이다.
중기적합업종제도는 간접수용89) 규정이나 시장접근의무, 자동현행동결(ratchet mechanism) 등에
서 한미 FTA 또는 한-EU FTA를 위배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 투자가가 중
기적합업종에 이미 진출해 있고 적합업종 선정에 따라 사업활동이 제약받는다면 간접수용의
문제가 발생 가능하며, 간접수용에 따른 분쟁 가능성은, 중기적합업종제도가 순수하게 민간
의 자율적 합의와 협상, 조정에 기초하였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으나 사업이양의 법
적 강제력의 수위에 따라 높아지게 된다. 한-EU FTA에서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종 모두에 시

88)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
89) 간접수용이란 당사국의 행위 또는 일련의 행위가 명의의 공식적 이전 또는 명백한 몰수 없이 직접수용과 동등한 효과를 가지는
경우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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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접근 제한조치의 도입 금지, 합리적 국내 규제 등 의무조치를 부과하고 있고, 현재로서는
경쟁력 제고가 필요한 일부 통신서비스(방송중계용 국제위성 전용회선 서비스)와 환경서비스(생활하수 처
리서비스)

등의 분야에 한해 한시적으로 예외가 인정되고 있을 뿐이며 예외적용을 중기적합업

종 품목으로 일반화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셋째로, 적합업종과 연계된 사업조정제도는 해당업종 시장 내에서 활동하는 기업만을 당
사자로 고려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우리와 유사하게 사업조정제도를 운용하는 일본 사례를

의 사업개시 또는 확대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악영향이 예상되는 경우에 일반 소비자 및
관련 사업자 등 시장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의 사업활동조
정법에는 우리와 같이 사업이양 등 시장진입 및 존속자체를 규제하는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이는 시장이해관계자의 이익을 고려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즉, 일본은 시장의 이해관계
자를 단순하게 해당업종 시장 내에 활동하는 대기업 및 중소기업들만으로 한정하지 않고 있
다. 더불어 일반 소비자 및 해당업종 기업과 거래 기업군(群)까지 확장해 파악함으로써 사업
조정제도 부작용을 최대한 차단하고자 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넷째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대기업의 중소기업 진출 억제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경쟁제한 추정요건’의 문제점을 강화하는 법안이다. 기업결합에 제한을 두는 시장점유율 기
준을 5%에서 1%로 하향조정함으로써 신설 또는 소규모 기업인수를 통한 대기업의 중소기업
업종진출을 보다 엄격하게 규제하겠다는 것이다. 이 제도는 위법에 대한 입증 책임을 기업에
게 떠넘기는 행정편의적 제도로서, 유일하게 시행되고 있는 국가인 독일에서도 폐지논의가
진행 중이다.

라) 정책 방향

현재 적합업종제도와 사업조정제도는 정부가 시장에 직접 개입하여 민간의 사업활동을 제
약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미국의 경우, 중소기업에 관한 지원 법제만 있을 뿐, 기업의 규모에
따라 사업 영역 조정을 하지 않으며 자유 경쟁의 보장 및 확대를 위하여 중소기업의 지원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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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보면, 그런 근본적인 문제점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일본의 사업조정제도는 대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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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본질은 특정업종에 대한 경쟁의
제한, 특정 경제주체에 대한 사전적인 진입규제, 특정사업자에 대한 보호주의 제도로 요약할
수 있다. 뚜렷한 근거 없이 실패한 제도를 재도입하고 또 강화하는 것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쟁시대에 국내 대기업의 경쟁력 또한 잠식할 가능성이
크다. 보호주의적인 성격이 강한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를 폐기하고, 대신에 중소기업 경쟁
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적합업종제도와 연계된 사업조정제도 내용을 시장이해관계자 모두의 이익에 부합하
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 적합업종제도와 관련하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상의 사업조
정제도에 따른 사업조정 권고 시, 시장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일반 소비자 및 대기업과 거래하는 중소기
업군)의

이익까지 고려하도록 법조항을 개정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적합업종 선정

이 동종업계의 중소기업의 이익만을 반영하며, 또한 적합업종제도에 따라 합의가 이루어지
지 않으면, 사업조정 및 명령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일본의 사업활동조
정법상 사업조정 권고 시 고려 및 제한 요건과 같이, 일반 소비자와 관련 사업자(대기업과 거래하
는 중소기업)의 이익도 고려하도록 사업조정제도에 해당 내용을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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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법집행 및 제재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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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단소송

가) 정책 동향

현재 공정거래법상 사업자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의 손해배상 규정만으로는 실질적인
보상이 힘들고 사업자 등의 불법행위 억제력도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
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아울러 공정거래법상 집단소송제도의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

나) 외국의 입법사례

미국의 경우 집단소송을 인정하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로서 연방민사절차규칙 제23조에서
opt-out 방식의 집단소송을 인정하고 있다. 집단소송은 3배 손해배상제도와 결합하여 독점
금지법 위반행위에 대한 강력한 억제수단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그 남용의 폐해 및 과잉억제
에 대한 우려가 상당하다. 이에 2003년 집단소송에 관한 연방민사절차규칙 제23조를 수정하
여 집단 대리인의 선정 및 보수지급에 관한 규정을 구체화하였다. 또한 많은 액수의 배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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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별 발의안의 내용90)
이만우 의원안
(2012. 8. 27.)
명칭

정호준 의원안
(2013. 1. 10.)

이종훈 의원안
(2013. 5. 28.)

부당공동행위관련
집단소송

공정거래관련
집단소송

공정거래관련
집단소송

•부당한 공동행위
•사업자단체금지
행위(부당한 경
쟁제한)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부당한 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
•사업자단체금지
행위(부당한 경
쟁제한)
•재판매가격유지
행위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부당한 공동행위
•거래상지위남용
행위
•사업자단체금지
행위(부당한 경
쟁제한)
•재판매가격유지
행위

적용범위

우윤근 의원안
(2013. 8. 1.)
집단소송법
•공통의 이익을
가진 다수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모든 분야)

박민식 의원안
(2013. 9. 10.)
증권 및 공정거래
관련 집단소송
•부당한 공동행위
•재판매가격유지
행위

지급판결을 쉽게 내리는 주를 찾아 원고들이 집단소송을 하는 것을 방지하는 등 집단소송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집단소송공평법(Class Action Fairness Act of 2005)을 제정하였다.91)
유럽 집행위원회에서는 2011년 초에 소비자의 집단적 피해구제에 관한 공개협의절차(public
consultation)를 개최하였다.92) 집행위원회에 따르면 집단적 배상(Collective Redress)이란 ‘다수의 소

비자나 중소기업에 영향을 주는 위법한 기업관행을 방지하거나(injunctive relief), 그러한 행위로
인해 초래된 피해를 배상받는(compensatory relief) 메커니즘’을 의미한다. 유럽에서의 집단배상
논의의 기본방향은 소익이 없는(meritless) 남소를 철저히 막으면서도 집단적 소액 피해자들이
자신들이 실질적으로 입은 손해를 손쉽게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미국의 집단소송
(Class Action)은

Collective Redress의 한 종류이고 동일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90) 최난설헌, 「공정거래법상 집단소송제 도입을 위한 논의와 최근 동향」p.5 표 참조.
91) Edward A. Purcell, Jr. “The Class Action Fairness Act In Perspective: The Old And The New In Federal
Jurisdictional Reform” 156University of Pennsylvania Law Review1823 (2008)
92) Towards a Coherent European Approach to Collective Redress, SEC(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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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유럽에서의 집단배상논의는 처음부터 미국식 집단소송에서 초래되는 남용의 위험을
회피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미국식의 집단소송은 유럽의 법체계와 부합하지 않는 측면
이 많으므로 미국식 집단소송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
히 하고 있는 것이다.93)
특히 집단배상 시 피해자들이 실손해의 몇 배에 해당하는 액수를 징벌적 손해배상 명목으
로 받을 경우 남소의 위험이 커지므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은 반대하고 있다.

(representative action)과 소송에 참여하는 개별 피해자가 참여의사를 밝혀야 비로소 원고에 포함

되는 opt-in collective action을 고려하고 있다. 유럽과 같은 대륙법 체계를 가지고 있는 나
라들이 opt-out model을 채택할 경우 헌법상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어 위헌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94) 집단적 구제에 대한 최근 유럽에서의 논의는 집단적 구제를 위한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그러한 제도가 미국의 집단소송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데는 모두 공
감하고 있다.95)
2013년, EU 개혁안에서는 회원국들의 집단소송제도에 대한 공통원칙을 ‘권고’(recommendation)
형태로 제시하였다.96) 이것은 지침(directive)이나 규정(regulation)과는 달리 구속력은 없는 연성
법(soft law)이다. 여기서는 직접적인 참여 의사를 표시한 당사자들만 판결의 효력을 받는 optin 방식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집단적 구체시스템을 남용할 인센티브를 제거하기 위한 절차
적 보호조치(procedural safeguards)를 마련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예를 들어 집단소송에서 원고
들을 대표하는 대표당사자(representing claimants)는 비영리성격의 기구(entities)이어야 한다. 또한

93) Richard A. Nagareda, “Aggregate Litigation Across the Atlantic and the Future of American Exceptionalism”,
62 Vanderbilt Law Review. 1, 2-3 (2009) 참조. 미국식 집단소송(U.S.-style class action)에 대한 유럽의 대안들을
논의하며 미국식 집단소송은 유럽의 관점에서는 여전히 예외적 현상이라고 보고 있다,
94) Christopher Hodges, “Current Discussions on Consumer Redress”, Academy of European Law (2011) p.8
95) European Justice Forum, Response to the Green Paper on Counsumer Collective Redress(2009) “it is clear
that no one wants to replicate in Europe the American class action system”
96) “Commission recommendation on common principles for injunctive and compensatory collective redress
mechanisms in the Member States concerning violations of rights granted under Union Law”, 2013.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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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용의 위험이 있는 성공보수(contingency fee)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대표당사자는 소
송비용의 출처를 미리 밝혀야 하며 제3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할 경우 만일 제3자와 원고들 간
에 이해 상충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은 소송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그리고 소송
에 패한 쪽이 승소한 상대방의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loser pays principle’을 권고하
였다. 논란이 많았던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도입하지 않기로 하였다.
미국 상공회의소(U.S. Chamber of Commerce) 부설 ILR(Institute for Legal Reform)은 미국에서의 집
단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EU에서의 집단구제(collective redress) 논의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
다. ILR은 EU가 명시적으로 미국식 집단소송(class action)을 도입하는 것에 반대한 것은 바람
직하지만 유럽식 집단구제 시스템도 남용의 위험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다.97)

다) 문제점과 평가

집단소송이 제기된 기업의 경우 소송결과와 상관없이 기업의 이미지가 손상될 우려가 있
으며 소제기 자체가 기업 주가 하락 등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집단소송제도 도입으
로 소제기가 용이해짐에 따라 모험적인 소송이 남발되거나 단지 합의금(재판상 화해금)을 받기
위해 집단소송이 남용될 위험도 있다.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보다 변호사만이 거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어 약점이 있는 기업에 대하여 오히려 공갈, 협박의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도 있다.
집단소송의 피소위험에 대비하여 기업은 소송회피를 위한 사전예방 및 사후 보상을 위한 보
험비용 등 상당 비용을 투입하여야 하며 이는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다. 집단소
송의 대표당사자가 고의로 패소하거나 변호사 수임료만 확보하는 정도에서 피고인과 화해하
는 경우 기판력 확장을 통하여 선의의 집단구성원의 피해가 발생할 위험도 있다.
특히 우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시정조치 등을 통해 법위반 행위를 규제하는 공적

97) 자세한 내용은 “Response of The United States Chamber Institute For Legal Reform To The Consultation on
Collective Redress”, The U.S. Chamber Institute for Legal Reform (ILR)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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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 시스템을 취하고 있어, 사적집행 중심의 미국처럼 민사적 손해배상제도를 실손해 ‘배상’
차원을 위법행위 억지력 중심의 ‘법집행’ 수단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구조와는 차이가 있다.
규제의 실효성을 강조한 나머지 공적집행과 사적집행을 동시에 강화해 나갈 경우 규제의 총
량을 기준으로 볼 때 과잉규제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오랫동안 집단소송제를 운영해 온
미국의 사례를 보면 소비자 피해 구제의 적절한 수단 확보라는 집단소송 도입의 본래 취지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98)

소액 다수의 피해자 구제를 위해 반드시 집단소송을 도입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구
제제도들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공적규제(public regulation), 자율적 규제(self regulation), 대
안적 분쟁해결제도(ADR) 등의 제도들을 적절히 조화시키는 것이 우리나라 법체계와 부합할
수 있고 오히려 집단소송제도보다 효율적일 수 있다.99) 다양한 형태의 ADR은 저렴하면서도
신속하게 집단적 분쟁을 해결해 주므로 최근 EU에서 증가하고 있고 집단소송을 대신할 새로
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100)101)
우리의 소송제도는 미국의 사법제도와 근본적으로 다르므로 우리의 현실에 대한 충분한 검
98) 집단소송은 소비자가 아닌 변호사에게만 이익을 주는 제도라는 사실을 실증연구를 통해 분석한 최근 연구로는 Mayer Brown
LLP, “Do Class Action Benefit Class Members? An Empirical Analysis of Class Actions” U.S. Chamber of
Commerce, 2013. 12.
99) Christopher Hodges, “New Modes of Redress for Consumers: ADR and Regulation”, Oxford Legal Studies
Research Paper No.57 (2012) 참조
100) Christopher Hodges, “Current Discussions on Consumer Redress”, Academy of European Law (2011) 참
조. 특히 ADR 중 집단적 중재(class arbitration)가 유럽의 법문화 속에서 효율적이고 신속한 집단적 분쟁해결방안이라는 견
해에 대해서는 Jessica Beess und Chrostine, “The Future of Collective Redress in Europe”, Harvard Law
school (2011)
101) 우리나라에서는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집단소송을 도입하고 있지 않지만 미국에서의 소비자분쟁과 관련하여 널리 이용되고
있는 집단소송제를 우리현실에 접목시켜 사법부가 아닌 준사법기관인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집단적으로 분쟁조정을 담당하도록
하는 집단적 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는 소액의 다수 피해자들이 직접 분쟁조정의 당사자가 되지 않더라도
조정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전삼현, “소비자기본법상의 집단분
쟁조정제도에 관한 소고”, 『상사법연구』 제26권 제3호 참조. 집단분쟁조정제도 외의 또 다른 ADR 제도인 소비자 집단중재 제
도의 도입 가능성에 대해서는 한충수, “소비자 집단분쟁해결 수단으로서의 집단중재의 도입가능성 고찰”, 『국제사법연구』 제
17호 (2011) 참조.

Ⅱ. 정책리스크 기업

라) 정책 방향

160 ┃ 2014 정책리스크 쟁점과 평가

토를 병행하며 집단분쟁 해결을 위한 제도적 설계를 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소송대체적
분쟁해결방식(ADR)의 활용 또는 분쟁해결방식의 복합화(hybrid), 다양화라고 하는 세계적 추세
에 맞추면서 우리 현실을 감안한 총합적인 시스템 구축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102)

2. 징벌적 손해배상

가) 정책 동향

현행 하도급법상의 기술유용행위뿐만 아니라 하도급 대금의 부당한 단가인하, 부당한 발
주 취소, 부당한 반품 행위에 대해서도 3배 범위 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할 수 있
는 규정이 2013년 상반기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더 나아가 하도급 외의 공정거래 관련법에서
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기 위한 개정안들이 제출되고 있다.

정호준(민,’13.1.10)
이만우(새,’12.8.27)
공정거래법
이종훈(새, ’13.6 )

•부당공동행위에 대해 3배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현저히 우월한 지위관계에 있고 장기간 고도의 의존적 사업관계를 형성
하고 있음을 이용,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의 금지를 중대히 위반하였을
경우 발생한 손해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할 책임을 부여
•이러한 행위가 악의적이며 반복적으로 행하여졌을 경우 3배 이상 10배
이내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여

공정거래법 외에도 ‘대규모유통업법’과 ‘대리점법’ 등에서도 도입논의가 있다.

나) 외국의 입법사례

미국 경쟁법에서는 1890년 처음 셔먼법이 제정될 때부터 경쟁법 위반행위에 대한 3배소

102) 함영주, “우리나라 특유의 집단분쟁에 대한 ADR방식의 대안 모색”, 민사소송 제12권 제2호, 200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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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ble damages action)

규정이 존재하였다. 이 조항은 추후 클레이톤법 제4조로 대체되었다. 그

러나 미국에서도 3배소 제도의 존속여부에 대한 의문이 없는 것은 아니다. 2007년 반독점법
현대화 추진위원회(Antitrust Modernization Commission)가 발표한 보고서 준비과정 중에 개최된 공
청회에서 3배소 규정이 시대적 소명을 다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있다는 주장도 나
왔다.
미국 내에서는 3배소 제도를 현행처럼 유지하자는 의견과 가격 담합 등의 중대한 경쟁법

라 사안별로 실제 손해액 대비 배상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견해들이 제시되고 있다.103)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3배소 제도를 그대로 존속시키기로 하였다. 다만 3배 배상제도와
연계되며 기업들에게 지나친 부담으로 작용하는 부수적 제도들을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하
였다.
유럽연합(EU)의 경우는 집단소송 제도 부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최종적으로 징벌적 손해
배상제도는 도입하지 않기로 하였다.104)

다) 문제점과 평가

부당행위를 한 기업을 ‘징벌’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입은 실질적 손해보다 더 많은 금액을 민
사상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배상하도록 하는 것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이다. 그런데 ‘징벌’은
원래 형법의 역할이다. 18세기 형법질서가 제대로 확립되지 못했던 영미법 국가들에서 형벌
이 수행해야 할 ‘징벌’을 손해배상액 확대로 보완했었고, 이것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출발
이다. 형법질서가 확립된 지금은 헌법상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될 수 있어 미국에서도 논
란이 많다. 아주 과도한 금액이 아니라면 형벌과 동시에 부과해도 이중처벌이 아니라는 것이
미국 판례다. 이를 근거로 우리나라에 도입해도 문제가 없다는 견해가 많다. 그러나 미국과

103) Antitrust Modernization Commission, Report and Recommendation(2007) pp.245-247
104) Commission recommendation on common principles for injunctive and compensatory collective redress
mechanisms in the Member States concerning violations of rights granted under Union Law 2013.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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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행위에만 국한하자는 견해, 그리고 3배 손해배상이라고 규정하지 말고 판사의 재량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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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 우리나라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자적으로 과징금이라는 행정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다. 부당행위를 억제하는 형법 이외의 제재수단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과징금은 유사
한 기능을 한다. 둘을 함께 사용할 경우 과잉제재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 우리처럼 과징금제
도를 운용하고 있는 유럽국가들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지 않는 이유이다.
OECD 국가들 중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에 가장 많은 형벌규정이 있다. 동시에 과징금도 부
과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또 도입하려는 것이 바람직한지 의문이
다. 혹시 도입하더라도 어떻게 도입할지도 중요하다. 부당한 행위를 ‘징벌’하는 것이므로 ‘부
당’하다는 사실을 일반적인 실손해배상 소송에서보다는 엄격하고 확실하게 입증하도록 해야
상식에 맞다. 그리고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한 부당행위에 대해서만 부과하는 것이 상식에
맞다. 그러나 최근 도입된 하도급법상 납품단가 부당감액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이러한 상식을 무시하고 있다. 앞으로 기업들은 납품단가를 깎으면 일단 부당한 것으로 간주
된다. 그러한 행동이 정말 부당한 것인지, 부당하다는 사실을 알고 깎았는지 등은 일단 중요
하지 않다. 다만 감액행위가 부당하지 않다거나 부당하더라도 자신은 전혀 몰랐다는 사실을
스스로 입증해야만 처벌을 면할 수 있다. 실수로 몰랐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 입증을 못
하면 손해액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하도급 대금 2배의 과징금, 하도급 대금 2배의 벌금을
부과당할 수 있다. 하나의 부당행위에 ‘징벌적’ 성격을 가지는 민사·행정·형사적 제재수단을
동시에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나라는 우리나라 외에는 없다. 작은 실수로 한 행위도 ‘징벌’하고
입증책임까지 사업자에게 전환하고 있는 나라는 없다.

라) 정책 방향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해야 한다는 논거에는 피해자가 신속하고 충분하게 보상을 받지 못
한다는 생각이 전제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해야지 이
를 위해 우리 법체계와 잘 부합하지도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라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더 많다. 따라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해 나가는 것보다 실손해를 확
실하고 효율적으로 배상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 중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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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을 위한 법률지원시스템을 개선하고, 중소기업이 소송 외의 방법으로 신속하게 피해를 구
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대안적분쟁해결제도(ADR)의 개선도 필요하다. 문제의 원인에 대한 분
석과 함께 기존 제도의 개선 노력을 한 후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 여부를 우리나라 법
체계 전체의 관점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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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인(私人)의 금지청구

가) 정책 동향

사인의 금지청구란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경쟁당국이 조사절차를 개시하였는지
와 상관없이 이해관계인이 직접 민사법원에 위반행위의 중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2003
년부터 도입여부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어 왔다. 2012년 경제민주화와 함께 본격적으로 논의
되기 시작하였고 2013년에는 갑을논쟁이 본격화됨에 따라 열위적 지위에 놓여 있는 ‘을’을 보
호하기 위한 법적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사인의 금
지청구제도 도입이 주로 논의되고 있으나 ‘갑을관계법’이라고 불리우는 하도급법, 대규모유
통업법,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등에서도 도입하자는 논의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이상민(민)
2012.9.11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의 우려가 있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
여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중지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김세연(새)
2012.9.28

•불공정거래행위로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
는 자는 법원에 그 침해행위의 중지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종훈(새)
2013.5.28

•이 법을 위반한 행위가 중대하고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
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164 ┃ 2014 정책리스크 쟁점과 평가

나) 외국의 입법사례

미국은 클레이튼법 제16조에서, 법 위반으로 인하여 손해 및 손실을 입을 염려가 있는 자는
사인의 금지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금지청구 대상행위에 대해서는 특별히
제한이 없으나 남소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금지청
구가 경쟁촉진적인 행위를 과도하게 억제할 우려가 있고 또한 금지청구 당사자가 경쟁자의
효율적인 행위를 방해하기 위하여 소권을 남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원은 원
고적격의 범위를 좁게 인정하고 있고 ‘독점금지법상 손해(antitrust injury)’라는 개념을 통해 손
해발생 가능성이 있는 모든 행위에 대해 금지청구를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엄격한 요건 하
에서만 인정하고 있다.105)
미국에서 사인의 금지청구를 규정하면서 추구했던 바는 정부가 경쟁법 위반행위에 대해 조
치를 취하지 않았거나 못했을 경우 사인들이 직접 경쟁법의 집행기관 역할(private attorney general)
을 하도록 함으로써 경쟁법의 집행을 강화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애초의 이러한 정책목적
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지금도 많은 논란이 있다. 경쟁사가 타 경쟁사를 앞서기 위한 수
단으로 사인의 금지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았고, 강제로 자산을 매각하도록 하는 권
한까지 사인이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 과연 옳은지에 대한 논란이 많았다.106)
일본에서는 2000.12.5. 독점금지법을 개정하여 사인의 금지청구제도를 도입하였다. 제
24조에서는 사업자의 불공정한 거래방법에 의하여 이익이 침해되었거나 그 우려가 있는 자
는 침해의 정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양한 공정거래법 행위유형
중 ‘불공정한 거래행위’로 제한하고 있다는 점과 ‘현저한 손해’라는 요건을 추가하고 있다는
점이 특이하다. 민사소송에 친숙하기 쉽고, 위반행위의 존재를 입증하기 상대적으로 쉬운
불공정 거래행위가 사인의 금지청구 대상에 적합하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담함이나 기업
결합과 같은 전통적인 경쟁제한 관련행위에 대해서는 공적집행이 오히려 효율적이고 사인

105) Yavar Bathaee, “Developing An Antitrust Injury Requirement For Injunctive Relief That Reflects The
Probability Of Anti competitive Harm”, 13 Fordham Journal of Corporate And Financial Law 329 (2008)
106) 김용상 외, “미국 경쟁법상 사인의 금지청구제도”, 『경쟁저널』, 제168호, 2013. 5월

Part.2 정책리스크 기업 ┃ 165

의 금지청구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소액의 피해자에게 금지청구를 인정할 경우 남소
에 따른 사회적 폐해가 클 것을 우려해 그 대책으로 ‘현저한 손해’ 요건을 마련하고 있다.107)

다) 평가와 문제점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공적집행이 강력히 이루어지고 있고 사
적집행을 위한 입증책임 완화 등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사적

특히 다른 사적집행강화 제도들(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과 달리 사인의 금지청구제도는 위법행
위로 인해 이해관계인이 피해를 입은 다음에 사적 소송을 제기하는 단계가 아닌 구체적 손해
발생 전 단계에서 행위를 중지시킬 것을 법원에 청구하는 제도이므로 현재 공정거래위원회
의 시정조치와 중복될 수 있다. 또한 일반적인 사후적 손해배상청구를 강화하기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나 집단소송제와는 또 다른 측면에서 금지청구의 남용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
라서 금지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의 범위(원고적격)와 공정거래법상 모든 행위유형 위반에
대해 금지청구를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 일부의 행위유형에 대해서만 인정할 것인지(구제범위)
에 대한 첨예한 논쟁이 예상된다.

라) 정책 방향

사인의 금지청구제도는 미국뿐 아니라 유럽, 일본 등 대부분의 나라들이 도입하고 있으므
로 법원의 담보제공명령 권한을 규정하는 등 남소요건을 갖춘다는 것을 전제로 도입하는 것
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집단소송과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은 바람직하지 않은 반면
이러한 사적집행제도와 보완적 관계에 있는 사인의 금지청구제를 도입하여 공적집행의 부족
한 부분을 보완하는 것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다만 어떠한 요건과 어떠한 행위를 대상으
로 금지청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들의 입법례와 운용상황을

107) 공정거래법상 금지청구제도 입법례에 대해서는 곽상현, “공정거래법의 집행과 금지청구제도”, 『법조』 Vol. 607 (2007) 참조

Ⅱ. 정책리스크 기업

집행을 강화하기 위해 사인의 금지청구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한지가 문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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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밀히 검토하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다. 특히 사인의 금지청구제는 공적집행을 주축
으로 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와 그 기능이 겹치므로 양자의 충
돌문제와 중복규제의 위험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제도 설계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
다.108)
또한 우리나라는 공정거래위원회 중심으로 공정거래법을 집행해 왔고 법원은 공정거래위
원회 처분의 당부만을 판단하는 역할을 해 왔는데 사인의 금지청구가 도입된다면 법원은 법
위반자에게 금지명령을 내리는 적극적인 역할을 부여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적극적인 조사
권한이 없는 법원이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릴 수 있을지 의문이다. 법원과 공정위가 같은 사안
을 두고 서로 다른 판단을 내릴 경우 공정위는 과거보다 소극적이고 위축된 모습을 띠게 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사인의 금지청구가 도입되더라도 법원과 공정 위간의 유기적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109)

4. 기업인 범죄 처벌강화 및 사면제한

가) 정책 동향

기업인 범죄의 처벌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개
정을 통하여 배임죄의 형량을 강화하는 법안들이 발의되었다. 특가법상 배임죄 개정 발의안의
주요골자는 배임죄의 하한 형기를 높여 작량감경을 통한 집행유예 선고를 불가능하도록 한 것
이다. 현재 특경법상 이득액 50억 이상의 배임에 대하여 최저 5년 이상의 징역을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러한 형량은 작량감경을 통해(형법 제53조) 형기의 2분의 1을 감축하게 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금고 선고 시 받을 수 있는 집행유예 요건(형법 제62조)을 충족할 수 있었

108) 홍대식, “공정거래법의 사적집행에 관한 국내 동향과 쟁점”, 『경쟁저널』 2009.7 참조.
109) 정완, “공정거래법상 사인의 금지청구권 도입에 관한 소고”, 『경쟁저널』, 제168호, 2013.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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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 횡령 배임죄의 처벌 강화 관련 주요 발의안
법률명

발의일자

대표발의자

내용

사면법

201207-12

오제세(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징역형을 선고받고
형기의 3분의 2 이상을 채우지 않았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할 수 없도록 하여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

201205-30

오제세(민)

•의원안별 횡령·배임 법정형량 비교

201205-30

원혜영(민)

5억 ~
50억

201207-16

민현주(새)

50억 ~
300억
300억
이상

현행

오제세 의원안

원혜영 의원안

민현주 의원안

징역 3년 이상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징역 7년 이상

징역 7년 이상
무기 또는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

징역 7년 이상

징역 10년
이상

무기 또는 징역

무기 또는 징역

10년 이상

15년 이상

기업인의 횡령 배임죄에 대한 사면 제한 관련 주요 발의안
발의일자

대표발의자

발의안의 내용

201207-12

오제세
의원 외
126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징역형을 선고받고 형
기의 3분의 2 이상을 채우지 않았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에 대하
여는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할 수 없도록 하여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

이언주
의원 등
13인

특별사면의 자의성을 제한하기 위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범죄 또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범죄
를 저지른 자,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상의 범죄를 저지른 자, 「특정경
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민간인 학살, 인신매매, 민간 항공기ㆍ선박 납치 등 반인륜범죄 또는 반인도
주의적 범죄를 저지른 자,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에 규정
된 집단살해 범죄를 저지른 자, 「형법」 제297조부터 제305조까지의 범죄 또
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범
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1조까지의 범죄
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는 특별사면을 할 수 없도록 함

사면법
201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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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

특정재산범죄 법정형
이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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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에 상당수 기업인들이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의 판결을 통해 실제 징역형을 받지 않았
다는 비난에 따라 아예 특경법상 특정재산범죄의 법정형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다.
한편 기업인에 대한 특별사면을 제한하기 위하여 특가법상의 범죄에 대하여 징역형 형기
2/3를 채우지 못하거나 집행유예 중인 경우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을 제한하는 사면법 개정 법
안이 여럿 발의된 상황이다.

나) 외국의 입법사례

독일과 일본, 우리나라와 같은 대륙법계 국가들은 형법 전에 배임죄를 규정하고 있다. 독
일이 재산범죄로서의 배임죄를 규정하였고 일본이 이를 계수하였고 우리나라가 일본 형법을
참조하여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독일의 경우 ‘배임죄는 항상 통한다’110)라고 언급될 만큼 거의
모든 계약 위반을 처벌할 수 있는 위험성이 문제시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독일의 학계 및 실
무에서 배임죄 구성요건의 보다 명확한 해석지침을 제공하려는 노력이 진행 중이다.
영미법에서는 배임죄를 정면으로 다루고 있지 않다. 미국의 경우에도 배임죄 자체에 상응하
는 구성요건을 갖고 있다고 볼 수는 없으나, 우편사기와 같은 개별적인 특수한 구성요건(Mail
Fraud (18 U.S.C. §1341)와 Wire Fraud (18 U.S.C. §1343))으로서 임무위배행위를 처벌하고 있고, 특별법에

서도 임무위배행위를 처벌하고 있다.111) 그러나 미국 회사법은 기업 경영활동에 내재하는 불확
실성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견지에서 경영진의 배임죄 처벌의 제한 및 한계기준으로 경영판단
의 원칙(business judgement rule)을 적용하여 탄력적으로 기업인의 범죄를 판단하고 있다.

다) 문제점과 평가

배임죄는 본질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범죄 구성요건의 불명확성으로 인하여 법을 적용하는
단계에서 사회적·정치적 상황에 따라 자의적(恣意的)으로 남용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배신설

110) §266 StGB passt immer(형법 제266조는 항상 통한다).“ 독일의 법학자가 경제형법 관련 배임죄에 대한 논문에서 사용한 표
현, Ransiek, Risiko, Pflichtwidrigkeit und Verm gensnachteil bei der Untreue, ZStW 116(2004), S. 634
111) 최준선, 상법상 특별배임죄규정의 개정방향, 전경련 용역,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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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설, 판례)에 따르면 배임죄의 본질은 신의성실의무에 위반하거나 사실적인 신임관계를 침해

하여 타인의 재산을 침해하는 재산범죄로 이해된다. 이 경우 배임죄는 대외관계에 있어 대리
권을 요구하지 않고, 배임행위를 법률행위에 제한하지도 않아 극단적으로 적용할 경우 모든
채무불이행을 배임죄로 규율할 수 있는 등 광범위한 확대 적용의 위험이 있다.
이와 같이 불법내용의 한계 및 범위가 모호한 임무위배행위를 기업활동의 특수성을 고려
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경영행위에 적용하는 경우 배임죄의 자의적 적용 문제는 더욱 심각해

성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제활동 영역에서 기업의 성공과 경영혁신은 대부분 위험 회피적
법적판단으로는 수용하기 어려운 과감한 투자와 위험부담을 바탕으로 이루어낸 성과이다.
이러한 사실을 간과하고 결과론적으로 실패한 경영행위에 대해 형법적 제재를 부과하는 것
은 가혹하다. 실무상 허용되는 위험부담 경영행위와 금지되는 투기행위의 한계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경영행위에 대한 배임죄 처벌의 확대는 기업인의 창의적인 경영판단을 위축시키고
결과적으로 기업의 성장과 발전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된다.
한편 재벌 총수에 대한 법집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특경법 발의안은 입법의 원래 취지와 달
리 일반 국민에 대한 과도한 제한을 발생시킨다. 특경법상의 배임죄는 기업인에만 한정하여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다. 이득액이 5억 이상이라면 계주가 계원들에게 징수한 계금을 자의
로 소비한 때에도,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대출규정에 위반하여 상당하고 합리적인 채권회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대출한 경우에도, 회사 직원이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하는 경
우 등에도 적용되는 규정이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뿐만 아니라 기업인 범죄에 대한 사면 제한을 위해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권한에 대한 과도한 침해로 볼 수 있다. 특별사면은 특정인을 대상
으로 하는 것인데 특정 죄명에 대하여 사면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은 개개인의 특별한
사정을 감안할 수 없어 사면제도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112)

112) 고문헌, 19대 국회 사면법 개정안에 대한 평가, 공법학연구 제14권 제2호, 27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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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정책 방향

법관의 양형재량권에 기초한 집행유예 선고가 ‘재벌 봐주기’로 인식되며 배임죄 개정을 통
해 이런 여지조차 없애자는 것이 기업인 범죄 처벌강화 논쟁의 핵심이다. 물론 ‘봐주기’ 또는
‘특혜’는 당연히 막아야 한다. 문제는 방법이다. 획일적으로 법관의 양형재량권을 제한할 경
우 개별 사건에서의 특수상황을 고려하지 못해 오히려 법적 정의에 어긋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사법부의 양형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고쳐야 하지만 그렇다고 법관이 아예
양형재량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양형재량은 인정해 주면서 양형원칙과 양
형기준 및 양형조사 방법과 절차를 개선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면권은 원칙적으로 대통령의 고유권한이어서 존중되어야 하지만 사면은 법원의 재판결
과를 변경하는 것으로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므로 이는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국민
일반이 수긍할 수 있는 정치적 사유에 의하여 정당화될 수 있을 정도로 신중하게 행사되어야
한다. 대통령의 결단으로 법의 경직성을 완화하여 사회정의 실현과 국민통합을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도록 사면제도가 운용되어야 할 것이다. 즉, 사면권은 법의 경직성으로 인한 ‘법치주
의’의 한계를 보완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최근 논의되는 사면권 제한을 위한 입
법작업은 ‘사면권의 법치주의 보완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사면권 제한을 위한 입법이 기업의 오너라는 특정한 대상에 대해서
만 사면을 제한하려는 방향으로 흐를 경우 이것은 법치주의를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법치주의를 훼손하려는 것이다.

5.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사실상 폐지

가) 정책 동향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사실상 폐지하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독점규
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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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5일 국회 본회를 통과했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장 외에도 감사원장, 조달청장, 중소기
업청장 등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장은 검찰총장
에게 고발해야 한다.

나) 외국의 입법사례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은 대부분의 공정거래 관련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법, 대규모

해서는 형사제재를 자제하는 것이 오늘날 세계적 추세이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OECD)
국가 중 유일하게 불공정거래행위, 기업결합제한 위반행위에 대해서까지 광범위하게 형벌조
항을 두고 있다.
경쟁법상 형벌규정이 없는 21개국 중 독일, 이탈리아 등 6개국은 경쟁법이 아닌 형법에 카
르텔 행위자 개인에 대한 형벌규정이 있으며, 네덜란드, 호주 등 15개국은 경쟁법 위반에 대
한 형벌규정이 전혀 없다. 이와 같이 외국에서는 공정거래관련법에서 형벌규정을 가지고 있
는 나라가 드물기 때문에 전속고발권이 필요없다. 다만 일본이 형벌규정을 다소 가지고 있고
따라서 전속고발권을 가지고 있다. 미국에도 형벌규정이 있지만 셔먼법에 대한 집행권한 자
체를 법무성 내의 독점금지국이 가지고 있고 법무성은 원래부터 형사소추권을 가지고 있으

OECD 회원국의 경쟁법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규정 현황
국가명

카르텔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기업결합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불공정거래행
위

영국, 캐나다, 덴마크,
오스트리아, 아이슬란드

5개국

○

×

×

×

×

프랑스, 아일랜드

2개국

○

○

×

×

×

미국, 노르웨이,
그리스, 이스라엘

4개국

○

○

○

×

×

일본

1개국

○

○

○

○

×

한국

1개국

○

○

○

○

○

자료: “공정거래법상 제재규정의 국제비교와 시사점 보고서”, 대한상공회의소(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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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법 등)에서 형사적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카르텔 이외의 법 위반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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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우리나라에서 논의되는 전속고발권과는 전혀 다른 구조이다.

다) 문제점과 평가

전속고발권 폐지 논의에 앞서 우선적으로 검토했어야 할 것은 사적(私的)인 대·중소기업간
계약관계를 규제하는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유형과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등의
위반행위에 대해서 까지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여부이다. 경쟁제한행위
가 아닌 이러한 불공정거래행위들에 대해 형벌이라는 극단적 제재수단을 부과하는 나라는
없다. 따라서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상의 형벌규정에 대한 개선 없이 형사적 제재를 강화하
자는 취지에서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사실상 폐지한 것은 과잉제재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

라) 정책 방향

전속고발권 폐지논의는 현행 공정거래법상 형벌의 비범죄화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있은 후
에 이루어졌어야 했다. 우리나라 공정거래 관련법은 법원을 통해 해소해야할 계약분쟁 행위
유형들을 공법인 공정거래법으로 포섭시켜 규제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이미 사적거래영역이
상당히 위축되어 있는 상태이다. 더 나아가 가장 강력한 공법적 제재수단인 형벌을 대부분의
공정거래 관련법 위반행위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형벌이라는 강력한 공법적
제재수단이 경제영역에서의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상당히 크므로 이를 조율할 수
있는 수단인 전속고발권제도의 필요성이 있었다. 전속고발권이 사실상 폐지된 지금이라도
형벌의 대상이 되는 공정거래 관렵법상의 행위유형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일반 사적거래행위
유형에 해당하는 것들은 형벌의 대상에서 제외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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Ⅸ. 결론

Ⅱ. 정책리스크 기업

1. 경제민주화 기업규제정책 및 특징
지금까지 2013년도 정치권에서 제시되고 논의되었던 다양한 경제민주화 기업규제정책들
을 일곱 개의 아젠다로 분류하여 설명하였다. 이러한 정책들에 대한 평가를 위해서는 우선적
으로 이러한 경제민주화 기업정책들이 어떠한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고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책 간 어떠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총체적으로 검토해 보는 것
이 중요하다. 그래야만 동일한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수단들이 중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고, 그래야만 과잉규제와 중복규제의 문제점을 분명히
인식하며 바람직한 정책수단과 수준을 마련해 나갈 수 있다.
지금까지 논의된 기업규제 정책수단들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오너의 사익추구행위와 경쟁
제한 행위,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이러한 목적을 실현하는 수단들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다.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들을 단계별로 보면 ‘사후적 행
위규제’, ‘사전적 행위규제’, ‘사전적 구조규제’로 구분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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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규제의 목적과 방법
(1단계~3단계) 부당행위 (오너의 사익추구행위·경쟁제한 행위·불공정거래행위) 억제
목적

규제단계

규제방법 및
재재수단

제재강화

(3단계) 경제력집중억제,
중소업체 사업영역보호
1단계 규제
(사후적 부당행위규제)

2단계 규제
(사전적 부당행위규제)

3단계 규제
(사전적 구조규제)

•행위의 위법성을 사후적
으로 입증
•실손배배상청구, 과징금,
시정조치, 형벌

•행위의 위법성을 외형적
행위를 통해 추정하여 사
전적으로 규제
•중소업체의 단결권 및 단
체 협상권
•과징금, 시정조치, 형벌

•위법행위 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예
위법행위의 전 단계인 기업집단의 소유
지배구조자체를 직접적이고 사전적으로
규제
•외형상 특별히 부당해 보이는 행위를 하
지 않았더라도 중소기업의 사업영역과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대기업의 진
입과 영업활동 규제
•과징금, 시정조치, 형벌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 사인의 금지청구
•민법,형법, 상법(회사법),
경쟁법(공정거래법) 등

관련법

•하도급법/대규모유통업
법/가맹사업법/대리점
법대
•공정거래법상 부당내부
거래규제(일감몰아주기)

•공정거래법상 순환출자금지, 금산분리,
지주회사규제
•유통산업발전법/상생법
•상법상 지배구조 규제(집행임원제 의무
화,감사위원 분리선임,전자투표제 의무
화,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

1단계 규제방법에 대해서는 큰 논란이 없다. 국가가 사후적으로 기업의 부당행위(불공정거래
행위·경쟁제한행위)를 입증해서 규제하기 때문에 기업들도 큰 반감이 없다. 문제는 1단계 규제만

으로는 규제의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시행되는 2단계와 3단계 규제방법이다. 2단계에서는
실질적인 부당성 여부를 국가가 구체적으로 밝혀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외형적으로 부당해
보이는 행위를 기준으로 규제하는 경향이 강하므로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어
규제를 받는 기업들이 규제에 쉽게 수긍하지 못하는 단계이다. 3단계 규제방법은 아예 ‘구조’
자체를 규제하는 것이므로 2단계 보다 기업활동을 더욱 위축시킬 수 있다.
정책적 관점에서 유념해야 할 것은 1단계, 2단계, 3단계 규제가 각각 서로 다른 규제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목적, 즉 오너의 사익추구행위,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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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경쟁제한행위, 즉 ‘부당한 행위’ 억제를 위한 규제라는 것이다. 이러한 규제목적을 1단계
수단들만으로도 달성할 수 있고 대부분의 나라들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2단계 수단들을 통해 손쉽게 규제하고자 한 것이다. 더 나아가 이러한 ‘부당한 행위’를 규제
하는 것만으로도 부족하다며 아예 행위의 주체인 기업의 소유지배구조 자체를 규제하거나
또는 대기업이 특별히 부당해 보이는 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중소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대
기업의 특정행위를 사전에 규제하기 위해 3단계 규제수단들을 동원하고 있다.

규제이외의 새로운 규제목적(경제력집중억제와 중소기업사업영역보호)을 추구하고 있다. 역시 우리나
라에만 존재하는 규제방식이다.
결국 현재 경제민주화 기업규제 정책들의 특징은 ‘부당한 기업행위’ 규제라는 모든 나라들
이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른 나라들이 활용하는 1단계 규제 외에 다른 나라들에
서는 사용하지 않는 2단계와 3단계 규제수단들을 활용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또한 ‘경제력집
중억제’와 ‘중소기업 사업영역보호’라는 다른 나라들에서는 추구하지 않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3단계 수단들을 활용한다는 것이다.
정책수단의 관점에서 보면 사법인 민법과 상법(회사법)에서 다루어야할 것을 공정거래법이
나 하도급법 등의 공법에서 다루는 ‘私法의 公法化’ 현상을 강화하는 것이다. 정책목적의 관
점에서 보면 ‘경제력 집중억제’와 ‘중소기업 사업영역보호’라는 우리나라만의 공익(公益)을 추
구하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정책목적과 수단이 경제민주 기업정책의 특징이다. 따라서 경제
민주화 정책에 대한 평가는 이러한 두 가지 현상들이 과연 바람직한지 라는 거시적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2013년도 입법화된 정책과 2014년도 논의될 정책 및 특징
2013년 입법화된 정책들은 2012년 대선과정에서 경제민주화 정책의 일환으로 논의되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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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3단계 규제수단들은 부당한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목적과 동시에 부당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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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입법화된 기업정책
대기업집단 정책
유형

경제력집중억제 및
소유지배구조 개선
3단계 규제

정책

계열사 간 지원행위
규제강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정책
수직적 거래관계 정책

수평적 경쟁관계 정책

2단계 규제

3단계 규제

•신규순환출자 금지
•‘경쟁 제한성’ 입증 없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 •대형마트 진입규제강화
•산업 자본의 은행 보유
이도 계열사 간 부당지
도입(하도급법)
및 적합업종 강화
지분 한도 강화
원행위 처벌
•중소기업 납품단가 협
상권 강화(하도급법)
•가맹점주 권리강화(가
맹사업법)
형사적 제재강화(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사실상 폐지)

대기업집단 정책과 대·중소기업 간 관계개선을 위한 정책들 중 대표적이고 상징적인 제도들
이다. ‘하도급법상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도입’과 ‘공정거래법상 계열사 간 거래규제 강화’, ‘골
목상권 보호와 중소기업적합업종 규제강화,’ ‘신규순환출자 금지‘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규제들은 규제의 실효성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행정당국이 ‘부당성’ 판단을 쉽게
해 주기 위한 규제들이다. 2단계 규제들의 경우에는 외형적으로 부당해 보이는 행위를 하면
부당성을 쉽게 인정해 버리고, 3단계 규제들의 경우는 특정 회사소유구조나 중소업체와의 경
쟁 자체를 부당한 것으로 보며 규제한다. 이럴 경우 규제의 실효성은 높아질지 몰라도 정상
적인 기업활동이 지나치게 위축될 가능성은 그 만큼 커지게 된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이렇
게 ‘부당성’ 판단을 쉽게 해 주면서 동시에 ‘제재수준’은 점점 강화하고 있다는 데 있다. 제재
수준이 강해질수록 오판으로 인한 위험성은 점점 커지므로 좀 더 신중하고 확실하게 행위의
부당성을 입증한 후 제재를 부과해야 하는 것이 법치주의의 기본원칙이다. 그러나 경제민주
화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법치주의와는 점점 멀어져 가는 입법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부당성’에 대한 입증은 쉽게, ‘제재’는 더욱 강하게」라는 경제민주화 입법의 특징을 담은 정
책들이 2014년에도 다양한 형식으로 계속 논의될 것이다. 특히 대·중소기업 간 거래를 ‘甲乙
관계’로 규정하고, ‘乙’의 눈물을 닦아 주어야 한다는 명분으로 논의되기 시작했지만 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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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논의될 기업정책
대기업(집단) 정책
목적

규제
정책

경제력집중억제 및 소유지배구조 개선

수직적 거래관계 정책

수평적 경쟁관계 정책

3단계 규제

2단계 규제

3단계 규제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 확대 (금융회사지배구조법) •대 리 점 거 래 공 정 화 법 •중소기업적합업종 강화
•금융보험사 보유 비금융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정
및 법제화
제한 강화 (공정거래법)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집중투표제 의무화·감사위원분리선임·집행임원제
의무화·다중대표소송 도입·전자투표제 의무화 (상법)
•기업인 범죄 처벌 강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
에 관한 법률)

•징벌적손해배상제 확대·집단소송제·사인(私人)의
금지청구 도입 (공정거래법/하도급법/대리점법 등)

도에 매듭을 짓지 못했던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법, 공정거래법 등과 관련된 쟁점들과 집단
소송,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 사인의 금지청구 등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제재수단들에 대한
논쟁이 계속될 것이다.
또한 3단계규제(사전적 구조규제)는 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개정
안이 특히 논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3. 정책리스크 확대로 인한 문제점
2013년도 입법화된 기업정책과 2014년도 논의될 기업정책들은 기업들의 입장에서 보면 법
적 리스크(legal risk)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된 리스크 환경에 적응하며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마련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기업들이 직면하게 되는 리스크는 크게 대기업(집단) 정
책으로 인한 ‘소유지배구조’ 관련 리스크와 대·중소기업 간 정책으로 인한 ‘기업활동’ 관련 리
스크로 구분해 볼 수 있다. 기업들은 이러한 리스크를 회피하려고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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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및
집행
강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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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을 할 가능성이 있고 이것은 궁극적으로 경제민주화 기업정책이 추구하는 ‘상생’의 취지에
도 어긋날 수 있다.

(1) 소유지배구조 규제정책 리스크

지금까지 살펴본 대기업(집단) 정책들은 주로 기업의 소유지배구조를 개선한다는 취지의 정
책들이다. 이러한 정책들은 ‘지배권(경영권) 남용’을 구조적이고 사전적으로 규제하기 위함이
다. 지배권의 남용은 당연히 엄격히 규제해야 하겠지만 ‘지배권(경영권)의 안정’ 또한 중요하다
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경영권이 안정되어야만 단기적인 주가상승에 급급하지 않고
장기적 관점에서 경영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많은 국가들이 자국의 기업들이 차등
의결권 주식, 피라미드 소유구조, 황금주, 상호출자, 순환출자, 포이즌필 등과 같은 경영권
안정화 또는 보호 수단들(Control Enhancing Mechanism; CEM)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
한 CEM들은 지배권 안정화라는 동일한 목적을 위해 상호 보완적 또는 대체적 관계에 있으
므로 개별 기업들은 자신들이 처한 상황에 따라 적합한 수단들을 하나 또는 그 이상 선택할
수 있다. 실제로 464개의 EU 상장회사 가운데 44%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지배강화수단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우리나라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은 상당히 제약되어 있다. 차등의
결권 주식과 황금주, 포이즌필은 도입되고 있지 않다. 피라미드 소유구조 형태는 지주회사
규제로 상당히 제약되어 있고, 대기업집단에서의 계열사 간 상호출자는 원천적으로 금지되
어 있다. 순환출자만이 어느 정도 허용되어 왔었는데 이것마저 신규로 하는 순환출자는 금지
되었다.
더 나아가 금산분리 일환으로 논의되고 있는 금융계열사의 의결권제한과 지배구조 개선 일
환으로 논의되고 있는 상법개정 역시 궁극적으로는 ‘지배권(경영권)남용’을 사전적, 구조적으로
억제하기 위한 수단들이다. 이러한 정책들은 결국 지배주주의 권한을 제한하고 상대적으로
소수주주들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으로 기업들이 직면하게 되는 ‘지배권(경영권) 안정화’에 대한
리스크가 상당히 크고 불확실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지배주주(오너)의 지배권은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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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되고 그 만큼 외부주주(특히 외국자본)의 입김이 강해지게 된 것이다.
이렇게 지배권 안정에 대한 리스크가 커질 경우 지배주주(오너)의 대응은 두 가지로 나타날
수 있다. 하나는, 단기주가 상승에 주력하고 배당을 증대하라는 일부 투기적 주주들의 요구
를 손쉽게 들어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장기투자를 위한 여력이 하락할 위험
이 있다. 둘째는, 현재 경영권을 계속 유지하고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지분을 사 모으거나
현금을 싸 놓을 것이다. 역시 장기투자를 할 여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권 남용억제만을 강조하고 ‘지배권 안정’의 필요성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초래될 수 있는 사
회적 손실도 고려해야만 한다.
특히 이러한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경제민주화를 달성하겠다는 취지의 규제들이 정말
로 경제민주화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는지도 의문이다. 창업자나 그 가족들인 지배주주들이
소유한 주식보다 더 많은 지배권을 행사하고 있고, 이사회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어 경
제민주화에 위반된다는 것이 정치권의 일반적 입장이다. 그래서 신규순환출자를 금지하여
실질 소유권을 초과하는 지배권 행사를 억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상법을 개정해 지배주주의
권한을 제한하고 소수주주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가장 많은 사회
적 공헌을 하고 있는 구글(Google)은 차등의결권을 통해 오너들이 적은지분으로 그 보다 훨씬
많은 의결권(지배권)을 행사하고 있다. 역시 사회적 공헌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마이크로 소프
트와 월마트는 창업자 혹은 가족들이 지배주주이거나 최고 경영자이고 지배주주들이 이사회
에 상당 수 진출해 있다.
사회적 공헌은 안정된 경영권을 바탕으로 단기적 시각이 아닌 장기적 시각에서 경영을 할
수 있는 소유지배구조가 전제되어야 한다. 외부의 단기적 투기 자본에 휘둘릴 경우 단기주가
상승에 급급한 나머지 중소기업과의 상생과 사회적 공헌을 고려하기 어렵다.

(2) 기업활동 규제정책 리스크

대기업과 중소업체간의 거래계약관계에서 중소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대기업의 거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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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지배주주의 권한남용을 억제해야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겠지만 지금처럼 지배

180 ┃ 2014 정책리스크 쟁점과 평가

에 대한 부당성 판단을 쉽게 해주면서 동시에 제재를 강하게 하여 대기업의 행위가 부당한 행
위로 낙인찍힐 위험(legal risk)을 크게 할 경우 오히려 중소업체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대기업이 납품단가를 인하할 경우 외형적으로는 불공정해 보인다는 이유로 과
징금과 형벌은 물론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까지 할 수 있도록 하도급법이 개정되었다. 완성품
시장에서 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기업의 정상적인 납품단가 인하조차도 자칫 부당한 행위로
낙인찍힐 위험(legal risk)이 상당히 커진 것이다. 따라서 최근 대기업들이 이러한 위험을 피하
기 위해 자신과 거래하고 있던 하도급업체의 수를 줄이고 있다고 한다. 대기업들은 수많은 하
도급업체와 거래를 하는데 이 중 한 곳이라도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승소
여부를 떠나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를 당했다는 사실 자체가 대기업의 이미지에 큰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소송에 휩싸이기 전에 믿고 거래할 수 있는 주요 협력업체
만 남겨두고 나머지 협력 업체와의 거래는 줄이고 있다는 것이다. 중소업체가 대기업과 수월
하게 협상을 할 수 있도록 하기위한 좋은 취지의 정책 때문에 오히려 중소업체의 거래기회 자
체가 박탈당할 위기에 처한 것이다.
또한 골목상권과 중소기업사업영역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대형마트나 기업형 슈퍼마켓(SSM)
의 영업활동을 규제하는 것 역시 정작 보호하고자 했던 골목상권은 제대로 보호되지 못하고
다른 이해당사자들에게만 피해를 주고 있다. 국내 대형 점포들이 규제를 받는 동안 WTO나
FTA 때문에 규제할 수 없는 외국계 업체들만 자유롭게 활동하며 골목상권을 위협하고 있다.
애꿎은 소비자와 대형마트에 물건을 납품하던 영세 납품업자와 농민, 매장 직원 등의 또 다
른 약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규제가 강화되자 대형유통업체들이 신규채용 계획을 철회 하
는 등 고용창출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고 민간소비만 위축시키고 있다.

(3) 정책 방향

앞으로의 기업정책 방향은 과잉규제를 금지하는 법치주의 원칙에 기반을 두며 ‘원칙이 바
로선 시장경제질서’를 확립해 나가는 것이어야 한다. 대기업과 지배주주의 불공정행위와 경
쟁제한 행위를 철저히 밝혀 엄격히 규제하자는 것이다. 지금의 경제민주화 기업정책들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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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형적으로 부당한 행위처럼 보인다거나 지배주주가 권한을 남용할 가능성을 크게 하는 소
유지배구조라는 이유로 규제해서는 않된다. 이럴 경우 필연적으로 과잉규제로 흐르게 된다.
이렇게 되면 이해관계인들 중 그 어느 누구도 만족해하지 못하며 상호간 갈등만 증폭시키게
된다.
특히 기업 소유지배구조와 관련해서는 지금처럼 ‘지배권 남용의 위험성’ 억제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지배권 안정화’의 필요성도 함께 고려해야만 한다. 따라서 지금까지 순환

정화 또는 보호수단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신규 순환출자 금지로 인해 지주회사 체
제로의 구조변화가 있을 것이고 이것이 바람직한 현상이라는 견해가 많은데 이렇게 되기 위
해서는 현행 지주회사에 대한 우리나라만의 강력한 규제를 개선해야만 한다.
경제민주화 기업정책은 「‘부당성’에 대한 입증은 쉽게, ‘제재’는 더욱 강하게」라는 규제특징
을 가지고 있다. 대부분 우리나라에만 있는 규제들이고 이러한 규제들에 대한 평가 잣대인 ‘
법치주의’에 위반될 가능성을 항상 내포하고 있다. 그런 만큼 논란도 많고 과잉규제의 문제
를 초래하며 위헌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규제들은 기업구조와 행위에 대한 ‘부당
성’ 판단의 위험(legal risk)을 대부분 기업에게 떠넘기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 리스
크(legal risk)의 증대는 오히려 사회 전체적으로 갈등요인으로 작용하며 경제민주화의 본래
의 취지인 ‘상생’에도 역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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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요 약 표)

소유출자구조
아젠다

세부과제

항목
내용·쟁점

소유
출자구조

소유
출자구조

소유
출자구조

순환출자

평가

•상호출자 제한집단에 대해서는 신규순환출자를 금지
•규제순응 비용이 매우 큼 (10개 그룹 순환출자 해소 최소비용 9조 2 천억 원)
•규제의 국제적 정합성 원칙에 배치됨
    * 순환출자가 보편적 현상임에도 다른 국가에서는 규제하지 않음
•순환출자 때문에 우리의 소유-지배 괴리가 크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약함
•소유-지배 괴리의 확대가 기업가치 하락과 주주가치 훼손을 초래한 다는 주장
은 실증적으로 뒷받침 되지 않음

정책방향

•신규 순환출자 금지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외를 폭넓게 인정
•차등의결권과 포이즌필 등의 경영권 방어수단 적극 도입검토

내용·쟁점

•지주회사 부채비율 상한의 축소(200%→100%), 자·손자회사 최소보유지분율 상
향 조정(상장: 20%→30%, 비상장: 40%→50%), 자회사·손자회사 설립 시 사업
연관성 추가 등을 골자로 하는 독점규제법 개정안을 발의
•외국 기업과 대규모 합작 투자를 위해 증손회사 보유 완화를 위한 외국인투자촉
진법과 독점규제법 일부 개정 법률안

평가

•2013. 9월 말 현재, 지주회사를 보유한 대기업집단은 22개로 대기업집단 전체(62
개)의 35%에 이를 만큼 지주회사는 보편적 기업형태의 하나
•그러나 지주회사는 일반 기업집단과 달리 7종 규제 세트의 족쇄에 묶여 사업구
성과 신규투자에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음.

정책방향

•증손회사 보유 허용, 자·손자회사 간 공동출자 허용, 금융자회사 보유 허용 등을
골자로 하는 규제완화 방안을 조속히 제도화함으로써 규제 때문에 지주회사의
대규모 투자와 신사업 모색 기회를 봉쇄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임.

내용·쟁점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보유 계열사 주식의 의결권 행사제한

지주회사

대기업
집단 소속
공익 법인
보유
계열사
주식의
의결권
제한

주요 사항

평가

정책방향

•한국의 공익법인 주식보유에 대한 규제는 국제 비교 시 이미 매우 강한 수준
•법안 도입 시 대기업집단의 경영권 방어가 어려워지고 대기업의 기부 문화 기반
이 약화될 우려
•계열사 주식의 배당률을 예금이자율 및 비계열사 주식 배당률과 단순 비교하여
계열사 주식보유에 따른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임
•신규 규제 도입 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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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
아젠다

지배
구조

지배
구조

집행임원
제 의무화

감사위원
회 위원
분리선임

다중대표
소송

항목

주요 사항

내용쟁점

•현행 상법에서 개별 기업들의 선택에 맡겨져 있던 것을 상법개정을 통화 감사위원
회 설치회사에 대해 의무화
•집행임원제 도입의 개별 기업들의 선택에 맡길 것인지, 아니면 일정 규모의 회사에
의무적으로 도입하도록 할 것인지가 쟁점

평가

•집행임원제 선택여부, 사외이사의 존재여부, 이사회 의장과 CEO의 겸임여부 등이
회사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들은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지 않음.
•사외이사가 과반수 이상인 이사회에서 실질적인 경영을 담당할 집행임원을 선임해야함.
•지배주주와 경영철학을 공유하는 사내이사 중심의 경영이 어려워짐
•특정의 이사회 구조를 강제하는 것은 기업들의 다양성을 외면한 것임
•집행임원제도는 다양한 상황에 처한 기업들에게 자신들에게 가장 적합한 이사회 구
조와 경영지배구조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를 넓혀준다는 차원에서 도입되어야 함.

정책방향

•최적 이사회 구조와 회사지배구조는 개별 회사의 주주들만이 평가할 수 있는 특수
성(firm-specific factors)에 의존하므로 개별 회사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

내용쟁점

•이사회의 하부조직인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 선출 시 일반이사와 분리해 별
도로 주주총회에서 선출
•이때 지배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
•‘지배주주로부터의 감사위원회 독립성 확보’ vs. ‘지배주주의 이사선임권 제한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

평가

•이사회의 감시기능과 독립성 확보가 절대적 진리일 수 없음.
•그렇다면 이러한 것을 확보한다는 명분하에 주식회사제도의 본질인 주주의 의결권
을, 그것도 대주주의 의결권만을 직접적으로 제하여 재산권 침해하는 것은 法益형
량의 관점에서 바람직 하지 않음.

정책방향

•현행 상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궁극적으로는 3%룰을 폐지하고 이사회에서 감사위원이 될 이사를 선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함.

내용 및
쟁점

•모회사의 소수주주는 자회사에 대하여 자회사 임원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것에 대
한 청구를 한 후, 자회사가 소송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에 회사를 대표하여 소송을 제
기할 수 있도록 함.
•「자회사 이사의 통제와 모회사 소수주주 보호」vs.「모회사와 자회사가 각각 누리는
독립된 법인격의 경제적 효용」

평가

•이중대표소송을 인정한다는 것은 결국 개별 회사의 독립된 법인격을 부인하는 결과
를 낳는 것임.
•따라서 이중대표소송 도입 시 얻게 되는 장점과 법인격을 부인함으로써 초래될 수
있는 단점을 모두 고려하여 도입여부를 결정해야 함.
•기업집단 전체를 마치 하나의 회사처럼 보며 소수주주들이 모든 계열사의 이사의
경영활동에 간섭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위험이 있음.
•다중대표소송은 법인격을 사실상 부인하는 효과를 발생시켜 기업지배구조의 개선
못지않은 중요성을 가지는 자본주의 경제적 기초를 하나를 잠식할 위험

정책방향

•이중대표소송을 입법화 하는 것은 무리
•다만 법인격이 부인되어야할 정도로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는 법인격부인법리를 적
용하여 간접적으로 이중대표소송을 해석론적 관점에서 인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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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
구조

세부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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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
구조

지배
구조

지배
구조

지배
구조

전자
투표제
의무화

집중
투표제
의무화

임원보수
공개

국민연금

내용·쟁점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회사에 전자투표제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강제
•사적자치를 본질로 하는 회사지배구조 영역에서 강제적으로 의무화 하는 것이 바람
직한지가 쟁점

평가

•주주총회 활성화라는 입법취지는 바람직함
•의무화 할 경우 해킹의 위험과 같은 기술적 문제 외에도 무책임한 투표나 총회꾼들
에 의한 개입 등으로 주주총회의 질적 저하 초래 위험

정책방향

•주주들이 주주총회 참여에 소극적인 근본적인 이유는 주로 단기시세 차익에만 관심
이 있기 때문
•따라서 강제적으로 의무화하기 보다는 장기적 주식소유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
며 자연스럽게 주주총회 참석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

내용·쟁점

•현재 개별 기업들의 선택에 맡겨져 있는 집중투표제를 일정규모의 상장회사에 강제
적으로 도입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가 쟁점

평가

•일부 소수주주들의 지지를 받으며 선임된 이사들이 모든 주주와 회사 전체의 이익이
아닌 자신들을 지지해준 일부 소수주주들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등 많은 문제점
•정치영역에서의 민주주의 이념을 회사 영역에도 적용하는 것은 문제

정책방향

•현행 집중투표제는 실질적으로는 강행규제와 유사한 구조이므로 더 이상의 강제화
는 바람직하지 않고 현행 규정 유지

내용·쟁점

•지금까지는 임원보수 총액이 공개되었었는데 기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개별 임원
의 보수를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한지가 쟁점

평가

•개별 임원보수를 공개하는 것이 세계적 흐름
•다만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달리 주주총회에서 임원보수 총액이 결정되고 외국의
합리적인 노조와는 다르므로 개별임원 연봉을 공개했을 시 득과 실을 분명히 따져
보아야 함.

정책방향

•법이 제정된 현 시점에서는 임원보수 공개가 정치적 이슈로 변색되지 않고 경제적
인 관점에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임.

내용·쟁점

•국민연금은 사외이사추천권, 대표소송제기권 등 주주의 권리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사해야 한다는 주주권 의무화안 발의
•국민연금의 독립성·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배구조 개편

평가

•국민연금의 의결권행사는 국민연금과 국민연금 주식보유 기업 경영진 간 주인-대
리인 문제와 국민연금과 국민연금 가입자 간의 주인-대리인 문제 등 2중 대리인 문
제 발생
•공적 연기금의 주주행동주의는 정치인과 노조단체의 개입으로 인해 장기주주가치
보다는 정부나 정치권의 의도에 따라 좌우되는 등 문제점 발생 소지

정책방향

•국민연금기금을 통한 민간기업의 공기업화 및 연금사회주의 불식을 위한 국민연금
기금의 독립성 확보
•주주제안 및 사외이사 추천 등 능동적 주주권 행사는 민간기업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므로 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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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간 거래규제
아젠다

계열사
간 거래
규제

세부과제

계열사 간
지원행위
규제강화

주요 사항

내용·쟁점

•계열사 간 ‘현저히’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경우 위법하다고 보던 것을‘상당히’유
리한 조건으로 거래해도 위법한 것으로 보며 위법성 판단기준을 완화
•‘경쟁제한성’과 무관하게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새로운 조항 신설
•공정거래법(공법)과 회사법(사법)의 역할분담의 한계

평가

•경쟁제한성이 없는 계열사 간 거래행위는 회사법에서 다루어야 할 사항임에도 불구
하고 공정거래법에서 중복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문제

정책방향

•구체적인 법적용단계에서 ‘공정거래저해성’을 위반하는 계열사 간 지원행위만을 규
제하는 것이 바람직

금산분리 강화 및 금융건정성
아젠다

금산분
리 강화
및 금융
건전성

금산분
리 강화
및 금융
건전성

세부과제

의결권
제한

대주주
적격성
검사

항목

주요 사항

내용·쟁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취득 또
는 소유하고 있는 국내계열회사주식에 대하여 일정한 경우 행사할 수 있는 의결
권을 그 계열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로 하향조정 (김상민 의원 대표발의
2012.9.26 공정거래법 11조 개정안)

평가

•현행 금산법 제24조에서 금융회사가 동일계열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5% 이상 소
유할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규정이 이미 있기 때문에 이중규제
•국민연금의 의결권 강화방안 등을 고려해 보면 금융계열사의 의결권제한과는 상대
적으로 정부의 상대적인 권한이 확대되는 것을 의미하게 되므로 과거의 관치금융으
로 오히려 경제민주화에 역행하는 결과

정책방향

•금융계열사의 의결권 허용 수준을 더 축소하는 것은 대주주의 권한을 남용하지 못
하도록 제어장치로서의 효과보다는 과잉규제로 인한 부작용만 초래하므로 더 이상
의 의결권 제한은 지양

내용·쟁점

•대주주 적격성 유지요건 강화: 이들 개별 금융법이 정하는 사업영역에서의 대주주
자격으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 제3조의 횡령 및 배임
위반으로 형사 처벌된 적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을 추가하고 일정한 기간마다 대주
주 적격성 요건 부합여부를 심사 (김기식 의원 대표발의 2012.8.30 「금융회사의 지
배구조에 관한 법률」제정안 제34조)

평가

•원래의 취지에 맞지 않게 심사대상이 광범위하며 자격요건 또한 금융회사의 건전경
영과 관련이 없는 조항을 포함
•결격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분매각을 명할 수 있는 과잉처벌조항

정책방향

•적격성 심사는 금융업별 특성을 고려해 자격요건을 요구하고 및 처벌수위를 적절히
조절하여 원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재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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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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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공정경쟁
아젠다

공정거
래·공정
경쟁

공정거
래·공정
경쟁

공정거
래·공정
경쟁

공정거
래·공정
경쟁

세부과제

거래상 우
월적 지위
남용 규제
강화

하도급법
(납품가
부당감액)

가맹
사업법

대리점법

하도급법
공정거
보호대상에
래·공정
중견기업
경쟁
포함

항목

주요 사항

내용·쟁점

•공정거래법상 제23조 제1항 4호에 규정되어 있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남용 금지’를
별도의 조항으로 만들어 지위를 격상시키는 것이 바람직한지가 쟁점

평가

•공정거래법상 우월적 지위남용 금지규정은 우리나라와 일본에만 존재하는 상당히
예외적인 규정
•이러한 예외적 규정을 별도의 조항으로 규정하며 지위를 격상시키는 것은 문제

정책방향

•현행규정 유지

내용·쟁점

•납품단가를 감액한 경우 부당성을 공정위가 입증하지 않고 입증책임을 전환해 행위
자에게 정당성을 입증하도록 한 상태에서 이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징벌적 손해배
상을 부과하는 것이 법치주의 관점에서 바람직한지가 쟁점

평가

•행위의 부당성에 대한 입증을 쉽게하면서 반대로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강력한 제
재수단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에 위반
될 수 있음

정책방향

•구체적인 집행단계에서 운용의 묘를 살려 입증과 제재가 비례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내용·쟁점

•가맹본부가 창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예상 매출액의 범위와 산출근거를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등 지나치게 비현실적이고 규제적인 규정이 정말로
가맹사업자를 제대로 보호할 수 있는지가 쟁점

평가

•예상매출액을 제시하라는 것은 가맹점의 매출액을 결정하는 수많은 외부적 요인과
다발적 변수에 대한 시장상황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임.
•가맹본부의 책임만 많아지고 있는 현실을 피하려는 방법으로 프랜차이즈 방식이 아
닌 대리점이나 특약점 등과 같은 방법을 모색하게 될 경우 프랜차이즈 업계 위축

정책방향

•구체적인 시행령에서 법상의 문제점을 최소화

내용·쟁점

•공정거래법상 제23조 4호의 우월적 지위남용 금지규정으로도 대리점 관계를 충분
히 규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대리점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는지가 쟁점.

평가

•공정거래법상 제23조4호로 규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대리점법을 제정
하려는 것은 ‘공정거래 저해성’을 입증하지 않고 손쉽게 규제하기 위한 행정편의적
입법

정책방향

•공정거래법 제23조 4호에 근거해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

내용·쟁점

•하도급법은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법인데 과연 중견기업을 중소기업처럼 보호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지가 쟁점

평가

•하도급법은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우리나라와 일본에만 존재하는 예외적 법
•이러한 예외적인 법의 적용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는 것은 문제
•중견기업은 하도급법이 없더라도 공정거래법상 제23조4호의 우월적 지위남용 금지
규정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음.

정책방향

•하도급법 보호대상에 중견기업을 포함시켜서는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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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
래·공정
경쟁

대규모유
통업에서
의판매장
려금

공정거 포털시장에
래·공정
서의
경쟁 독과점규제

•하도급법,가맹사업법,대리점법 등과 같이 기업 간 계약관계에서 열위적 지위에 있는
거래당사자들에게 단체를 구성하고 이러한 단체가 계약내용을 협상할 수 있도록 하
는 것이 계약논리에서 타당하지가 쟁점

평가

•독립된 기업간 계약관계는 노사관계가 아님.
•계약 당사자별로 계약내용이 다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상으로 인해 계약내
용이 획일화될 우려

정책방향

•단체구성권을 넘어 협상권까지 부여하는 것은 계약의 본질적 내용을 훼손하는 것이
므로 협상권 부여는 철회되어야 함.

내용·쟁점

•대규모유통업법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판매장려금을 허용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공정위는 판매장려금 항목 중 가장 비중이 높은 기본장려금을 포함해
서 판매촉진과 관련이 없는 장려금들을 위법으로 규정했음.

평가

•아무런 기능이 없어 보이는 기본장려금은 제조(납품)업자들이 상품의 품질을 알리
거나 유통업자들이 좋은 품질의 상품을 가려내는 과정에서 등장할 수 있음.
•또한 기본장려금의 존재는 제품의 다양성이 증가하고 새로운 상품들의 출현이 잦아
지는 환경에서 상품의 수요와 공급을 일치시키는 균형 현상을 반영하는 것일 수도
있음.
•미국의 경쟁당국은 판매장려금을 무조건 규제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경제이론 중 어
떠한 논리가 현실의 유통업자와 제조업자 사이에 존재하는 판매장려금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두고 있음.

정책방향

•공정위는 보다 넓은 범위에서 판매장려금을 정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판매장려금이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는 경우에는 경쟁을 저해한다는
명확한 입증이 수반될 때에만 규제를 해야 할 것임.

내용·쟁점

•인터넷 포털사업자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하나의 거래시장으로 보고, 해당 시장
에서 독과점 상태에 있는 인터넷 포털사업자를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할 수 있
는 특례를 두자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발의됨.

평가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지정하고 남용행위를 밝히기 위해서는 관련 시장의 획정이 이
루어져야 하는데, 이를 포털시장에 적용하기란 어려운 부분이 있음.
•인터넷 포털시장에서 일일 평균 이용횟수와 매출액을 기준으로 시장지배적 사업자
를 판단하면 다양한 서비스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는 포털사업자들의 경쟁관계를 간
과할 수 있음.
•멀티호밍의 특성이 존재하는 포털시장에서 어느 한 사업자가 시장지배력을 행사하
기란 쉽지 않음.
•포털시장에서 어느 한 사업자가 높은 시장점유율을 오랫동안 유지하고 있다면 이는
독점적 지위와 쏠림 때문이라기보다는 경쟁자보다 높은 품질과 낮은 가격으로 이용
자에게 더 잘 봉사하고 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음.

정책방향

•대형 포털을 섣불리 규제하기 전에 이러한 이슈들을 충분히 검토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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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
래·공정
경쟁

단체 구성
및 협의
권 부여

내용·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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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사업영역보호
아젠다

세부과제

항목
내용·쟁점

주요 사항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의 법제화 추진
•대기업 등에 대한 사업인수·개시·확장에 대한 일시정지명령제 도입

평가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는 해당업종의 국제경쟁력 저하 초래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의 국제통상규범 위배 가능성
•적합업종 사업조정제도는 해당업종 시장 내에서 활동하는 기업만을 당사자로 보는
문제점

정책방향

•적합업종제도는 특정업종 의 경쟁제한, 특정경제주체에 대한 사전적인 진입규제 및
특정사업자에 대한 보호주의 특성을 가지므로 우선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사업조정제도는 시장이해관계자와 모두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수정되는 것
이 필요

중소기 중소기업적
업 사업
합업종
영역보
및
호
업조정제도

법집행 및 제재강화
아젠다

세부과제

항목
내용·쟁점

법집행
및 제재
강화

법집행
및 제재
강화

집단
소송제
도입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

주요 사항
• 공정거래법에 집단소송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한지가 쟁점

평가

•집단소송은 미국에서만 활발히 사용되고 있고 미국에서도 운용상 많은 문제점이 제
기되고 있음
•집단소송이 제기된 기업의 경우 소송결과와 상관없이 기업의 이미지가 손상될 우려
가 있으며 소제기 자체가 기업 주가 하락 등 위험 요인으로 작용
•용이해진 소제기를 통하여 모험적인 소송이 남발되거나 단지 합의금(재판상 화해
금)을 받기 위한 집단소송이 오용될 위험

정책방향

•기업의 불법행위로 인한 집단적 피해구제의 방법으로 미국의 집단소송 외에도 다양
한 방법이 있으므로 이러한 대안적 방법을 모색해 보는 것이 바람직

내용·쟁점

•공정거래 관련법 위반 시 우리나라는 과징금 중심의 공적집행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 과징금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 바람직한지 쟁점

평가

•징벌적 손해배상은 과징금이 발달하지 않은 미국 등에서 활용
•과징금제도를 주로 활용하고 있는 유럽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에 소극적
•동일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과 징벌적 손해배상을 동시에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은 과잉규제
•징벌적 손해배상은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행위에 부과하는 것인데 과실로 부당행위
를 하는 경우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정책방향

•과징금 체제하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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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집행
및 제재
강화

기업인
처벌 강화
및
사면제한

•현행 공정거래법은 기업의 부당행위에 대해 행정당국이 시정조치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까지 유사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법체계상 바람직한지가
쟁점

평가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와 중복될 수 있다.
•적극적인 조사권한이 없는 법원이 제대로 된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을지 의문
•법원과 공정위가 같은 사안을 두고 서로 다른 판단을 내릴 경우 공정위는 과거보다
소극적이고 위축된 모습을 띠게 될 가능성

정책방향

•사인의 금지청구제는 공적집행을 주축으로 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공정거래위원
회의 시정조치와 그 기능이 겹치므로 양자의 충돌문제와 중복규제의 위험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제도 설계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

내용·쟁점

•배임죄의 하한 형기를 높여 판사의 재량을 통한 집행유예 선고를 불가능하게 하려
는 법안 발의
•기업인에 대한 특별사면을 제한하기 위하여 특가법상의 범죄에 대하여 징역형 형기
2/3을 채우지 못하거나 집행유예 중인 경우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을 제한하는 사면
법 개정 법안 발의

평가

•획일적으로 법관의 양형재량권을 제한할 경우 개별 사건에서의 특수상황을 고려하
지 못해 오히려 법적 정의에 어긋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재벌 총수에 대한 법집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특경법 발의안은 입법의 원래 취지와
달리 일반 국민에 대한 과도한 제한을 발생시
•기업인 범죄에 대한 사면 제한을 위해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
에 보장된 대통령의 권한에 대한 과도한 침해

정책방향

•법관의 양형재량권을 인정해 주면서 양형원칙과 양형기준 및 양형조사방법과 절차
를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임
•대통령의 결단으로 법의 경직성을 완화하여 사회정의 실현과 국민통합을 위한 수단
이 될 수 있도록 사면제도가 운용되어야 할 것이다.

내용·쟁점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사실상 폐지하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6월 25일 국회 본회를 통과
•검찰총장을 포함하여 고발요청권을 가진 감사원장, 조달청장, 중소기업청장이 공정
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총장에게 고발해야 함.

평가

•전속고발권 폐지 논의에 앞서 우선적으로 검토했어야 할 것은 私的인 대중소기업간
계약관계를 규제하는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유형과 하도급법, 대규모유통
업법 등의 위반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여부
•경쟁제한행위가 아닌 이러한 불공정거래행위들에 대해 형벌이라는 극단적 제재수
단을 부과하는 나라는 없음.

정책방향

•현행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형벌규정을 비범죄화해 나가야 할 것임.

법집행 전속고발권
및 제재
사실상
강화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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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장기적이고도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체질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고용창출과 근로자 보호라는 두 개의 장기적 목표가 상호 배치되는 목표가 아님을 인식하고
두 목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이 모색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국회에서는 고용위
축이라는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강제적 규제를 통해 근로자 보호를 달성하고자 새로운 법안들
을 심사 중이다. 이처럼 강제적 규제에 의한 근로자 보호는 다행히 현재의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근로자에게는 보호를 제공할 수 있지만 각종 부작용으로 인해 고용이 위축되면서 기존의
일자리를 잃거나 고용기회마저 잃게 되는 근로자를 보호할 수는 없다. 본 보고서는 고용창출
과 근로자 보호라는 두 개의 장기적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는 관점 하에서 노동시장과
관련된 2013년 입법동향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현재 논의되는 입법안들의 문제점과 예상되는
부작용을 점검함으로써 정책적 시사점과 제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2014
년 노동시장의 정책 및 입법동향을 전망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분석을 통해 현재 논의되
고 있는 각종 법안과 정책들이 일자리 창출 및 근로자 보호에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여부를 검
토하고 성장친화형·갈등해소형 합리적 노동시장 확립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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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에는 노동시장제도 및 질서에 변화를 초래하고 기업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
률개정안이 과도하다고 평가될 만큼 많이 발의되었고 일부는 국회를 통과해 시행 중이거나
곧 시행될 예정이다. 특히,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치지 않고 여야 간 정치적 합의에 의해 중간
형태의 대안이 통과되는 경우가 많은 의원발의가 대부분인 점은 우려스러운 측면이다. 이처
럼 의원발의가 급증한 현상은 대선 이후 여야 모두 노동시장의 아젠다를 선점하려는 목적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2013년 동안 여야 간 정치적 대립이 격화되면서 법률개정
안 심의는 정치적 우선순위에서 밀려 아직도 상당수가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이다. 그러나 그
간 국회의 논의과정을 살펴보면 충분한 검토도 없이 경제적 이슈에 관한 법안을 정치적 합의
에 의해 불명확한 중간 형태로 급히 통과시키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2014년에도 노동시장
은 급격한 변화를 앞둔 불확실성 속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노동시장 주요 아젠다 및 세부 주제
아젠다
직접 규제를 통한
근로자 보호

임금 및 근로시간의
강제적 조정
강제적 고용 확대

경영권 범위 제한 및
기타

세부 주제
대표신청시정제도
비정규직 사용업무·사용사유·사용기간 제한
불법파견 직접고용의제
비정규직 차별금지 영역 명시, 사회보험가입률 제고 및 적용범위 확대
최저임금법 개정
통상임금 범위 확대
근로시간 단축
법정정년 도입 및 연장
청년의무고용할당제 및 스펙타파
고용영향평가제도 강화
정리해고 요건 강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
노동위원회법 개정
노사정위원회법 개정
노동조합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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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3년 노동시장 입법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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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논의된 발의안들을 크게 분류할 경우 아래와 같이 직접 규제를 통한 근로자 보호,
임금 및 근로시간의 강제적 조정, 강제적 고용 확대, 경영권 범위 제한 및 기타 아젠다로 구
분이 가능하다.

① 직접 규제를 통한 근로자 보호

2013년 논의된 발의안 중에서 직접적인 규제를 통해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법률안들은 크
게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거나 비정규직의 사용을 제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
부분의 경우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이미 부작용에 대한 우려는 높은 상황
이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사용사유제한 도입·사용기간 단축·현행 기간제한의
예외사유 축소, 파견근로자에 대한 사용업무·사용사유제한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들
은 비정규직의 사용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는 법안으로 일자리 창출 능력의 감소와 기업경
쟁력 약화가 우려된다.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적절한 규제를 통해 근로조건을 보호하
되,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비정규직의 사용 자체를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불법파견을 직접 고용 의제하는 규제의 재도입은 현행 우리 파견법이 이미 포지티브 방식
으로 파견근로를 규제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비교법적으로 과도한 규제라고 판단된다. 또한
이 규제는 사업주의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도
위배될 여지가 있어 위헌적 소지를 내포하고 있다. 파견근로의 긍정적 기능을 인정하고, 파
견법의 목적대로 인력수급의 원활을 달성할 수 있도록 파견근로 사용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
는 완화하되 파견근로자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불합리한 차별은 금지하여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급단체가 차별시정제도의 권리구제절차에 관여 할 수 있도록 하는 대표신청시정제의 경
우 정치적 목적의 개입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노사관계의 악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따
라서 정부의 대리소송제도 강화를 추진하거나 소송법상 대리 가능 범위를 행정절차 대행, 행
정 및 소송비용 부담 정도에 국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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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비정규직 차별금지 영역을 구체화하는 법안의 국회 통과로 인해 2013.9.23.부터 비
정규직에 대해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는 영역을 임금, 정기상여금·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
로 지급되는 상여금,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
으로 구체화·세분화한 개정안이 시행 중이다. 그러나 시간선택제의 확산이 예상되는 현 시
점에서 근로시간비례보호 원칙이 적용되는 영역과 차별금지가 적용되는 영역의 구분에 대한
논의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고용창출 유인의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근로자 보호도 개선하여
제도 도입의 취지를 살릴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기업 규모와 산업별 특성을 고려하면서 점진
적으로 정책을 추진하여야 노동시장 유연성 및 고용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으면서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임금 및 근로시간의 강제적 조정에 관한 논의 중 2013년에 입법화된 사항은 없다. 그러나
2013년 동안 가장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이런 이유로 2014년에 입법화될 가능성이 가
장 높은 부분 중 하나이다. 우선 통상임금의 범위에 관해서는 2013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
체 판결로 인해 정기상여금은 지급 기간과는 무관하게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갖출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되게 되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노동비용이 크게 증가하고 고용과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편,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근거로
일정 조건이 충족될 경우 그간 노사합의 유효성을 제한적으로 인정하였다. 따라서 앞으로 신
의성실의 원칙 적용 여부를 두고 또 다시 논쟁이 커질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우선
적으로 임금체계를 단순·명료화하는 작업을 수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여 주당 근로한도시간을 52시간으로 축소하는 각종
법률안이 발의되었다. 그러나 이들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임금 감소분의 보전 문제, 기
업 및 국가 경쟁력 약화,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지 못할 가능성 등의 쟁점 사항을 내
포하고 있다. 이들 법안은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단기적으로 이익보다 비용을 크게 발생
시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당정협의를 통해 급히 처리하기보다는 임금보전 문제, 시간당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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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성 향상을 위한 방안, 임금체계 개선을 통한 노동시장 유연화 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
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근로시간 저축제,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 확대 등도 이루어져야 한다.
최저임금의 인상에 대한 논의는 통상임금에 대한 논의로 인해 큰 주목을 받지는 못했다. 그
러나 최저임금을 근로자 평균임금의 50% 수준으로 인상하고 최저임금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동행정과 근로감독을 통해 사전적 조치를 취하는 것과, 노사관계 대표자의 공익위원
추천 참여를 통해 최저임금 결정방식을 개선하는 법률안도 발의되었다. 우리나라 경제 전체
를 대상으로 하여 일괄적으로 최저임금을 설정할 경우 임금경직성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 그
리고 근로자 평균임금의 50% 수준으로 최저임금 수준을 인상할 경우 최저임금 적용대상 근
로자가 지나치게 많아지게 되면서 오히려 최저임금제의 실효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 따라서
최저임금제 개선을 위해서는 최저임금 인상률 결정에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감안하고,
점진적으로 지역별·업종별로 유연하게 현실화하는 노력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③ 강제적 고용 확대

일자리 창출이 최우선 국정과제로 자리매김한 상황에서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
은 대상이 명확하기 때문에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에도 유리하다. 이런 이유로 인해 2013년
에는 장년층과 청년층의 고용문제가 주요 핵심으로 부상하였고 실제 입법화 과정을 거치게
되었다. 우선 2013년 4월 30일 정년 60세를 의무조항으로 규정하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개정안의 취지는 바람직
하지만 대부분의 기업이 60세 미만의 정년 규정을 갖고 있어 산업현장의 혼란이 매우 클 것
으로 예상되며 특히 단기간 내 기업의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현 개정안에서 60
세 정년이 의무화되었지만 임금체계 개편은 의무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지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 위주로 임금체계가 개편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기업 규모별 임금격차가 더
욱 벌어질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는 우선 정년연장과 함께 임금체계 개
편을 병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는 정년연장 준비기간을 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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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간 연장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 기업의 부담을 완화해 주고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
일 수 있다면, 정년연장은 장기적으로 인력확보 및 잠재성장률 제고 측면에서 보다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한편, 청년고용문제와 관련된 정책으로 청년고용의무할당제와 스펙초월고용촉진제도가 추
진되었다. 청년고용의무할당제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의 일환으로 2014년 1월부터 공공기관
과 지방공기업은 정원의 3%를 청년으로 고용해야 하며 이는 앞으로 3년간 시행될 예정이다.
이 제도는 고학력 청년층의 비중이 큰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실효성을 보이기 어려운 데다
사중손실을 발생시키고 중소기업의 인력수급을 더 어렵게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청년의무고
용할당제를 강제적으로 민간기업으로 확대하는 것은 자제되어야 한다. 또한 최근 개인의 능
력에 대한 객관적 지표가 부재한 상황에서 일괄적으로 채용 과정상 스펙을 감안하지 못하게

있다. 그러므로 직무특성상 필요한 학력과 스펙은 인정하는 동시에 공정한 취업 기회를 주는
도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직무분석과 역량평가 기준과 같은 세부적 논의가 우선
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④ 경영권 범위 제한 및 기타

고용의 안정성을 높이려는 취지로 경영권의 범위를 제한하는 법률안은 고용창출이 최우선
국정과제로 부각되면서 고용위축의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 때문에 2013년에는 본격적으로
논의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2013년 하반기 이후 경영상 정리해고는 ‘사업이 계속될 수 없는
경우’에만 인정하며, 해고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근로자 대표와의 합의를 요구하고 해고회피
노력을 구체화하거나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들이 발의되었다. 이러한 경영상 해고 요건 강화
는 사실상 구조조정을 통한 기업회생을 불가능하게 만들어 입법취지에도 어긋난다. 또한 우
리나라 노동시장의 해고경직성 수준을 세계 189개국 중 네 번째로 높게 만들 전망이다. 따라
서 무분별한 규제강화보다는 현행 경영상 해고 요건을 유지 또는 완화한 상태에서 절차상의
문제를 판례 축적과 지속적인 감시·감독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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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 해고 요건 강화뿐만 아니라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기업
집단 단위에서의 노사협의회를 구성하여 근로자의 경영참여를 확대하는 법안들이 논의 중이
다. 그러나 기업집단 단위의 노사협의회 구성은 기존 사업장 단위의 노사협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하고 노사협의회 운영의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경영 참가 확대보다
는 업종별·기업별 특수성에 따라 현재 실행되고 있는 근참법의 실효성 제고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2013년에도 노동시장을 둘러싼 각종 제도를 수정하기 위한 법률안들이 대거 발의되
었다. 김성태 의원 등 10인은 고용영향평가제도와 관련하여 ‘사전’ 평가제도를 도입하고, 평
가대상의 선정 및 평가결과의 정책 반영 등에 있어 관계 부처의 적극적 역할을 강화하여 고
용영향평가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의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
안하였다. 그러나 개정안 역시 평가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선정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사전고용영향평가 실시를 명시하고, 이와 함께 평가대상을 명확히 한다면 고
용영향평가의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고용에 대한 영향이 비록 미미
하지만 경제적 가치가 높은 사업은 고용영향평가와는 무관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평가대상
선정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2013년에는 노사 간 갈등을 조정하고 사회적 대화를 촉진하기 위해 노동위원회법 및 경제
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의 개정도 논의되었다. 노동위원회의 경우, 독립성 강화, 위원의 전
문성 강화, 단독심판 대상 확대, 화해와 조정 절차 강화 등이 논의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
우 전문성을 축적하는 방식으로 인력 운영시스템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심리를 통한 법
률적 판단보다 화해와 조정 절차를 강화해 안정적인 노사관계 확립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개
선이 필요하다. 한편,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은 사회적 합의기구로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이행평가기능 강화, 논의 의제 다양화, 각 부문 대표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개정
안이 발의된 상황이다. 그러나 논의 의제 확대와 관련하여서는 노사정위원회의 기능이 명확
히 된 이후에, 점진적인 사례의 축적을 통한 확대하는 것이 더 현명한 수순인 것으로 판단된
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노사정위원회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작은 범위 내에서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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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인 결과물을 도출하는데 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한편, 이제 시행된지 2~3년밖에 지나지 않은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및 근로시간면제
제도를 폐지하려는 법률개정안도 추진되었다. 하지만 제도의 폐지는 임금부담 및 교섭비용
증가, 노사 간 형평성 문제 등 부작용을 초래하며 노사관계 선진화라는 법의 취지에 역행할
뿐이다. 또한 여당 역시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법 개정에 적극적이지 않고
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2014년에 재검토하기로 결정한 상황이다. 좀 더 시간을 두고 시
행과정상의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시정하는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 또한 이를 통해 노사관
계의 불안요인을 해소하도록 노력할 필요도 있다.

지난 2013년에는 정치적·경제적 의미가 큰 ‘근로자 보호’ 및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법안 중
상대적으로 상징성이 크고 여야 간 이견이 작은 법안들이 우선적으로 입법화 과정을 통과했
다. 근로자 보호 및 대선 공약의 실천이란 상징성이 큰 비정규직 차별금지영역 명시화는 입
법화되었고, 이로 인해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 영역
이 ‘임금, 정기상여금·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으로 구체화되어 2013.9.23.부터 시행되고 있
다. 그 결과, 예전에는 고용노동부와 초기 노동위원회 판정 사례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
한 차별로 판단되지 않았던 부분, 예를 들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없고 임의적·일회적·
은혜적으로 지급되는 부분도 차별금지 영역에 포함되게 되었다. 비정규직 차별금지 영역의
명시화는 상징성이 크고 비정규직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데 다소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
라 비정규직의 사용업무·사용사유·사용기간을 더욱 제한하는 규제보다는 부작용이 작을 것
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입법화가 추진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우선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법안 중 상징성이 큰 특정 그룹을 대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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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고 파급영향이 상대적으로 작은 법안들도 입법화 과정을 마무리하였다. 우선 장년층의
고용안정을 달성하기 위해 법정정년의 60세 의무화가 입법화되었고 청년일자리를 강제로라
도 늘리기 위해 청년의무고용할당제를 포함한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
여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2014년 1월부터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의무적으로 청년을
고용하게 되었다. 종합해 보면, 2013년에는 대선공약의 실천이라는 관점에서 상대적으로 상
징성이 큰 입법안이 우선적으로 추진되었고, 경기침체로 인한 일자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들 중 상대적으로 부작용이 작을 것으로 예상되고 여야 간 이견의 폭이 작은 법안
들도 우선적으로 처리되었다. 이런 양상에는 정부와 여당의 입장에서 장년층과 같은 기존 정
치적 지지세력을 향한 배려를 제공하고 청년층이라는 신규 지지세력도 확보하려는 정치적
목적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통상임금의 범위와 관련된 논쟁은 2013년에 새로운 이슈로 부상하였다. 특히 지난 2013
년 12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갑을오토텍 사건’과 관련하여 1임금산정기를 초과하여
지급되는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이후 근로기준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현재로서는 여당은 대법원 판결을 감안하고,
실태조사 및 사회적 논의를 거쳐 입법을 추진한다는 입장이고 야당은 통상임금 범위를 확대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이미 발의한 상태이다. 고용노동부는 임금제도개선위원회의 논
의 결과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을 기초로 노사정 협의 등을 거쳐 정부안을 마련할 예
정이다. 그러나 코레일파업과 관련해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원회 논의에 참여하지 않을 것을
밝혔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대법원과 정부의 의견이 반영된 정부안이 마련될 가능성이 크다
고 판단된다.
한편, 일부 법률개정안이 입법화 과정을 거친 것과는 달리 고용위축, 노동시장 경직성 심
화 등 상대적으로 큰 부작용이 우려되고 여야 간 이견대립이 큰 법안들은 입법화 과정을 거
치지 못하고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황이다. 예를 들어, 비정규직의 사용업무·사용사유·사
용기간에 대해 추가적인 제한을 부과하는 개정안과 경영상 해고요건을 강화하고 해고회피노
력을 예시하는 개정안은 고용위축과 노동시장 경직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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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는 정부로서는 적극적으로 나설 이유가 없고 국회 환경노
동위원회 여당 의원들도 정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실익이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입법화에 적극적이지 않다. 한편,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 우려를 표명한 근로시간단축
법안은 사회적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논의가 지속되는 중이다. 그러
나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2013년에
입법화되진 못했지만 2014년에 빠른 속도로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거나 여야 간 이견이 심한 법안 대부분도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 대표신청시정제도는 노동조합과 총연합단체의 소송법상 당사자 능력 및 대리가능
유무와 시정명령의 확대 가능성 유무 및 확대범위가 주요 쟁점이나 근로시간면제제도를 수
정하는 노동조합법개정안에 비해 상대적 중요도가 낮은 편이어서 아직 본격적인 논의조차

이 심한 상태이고, 노동조합법 역시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입법화되지 않고 있다. 그
러나 일부 법률개정안은 경제적 분석보다는 정치적 타협을 통해 빠른 속도로 입법화 과정을
밟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국회 논의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3. 2014년 노동시장 입법 동향 전망
2014년에는 이미 국회를 통과했거나 곧 통과할 것이 예상되는 법안들의 부작용을 최소화
하기 위해 임금체계 개편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예를 들어, 대법원이 지난 12월 통상임
금 관련 전원합의체 판결을 내리면서 임금체계의 단순화를 포함한 임금체계 개편의 필요성
이 부각되었다. 그간 각종 수당과 정기상여금 등으로 임금체계가 복잡해지고 임금과 근로 간
의 연계성도 낮아졌다. 따라서 임금체계의 단순화를 위해 임금체계 개편이 시급한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정년연장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서도 임금의 연공성을 낮추고 임금과 생산성 간
의 연계성을 높이는 임금체계의 개편이 필요한 상황이다. 여기에 더해 정부도 근로시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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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최저임금법 개정은 최저임금의 인상 수준을 두고 여야 간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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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임금체계 개편을 준비하는 중이기 때문에 임금체
계 개편을 둘러싼 논의가 활발히 일어날 전망이다.
한편,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된 법안들도 중점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그간 경영계는 노동
비용의 급증과 경쟁력 약화를 이유로 근로시간의 급진적이고 강제적 단축에 반대하였다. 노
동계도 시간당 임금 인상 없이 근로시간만 단축할 경우 월소득이 감소하고 일자리의 질이 하
락할 것이란 이유로 근로시간 단축에 반대하였다. 그러나, 이제 통상임금의 범위가 확대되면
서 전반적인 임금 수준이 상승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에 노동계가 근로시간 단축에 동의할
가능성이 과거에 비해 커졌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2014년에는 정부가 근로시간 단축을 더
욱 강력히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 뿐만 아니라 대법원은 곧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휴일근로
를 한 경우, 이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여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중첩하여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지을 전망이다. 따라서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된 임금조정 문
제의 관점에서 초과근로에 대한 할증률 산정 문제도 다시 부각될 전망이다. 여기에 더해 정
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확대되면서 임금체계 개편의 관점에서
근로시간 비례보호 원칙과 비정규직 차별금지 원칙 간의 균형을 모색하는 논의도 활발히 이
루어질 전망이다. 그러므로 2014년은 임금체계 개편과 근로시간 단축이 각종 논쟁의 핵심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4. 시사점
이런 상황에서 이제 경영계는 직무개선, 임금체계 개편, 생산성 증대 방안을 보다 적극적
으로 모색해야 한다. 우선, 직무분석을 통해 유연한 노동시장으로의 이동을 준비해야 한다.
임금의 지나친 연공성을 축소하고 장년층에 적합한 직무를 개발하여 장년층 고용 확대가 생
산성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준비해야 하고 장년층의 임금제도 개편을 위한 사내 대화를
강화하여 임금피크제 등 정년연장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를 모색해야 한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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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등 다양한 근로형태를 통해 고용될 청년층의 생산성 향상을 유도해야 한다. 특히, 이
들 청년층이 일정 기간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청년층을 위한 직무 개
발을 통해 생산성 향상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또한 경영계는 임금체계의 단순화 및 임금조정시스템 개발을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 통상
임금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복잡한 임금체계로 인한 노사 간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수당과 상여금을 포함한 임금체계를 단순화하는 작업을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한다.
또한 임금의 성격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임금이 근로 및 생산성과 가지는 연계성을 명확히 하
고, 이를 통해 통상임금 관련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특히, 복잡한 수당체계를
단순화시켜 임금체계의 명확성을 높이면 임금조정의 정당성도 명확해지기 때문에 임금체
계의 단순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임금과 생산성 간의 연계성을 높일 경우 근로자가 수

될 전망이다.
한편, 정부는 임금체계 개선을 위한 여건을 조속히 확립해야 한다. 특히, 임금조정에 대한
불확실성이 클 경우 근로시간 단축 등 각종 새로운 제도가 고용창출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점
을 감안하면 임금체계 개편은 반드시 달성해야 할 목표이다. 우선, 정부는 임금제도 개선의
방향을 설정해야 할 것이다. 기본적으로 직무급의 확산을 준비해야 하고, 이를 위해 민간의
직무분석을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한다. 또한 노동시장의 제도적 유연성을 높여 급격한 제도
변경의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원칙이 합리적이고 유연하게 적
용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한 예이다. 또한 근로자의 재배치 등 기술적 유연성
이 증대할 수 있도록 명확한 직무분석과 이에 근거한 보상체계 확립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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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할 가능성이 큰 임금피크제 개발도 가능해진다. 따라서 2014년은 임금체계 개편의 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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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도입

2013년은 새 정부의 출범과 함께 대선공약의 실천 및 경기침체 극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이
국정과제의 핵심을 이루면서 노동시장 질서에 큰 변화가 진행된 한 해였다. 현 정부와 입법
부는 대선공약의 입법화 과정을 거치면서 2013년 중 ‘근로자보호’ 및 ‘고용창출’을 주요 정책
목표로 삼았고, 이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관련된 일부 노동법률이 개정되고 다수가 개정 추진
중인 상황이다.
우선 국회를 중심으로 ‘근로자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다수의 법률개정안이 상정되어 있고
일부는 이미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 중이거나 시행을 앞두고 있다. 예를 들어, 비정규직 근로
자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고용안정성을 제고시키려는 목적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이 논의 중이다. 이들 개정
안은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 규정을 강화하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용업무·사용
사유·사용기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에 더해,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 제고 및 가입 적용범위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법안들도 논의 중이다. 또한,
『사내하도급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발의를 통해 사내하도급 근로자가 불법파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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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될 경우 정규직 전환을 강제하는 규제를 논의 중이고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제고하려는
목적으로 『근로기준법』의 개정을 통해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하려는 움직임도 2013년에 나타
난 입법동향 중 하나이다.
한편, 현 정부 국정과제의 핵심인 ‘일자리창출’을 위한 각종 법률개정 및 제도개선은 이미
착수되었거나 추진 중이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정년 60세를 의무화하고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통해 청년
의무고용할당제를 이미 도입하였다. 또한 『근로기준법』개정을 통한 근로시간 단축도 강력히
추진할 계획이다. 종합해 보면 2013년은 ‘근로자보호’ 및 ‘일자리창출’과 관련된 각종 법률개
정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되거나 국회를 통과한 한 해였다.
2013년에 국회를 통과한 법률들을 살펴보면 대선공약 추진이라는 관점에서 상대적으로 상

를 이루고 있다. 우선, 근로자보호를 강화하고 비정규직 일자리의 질을 높이기 위해 비정규
직의 차별금지 영역을 확대하고 구체적으로 차별금지 영역을 명시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
하였다. 예를 들어,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영역이 ‘임금 외 그밖의 근로조건’에서
‘임금, 상여금, 성과금, 그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으로 확대·구체화됨으로써 정규직과의
차이를 강제로 축소시키려는 법률개정안 국회를 통과했다. 또한, 장기 침체 속에서 일자리
부족으로 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청년층과 장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개정안도 국회를 통
과했다. 예를 들어, 청년층 일자리 확대를 위해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2014년 1월부터 정
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의무적으로 청년을 고용해야 하는 청년의무고용할당제가 실시될 예
정이고 정년을 60세로 간주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2016년부터 300명 이상의 근로자
를 사용하는 사업장 및 공공기관, 지방공사, 지방공단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종합해 보면,
2013년에는 ‘근로자보호’와 ‘일자리창출’의 관점에서 특정 그룹을 겨냥해 상대적으로 부작용
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법안들이 우선적으로 국회를 통과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추
세를 보면, 대선공약 추진을 통해 기존 지지세력의 결집을 도모하고, 청년층과 같은 새로운
계층의 지원도 유도하려는 정치적 목적과 장기침체 속에서 과도한 규제는 부작용만 초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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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수 없다는 경제적 고려가 함께 반영될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한편, 2014년에는 국정과제의 핵심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 관련 법안이 주로
논의되고 고용결정에 관한 직접적인 규제 강화도 집중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우선 현 정부
는 근로시간을 단축할 경우 일-가정의 균형을 달성할 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산입하여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68
시간에서 52시간으로 축소하는 개정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이 법안은 여러 부작
용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일자리도 만들 수 있는 법안으로 여겨
지고 있기 때문에 2014년에는 최우선 과제로 추진될 전망이다. 또한, 경기침체기 중 고용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노동력 사용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도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예
를 들어, 다양한 형태의 부작용이 예상되지만 비정규직의 사용업무, 사용사유 및 사용기간에
대한 추가적인 규제를 통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고 고용안정성을 제고하려는
법안들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또한 사내하도급과 파견의 구분이 모호해지면서 정
상적인 사내하도급이 불법파견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불법파견의 정규직
전환을 의무화하는 법안도 집중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여기에 더해, 고용창출에 상당한 부
작용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하여 해고를 보다 어렵게 만듦으로써 고
용의 안정성을 높이려는 접근도 추진될 전망이다.
‘근로자 보호’ 및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법안 이외에도 노동비용의 직접적인 증가를 초래
할 각종 현안들이 산재해 있다. 우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통상임금의 범위가 확대되
면서 각종 수당, 퇴직금 및 사회보험료 부담 등이 증가하고, 통상임금 관련 소송이 급증할 것
으로 전망된다. 또한, 입법부를 중심으로 통상임금의 정의와 범위를 대법원 판결과 유사하게
바꾸기 위한 노력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불법파견에 대한 직접고용의무가 직
접고용의제로 변경될 가능성도 크다. 이 경우 사내하도급의 정규직 전환 요구가 증가하면서
노동비용도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그 외, 다양한 형태의 간접고용을 모두 금지하는 법안마
저 논의되고 있는 중이어서 노동비용의 급증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증가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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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노동시장 주요 아젠다 및 세부 주제
아젠다

세부 주제
대표신청시정제도

직접 규제를 통한 근로자 보호

비정규직 사용업무•사용사유•사용기간 제한
불법파견 직접고용의제
비정규직 차별금지 영역 명시, 사회보험가입률 제고 및 적용범위 확대
최저임금법 개정

임금 및 근로시간의 강제적 조정 통상임금 범위 확대
근로시간 단축

강제적 고용 확대

법정정년 도입 및 연장
청년의무고용할당제 및 스펙타파
고용영향평가제도 강화
정리해고 요건 강화

경영권 범위 제한 및 기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
노동위원회법 개정
노동조합법 개정

본 보고서는 노동시장과 관련된 정책 변화를 4개의 아젠다로 구분해 현황 및 문제점을 살
펴보고 정부 및 기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우선, 현재 논의 중인 각종 법률개정
안 및 제도개선안은 표와 같이 크게 4가지 아젠다 및 세부 주제로 구분이 가능하다.
장기적이고도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체질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고용창출과 근로자 보호라는 두 개의 장기적 목표가 상호 배치되는 목표가 아님을 인식하고
두 목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이 모색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국회에서는 고용
위축이라는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강제적 규제를 통해 근로자 보호를 달성하고자 새로운 법
안들을 심사 중이다. 이처럼 강제적 규제에 의한 근로자 보호는 다행히 현재의 일자리를 유
지할 수 있는 근로자에게는 보호를 제공할 수 있지만 각종 부작용으로 인해 고용이 위축되면
서 기존의 일자리를 잃거나 고용기회마저 잃게 되는 근로자를 보호할 수는 없다.
본 보고서는 고용창출과 근로자 보호라는 두 개의 장기적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는 관점 하에서 현 노동시장과 관련된 세부 주제별로 2013년 정책동향 및 외국 입법사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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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현재 논의되는 입법안들의 문제점과 예상되는 부작
용을 점검함으로써 정책적 시사점과 제안을 도출하고, 2014년 노동시장의 정책동향을 전망
하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분석을 통해 현재 논의되고 있는 각종 법안과 정책들이 일자리 창
출에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여부와 근로자 보호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여부를
검토하고 성장친화형·갈등해소형 합리적 노동시장 확립에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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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비정규직 차별금지 및 사용제한

가) 정책 동향

1997년 IMF를 계기로 노동유연성이 높아진 이후 비정규직 사용과 관련해 일부 남용과 차
별 사례가 발생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정부는 2011년 9월 비정규직 종합대책과 11월 고용
형태에 따른 차별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비정규직 보호 관련 사항을 보완·강화하고자 했
다. 하지만 노동계는 ① 제한된 정보로 인해 근로자 개인이 차별인지(認知) 여부 및 차별내용
파악이 쉽지 않고, ② 시정조치로 개인이 얻는 이익에 비해 부담비용이 너무 크며, ③ 사용자
보복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현행 차별시정제도에 실효성이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서
노동조합이 차별시정제도의 권리구제절차에 관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구하게 되었는
데,1) 이것이 대표신청시정제도다.

1) ‘비정규직 차별에 대한 집단적 권리구제절차의 도입 가능성 및 유용성에 관한 연구’, 법무법인 바른, 노동부 용역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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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신청시정제도와 관련해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의안은 현재 총 5개이며 현재 모두 소위
원회 심사 중에 계류되어 있다.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간제법 개정안(의안번호
14번)과 파견법 개정안(의안 번호 15번), 민주당 박지원 의원의 기간제법 개정안(의안번호 21번), 통합

진보당 심상정 의원의 기간제법 개정안(의안번호 468번), 그리고 민주당 은수미 의원의 파견법
개정안(의안번호 647번) 등으로 모두 2012년에 발의된 의안들이다. 근로자가 차별 인정을 받았
을 때 동일 조건의 비정규직 근로자 모두에 대해 차별을 개선토록 하는 내용으로 약간의 차
이는 있지만 그 취지는 대동소이하다. 다만 이한구 의원안은 기간제 근로자가 지정을 할 경
우 즉 대리나 위임을 전제로 한 것인 반면, 그 외 개정안들은 해당 근로자 외에 해당 근로자
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 그 노동조합을 구성하는 연합단체, 그리고 그 연합단체를
구성원으로 하는 총연합단체에 차별시정 신청권을 부여함으로써 당사자 지위를 부여하는 내
용이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 등이 대리가 아닌 당사자가 되는 것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대리가 되어야 하는것이 법률적으로 맞다는 판단을 제시한 바
있다.2)

나) 외국의 입법사례

외국의 차별구제제도를 살펴보면 프랑스의 경우는 노동조합이 차별피해자의 암묵적 위임
만 있으면 차별구제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노동조합은 일정한 조건의 경우 개별
근로자를 대신하여(해당 근로자의 묵시적 승인으로 족함)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이러한 대체소송
은 특히 취약한 지위 내지 상황에 처한 근로자가 그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기본 목
적이 있다. 하지만 미국, 영국, 독일 등의 국가에서는 ‘고용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생
각하는 사람’ 등으로 한정함으로써 대체소송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3)

2) 제315회 국회(임시회) 제4차 법안심사소위(환경노동위원회)/2013.4.22
3) 박선영 외(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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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문제점과 평가

차별신청시정제도의 변경에 대해서는 노동조합과 총연합단체의 소송법상 당사자능력 및
대리가능 유무와 시정명령의 확대 가능성 유무 및 확대범위가 주요 쟁점이라고 할 수 있다.
노동조합 혹은 이를 구성원으로 하는 총연합단체 대표자가 당사자의 소송법상 대리인으로
차별시정 신청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더욱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 특히, 차별시정 신청자
의 대리인으로 승인하는 단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승인 과정에서 생길 수 있
는 정치적·사회적 갈등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동일한 조건에서 근
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까지 시정명령을 확대 적용할 경우 ‘동일한 조건’을 규정하는 데에 비
교범위가 명확히 규정돼 있어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시정명령이 확대 적용되는 데에 법
적 해석이 달라져 법률적·경제적 불확실성만 야기될 것이다.

청으로 인해 개별 비정규직 근로자의 부담비용과 행정부담이 감소해 비정규직 차별시정조치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동일 조건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까지 시정명령이
확대됨으로써 사업주로서는 시정명령 이행부담이 커짐에 따라 차별행위에 대한 예방 효과도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해당 비정규직 근로자를 대표할 수 있는 적격 대표자의 구체적 범위
가 설정되지 않을 경우 대표신청시정제도의 남용 사례가 늘어날 수도 있음을 명시해야 한다.
즉, 가입한 노동조합이나 총연합단체가 비정규직 근로자의 이익을 대표하지 않거나 활동목
적이 근로조건의 유지 및 향상과 관련이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상급단체로 갈수
록 정치적 목적에 의한 차별시정 요구가 늘어나면서 근로자 개인의 자기 결정 원칙이 집단적
전략에 의해 부분적으로 훼손 또는 제한될 수 있다4)는 문제점도 유념해야할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시정명령의 확대와 관련해 동일 조건에 대한 해석이 이해당사자에 따라 상
이할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효력확대 조치에 대한 예상 밖의 큰 반발을 일으킬 수 있다. 특
히, 동일한 조건 해당을 주장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시정명령 적용확대에 부담을 느

4) 박종희,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 제도의 쟁점 검토” 조정과 심판(제34호), 중앙노동위원회(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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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논의되는 형태의 차별신청시정제도가 도입된다면 조합 혹은 연합단체의 차별시정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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낀 기업들의 비정규직 근로자 고용 축소 가능성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관점과 현재 비정규직
고용 근로자의 고용안정이라는 관점에서 상당히 우려되는 부작용 중 하나다.

라) 정책 방향

따라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차별시정에 노동조합을 주체로 하는 단체소송 도입의 경우 법
령에 그 적격을 갖는 대리 소송자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특히, 노동조합의 소
송법상 대리기능 허용은 안정적 활용 여건이 조성되면 순기능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 하지
만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노동조합 연합체 또는 총연합체가 대리 기능을 수행할 경우
근로조건 유지 및 향상과 무관하게 정치적 목적에 의한 개입 여지가 크다. 그러므로 근로자
보호와 고용유인 유지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비정규직 차별시정 제도의 실효성 강화 대안으
로 정부의 대리소송제도 강화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5) 우리나라에서도 비정규직 차별
시정제도를 강화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차별시정명령에 불복하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경우
노동위원회에서 현재 중노위 법무지원팀에 근무하는 변호사 2명 이외에 외부의 전문변호사
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노동위원회
의 차별시정명령이 확실히 이행되도록 하는 관행을 정착시켜 나갈 수 있다. 또한, 노사관계
안정화를 전제로, 근로조건 개선에 더욱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해당 노동조합의 대리기능을 제
한 허용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하지만 소송법상 대리 가능 범위를 행정절차 대행, 행정 및
소송비용 부담 정도로 명시적으로 제한해 정치적 목적의 개입 여지를 줄이는 보완책이 필요
하다. 한편, 총연합체의 대리기능 허용은 아직 역기능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시기상조라 판
단된다. 또한, 확정된 시정명령의 효력확대 적용은 남용 가능성이 높으므로 노사관계 불안정
성을 초래할 여지가 크다. 여기에 효력 확대 적용범위 논란이 지속해서 발생할 가능성도 높
아 법의 안정성 측면에서도 상당한 부작용이 예상된다. 결과적으로 시정명령 효력확대를 도
입하는 것은 당분간 보류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5) 이성희 (2012),“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한국노동연구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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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정규직 사용업무·사용사유·사용기간 제한

가) 정책 동향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개정안 중 비정규직의 사용업무·사용사유·사용기간 제한과 관련해
2012년에 발의된 법안으로는, 2012.5.30. 박지원 의원 외 126인 발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
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 2012.7.3. 심상정 의원 등 13인 발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2012.7.12. 은수미 의원 외 126인 발의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이 있고, 2013년에 발의된 법안으로는
2013.11.11. 한정애 의원 등 11인 발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 9)이 있다.

현행법

•사용기간 제한 : 총 2년

개정안 내용
박지원 의원 발의 :
•사용사유제한 방식 도입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삭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 일정한 경우에 2년을 심상정 의원 발의 :
•사용사유제한 방식 도입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음
등에 관한 법률」 관련
•사용사유에 대한 규제는 없음

•사용기간(총 2년->총 1년) 축소
한정애 의원 발의 :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 중 일부 삭제

•파견기간 제한 : 총 2년
•파견허용업무 32종 열거(포지티브 방식)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
•파견허용업무가 아니더라도 일정한 사유가
률」 관련
있을 시 임시적 파견 허용
•절대적 파견 금지 업무열거

6)
7)
8)
9)

의안번호 1900021
의안번호 1900468
의안번호 1900647
의안번호 1907703

은수미 의원 발의 :
•파견 사용업무 및 사용사유 축소
•제조업의 생산 공정업무를 파견 절대금지업무
로 규제
•파견과 도급의 구별기준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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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비정규직보호법 개정안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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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 이들 개정안 중 우선 기간제 근로 규제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박지원 의
원 외 126인 발의 일부개정법률안은 기간제 근로자로 정해진 사유(출산·육아, 질병·부상, 휴직 등으
로 인한 결원 대체의 경우, 계절적 사업의 경우, 일정한 사업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의
사정으로 자신의 의사에 따라 기간을 정한 경우,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복지 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
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그 밖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가 있는 경우에

만 사용할 수 있다고 하여 사유제한 방식을 도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현행 ‘사
용 기간 제한의 예외규정(2년을 초과하여 사용가능한 경우)’을 삭제하고 사용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
는데도 불구하고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
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음으로 심상정 의원 등 13인 발의 일부개정법률안 역시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을 원칙적
으로 제한하고, 1) 근로자의 출산·육아 또는 질병·부상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결원을 대체할
경우, 2) 계절적 사업의 경우, 3) 일정한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만 예외적
으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유제한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또한 기간제 근로
자를 사용할 수 있는 사용기간도 현행보다 단축시켜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기간을 1년으로 하
고, 사용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사용사유가 해소된 뒤에도 사용하거나 1년을 초과하여 근로
를 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한다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정애 의원 등 11인 발의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
중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
리를 제공하는 경우’ 부분이 공공부문에 종사하고 있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배제할 우
려가 있다고 보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사유에서 위 두 가지 사
유를 삭제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파견근로] 한편 파견근로규제와 관련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은수미 의원 외 126인 발의 일
부개정법률안은,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기술을 요하는 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로 축소하고, 이에 해당하는 업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출산·육아 또는 질병·부상 등으로

Part.3 정책리스크 노동 ┃ 219

인하여 발생한 결원을 대체할 경우’, ‘계절적 사업의 경우’, ‘일정한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
간을 정한 경우’라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하여 근로자파견
에 있어 사용업무와 사용사유를 모두 엄격하게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불법파견 근
절을 위해 제조업의 생산 공정업무를 애초에 파견 사업이 절대 금지되는 업무로 규정하고 파
견과 도급의 구별 기준을 개정안에서 구체적으로 설시하고 있다.
위 개정안들의 내용을 정리하면,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새로운 사용사유제한 도입·사용기
간 축소·현행 기간초과 사용사유 축소 및 파견근로자에 대한 사용업무·사용사유 규제 강화
로 요약될 수 있다.

나) 외국의 입법사례

간제 근로 지침’을 통해 각 회원국이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수단으로서 기간제 근로활용에 대
해 재량으로 입법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기간제 근로 남용 방지를 위해 회원국들로 하
여금 1) 사유제한 2) 계약 총 기간 제한 3) 반복 갱신 횟수 제한 중 하나 이상의 규제를 도입하
도록 의무화하였다.
독일은 현재 사유제한방식을 선택하여 기간제 근로의 사용 사유를 법률에 열거하였으나,
신규고용의 경우에는 사유제한 없이 2년의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를 자유롭게 체결할 수
있고,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 횟수 또는 기간제 근로의 최장 기간은 단체협약으로 기간제법
과 다르게 규정할 수 있다. 또한 기업 설립 후 최초 4년 이내에는 위의 사유 없이도 최대 4년
까지 기간제 근로계약이 허용되며,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관계의 개시 당시에 만 52세에 달하
였고 또한 기간제 근로의 개시 직전 최소 4개월간 사회법전상의 실업상태에 있었고 실직지
원급여(기업의 구조조정으로 인해 실직하게 되는 자에게 지급되는 지원급여)나 공공근로에 참여했던 경우에는
위의 사유 없이도 최대 5년간 기간제 근로계약이 허용된다.10)
프랑스에서는 기간제 근로가 법정화 된 경우(일시적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질병, 출산, 휴가 결원의 대체
등의 경우와 근로자의 대체, 업무의 일시적 증가, 일시적 성격의 업무, 복리 목적의 기간제의 경우)에만 허용되기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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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 우선 외국의 기간제 근로 관련 규제를 살펴보면, 유럽연합의 경우 1999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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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유럽연합 국가와 비교하면 매우 제한적인 범위에서 기간제 근로가 사용된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최근 높은 실업률 때문에 기간제 근로를 노동 시장적 관점에서 재검토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11)
최근 일본은 2013년 11월 외국자본유치를 위한 각종 규제완화의 일환으로 노동계약법상 5
년이었던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일본 노동
계약법은 2013년 4월부터 기업이 기간제 근로자를 5년 이상 고용할 경우 근로자가 희망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토록 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은 이에 더 나아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을 10년으로 연장하는 것이며 이러한 내용은 외국자본유치를 위한 국가전략특구에서만 시행
되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파견근로] 다음으로 파견근로와 관련한 외국 입법례를 살펴보면, 우선 유럽연합의 ‘파견
근로에 관한 유럽연합지침’에서는 공익적 사유(파견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경우, 산업안전보호 및 일자리
안전에 대한 요구가 있는 경우, 노동시장의 원활한 기능을 보장하고 파견근로의 악용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등)가

있는 경우에만 파견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유럽연합 회원국들
은 이 유럽연합지침을 바탕으로 파견근로를 규제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파견 사유의 제한
이 없으며 파견 대상 업무를 제한하지는 않으나 영리 목적으로 건설업에 파견하는 것은 금
지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파견 대상 업무에 특별한 제한은 없으나 상시적 업무에 대한 파견은 금지하
고 있고 파견 사유와 관련하여서는 부재중인 근로자 또는 근로계약 정지 중인 근로자의 대체,
기업 업무의 일시적 증가, 계절적 성격의 고용 등 법률에 열거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파견을 허용하고 있다.

10) 권혁, “독일 기간제 근로관계법의 운용현황과 입법 정책론적 평가, 강원법학, 2012.” 에 따르면 독일의 경우 기간제 사용사유가
요구되지 않는 예외의 적용 대상과 범위가 넓어 과연 원칙과 예외의 관계로 파악할 수 있는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으나 여하튼 독
일 기간제법 체계가 명문을 충분히 살리면서도 고용 정책적 필요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함.
11) 남재량·김영문·오계택, “기간제 노동시장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11.”를 참조하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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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는 선원, 항만운송, 건설, 경비, 의료 자격 소지자만 할 수 있는 업무 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2003년 개정으로 제조업 파견금지도 해제됨)에서 파견을 허용하고 있으며, 파견 사유에는 제
한이 없다. 다만 기간제한과 관련해 26개의 전문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무기한으로 파견이 가
능하나, 그 외 업무는 최장 3년까지만 파견근로사용이 가능하다. 그런데 최근 일본 후생노동
성은 근로자파견에 대한 규제 완화를 목적으로, 26개의 전문적인 업무와 그 외 업무의 구분
을 철폐하고 3년의 파견근로자 사용 상한을 두되 3년의 기간 만료 후에도 과반수 노조로부터
의 의견을 청취한 경우 3년 단위로 근로자를 교체함으로써 동일 업무에 계속해서 파견근로
자 사용이 가능하도록(단 이러한 규제는 60세 이상의 고령자와 파견업체에 무기고용된 파견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아 이들은 동일한 파견처에서 무기한 파견이 가능함)

파견법 개정을 추진 중이며 2014년 3월 말까지 정

기국회에 이러한 내용의 개정안이 제출될 예정이다.

되나 그렇다 하더라도 비정규직 사용을 원천봉쇄하거나 전방위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아니
다. 우리와 법체계가 유사한 일본의 경우 최근 오히려 기간제 근로와 파견근로에 대한 규제
완화를 통해 고용시장의 유연성을 높여 성장 동력으로 삼으려 하고 있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다) 문제점과 평가

현재 우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들은 사용업무제한·사용사유 제한·기간 제한을 두어,
즉 입구와 출구 모두를 규제하여 비정규직의 사용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개
정안들이 통과된다면 사용사유 제한으로 인해 신규 구직자 및 실업자의 취업 기회가 줄어드
는 등 전체 일자리 창출 능력이 감소하고 종래 기간제 근로자 등이 담당하던 업무를 도급이
나 외주화 등을 통해 수행함으로써 근로여건이 더 열악한 근로자가 증가12)할 수도 있다. 특히
파견의 경우, 불확실한 경제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또는 성질상 파견근로의 활

12) 2012.7.3. 심상정 의원 등 13인 발의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 법안에 대한 환경노동위
원회 검토보고서 17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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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외국 입법례를 살펴보건데 비정규직의 남용을 경계하고 차별을 금지하는 경우는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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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이 불가피한 업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파견 대상 업무를 축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
으며, 현재도 파견근로자 보호를 위한 규제가 강한데 파견사유까지 제한하면 일자리 창출 여
력이 감소하고 제조업 생산 공정 업무의 경우 예측하지 못한 결원이 발생하거나 계절적 요인
등으로 인력 수요가 발생한 경우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가 없어 기업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13)

라) 정책 방향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들을 살펴보면, 우리 노동법제에 대한 고민들은 아직도 비정
규직 철폐와 무조건적인 정규직화에 머물러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다른 국가들은 비정
규직 근로를 고용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고 점차 직접고용을 고용의 원칙적 형태로 보는 법
적 기반은 상실되고 있다.14) 유럽연합 파견근로지침 제2조는 파견근로지침이 두 가지의 목적
을 추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파견근로자에 대한 평등대우원칙을 통해 파견근로자의 근
로조건을 보호함과 동시에 유연한 인력운용을 가능케 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근로형태를
유연화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또한 독일 단시간 및 기간제 근로에 관한 법률 제1조는 ‘이
법률의 목적은 단시간 근로를 촉진하고, 기간제 근로계약의 허용요건을 정하며, 단시간근로
자와 기간제 근로자의 차별을 방지하는 데 있다’라고 동법의 목적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역
시 무조건적인 비정규직 철폐를 목적으로 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 파견법 제
1조도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복지증진과 인력수급 원활을 동시에 그 목적으로 하고 있고,
기간제 근로 규제와 관련해서도 독일과 우리나라의 기간제법이 합리적 사유 없이도 총 2년
까지는 기간제 계약이 가능하다는 면에서는 유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경우 기간
제법 제정은 고용의 촉진 및 고용의 유연화를 의미한 반면, 우리나라의 기간제법은 고용의 경
직화를 가져와 기간제 근로자의 대량해고를 초래했다. 이는 법 제정 전 상황과 기간제법이 근
로 관계 당사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없이 단순히 기간제 근로의 정규직 전환, 차

13) 은수미 의원 외 126인 발의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환경노동위원회 검토보고서 14면 참조.
14) 이정, 일본 파견법상의 고용의무조항에 대한 고찰, 노동법 포럼 제9호, 노동법이론실무학회,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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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금지라는 ‘이상’만을 추구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역효과15)라는 분석은 비정규직에 대한 무조
건적인 규제 법안이 넘쳐나는 우리 국회가 새겨들을 만한 지적이다.
따라서 우리도 유연안정성의 입장에서 비정규직에 대한 정책방향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금지와 지나친 남용 규제를 통해 비정규직의 근로조건을 보호하되, 노
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숨통도 동시에 마련해야 할 것이다. 독일에서 52세 이상의
고령자의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사용사유가 없더라도 5년간 기간제 사용을 가능케 하여 고
령근로자의 취업기회를 촉진시키는 것처럼, 노동시장의 다양한 구성원들의 다양한 현실을
염두한 보다 정치한 정책이 요청된다.

가) 정책 동향

구 파견법 제6조 제3항은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
는 경우에는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파견근로자의 명시적 반대 의사가 없는
한 그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관련 조항은 지난 2007년 7월
법 개정으로 삭제되고 현재 직접고용의무로 개정되었지만, 법 개정 전에 2년을 넘겨 근무한
파견근로자들에게는 여전히 효력이 발생16)하고 있고 이 조항에 대해서는 현재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를 심리 중17)이어서 여전히 실무상 중요한 쟁점이다.
또한 국회 계류 중인 개정안 중 2012.7. 12. 은수미 의원 외 126인 발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용사업주가 파견사업의 허용업무 및 사유제한·사용기

15) 조성혜, 기간제 근로계약의 무기계약 전환, 무엇이 문제인가, 한국노동법학 제25호, 한국노동법학회, 2007.
16) 2007년 구 파견법상 ‘고용 간주’는 ‘고용 의무’로 법 개정되었으나, 개정 이전에 2년 이상 근무한 파견 근로자들이 이 조항을 근거
로 원청업체를 대상으로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 등을 잇달아 제기한 상황임.
17) 헌법재판소 2010헌바474 사건명 구 파견 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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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불법파견 직접 고용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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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제한을 위반한 경우 등 불법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경우에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즉 개정안에서는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의 직접 고용관계 성립을 의제하고 고용의제사유를 일부 추
가하였음)하고 이 경우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을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한 근로조건으로 하는 것이어서, 구 파견법 제6조 제3항에 대한 헌법재판소
심리 결과와 맞물려 고용의제 조항으로 회귀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나) 외국의 입법사례

우리 구 파견법 제6조 제3항과 유사한 규정은 독일과 일본의 규정을 들 수 있다. 독일 근로
자파견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사업주가 허가 없는 파견사업주로부터 근로자 파견을
받는 경우 파견근로자와 사용사업주 간에 직접근로관계가 성립되는 것으로 법률상 간주함으
로써 사용사업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일본의 경우 개정 파견법이 2012년
4월 공포되었는데, 사용업체가 위법파견(금지업무, 무허가파견회사, 위장파견, 파견사용기간 초과하여 사용)
임을 알면서도 파견근로자를 사용 시 위법상태가 발생한 시점에 사용업체가 파견근로자에
대해 근로계약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규정은 공포 3년 후인
2015년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런데 위 독일과 일본의 입법사례는 우리 구 파견법 제6조 제3항 및 2012.7. 12. 은수미 의
원 외 126인 발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모두 어느 정도 차이
점을 보이고 있다. 우선 독일 파견법의 해당 조항은 무허가 파견의 경우에만 직접고용간주 효
과를 부여하며, 간주된 때의 근로관계의 내용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고, 일정한 경우에 고용
간주된 근로관계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일본 개정 파견법에서 도입된 ‘직접고
용신청간주제도’는 사용 기업이 일정한 위법행위를 할 경우 그 시점으로부터 파견 당시의 근
로조건과 동일한 내용의 근로계약을 사용 기업이 신청한 것으로 간주(다만 예외적으로 사용 기업이
위법파견임을 몰랐고 이에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이 간주되지 않는다)하는 것이어서 우리 구 파견법처럼 자

동적으로 근로계약이 성립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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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문제점과 평가

구 파견법 제6조 제3항의 합헌성 및 2012.7. 12. 은수미 의원 외 126인 발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타당성을 차례로 검토해 보면, 우선 구 파견법 제6
조 제3항은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를 배제한 채 근로계약의 체결을 강제하는 것이어서 사
용자측이 갖고 있는 헌법상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근거해 제한될 수 있으나 그 제한은 해당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해서
는 아니 된다. 이에 비추어 판단컨대 구 파견법 제6조 제3항은, 파견법 목적 중 하나인 파견
근로자 고용안정을 고려하더라도 기업 경영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여 과잉금지원칙
에 반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2006년 12월 법 개정을 통해 현재의 고용의무조항으로 개
정된 때의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의 내용을 덧붙이자면, 정부는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이라

무조항을 도입한 것으로 설명하였다고 한다. 즉 고용의무조항은 사용사업주가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 과태료 부과를 통해 이행을 강제할 수 있고, 의무이행소송을 통해 사용
자에게 근로계약 체결을 강제할 수 있어 파견근로자 보호에 충실할 수 있으나, 고용의제조항
은 사용사업주, 파견사업주 및 파견근로자 사이의 법률관계가 명확하지 않고, 사적 자치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사법관계를 법률로 강제하는 문제, 사용사업주가 고용의제를 부정하
여 근로자의 노무제공을 거부할 경우 근로자는 부당해고쟁송으로 시간과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 등의 어려움이 있다고 본 것이다.18)
또한 구 파견법 제6조 제3항은 고용이 의제된 자에 대한 근로조건에 대한 언급이 없어 당
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즉 당해 근로자에 대한 고용기간은 기
간의 정함이 있는 것인지, 근로조건은 사용기업 근로자를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여부 등이 불
명확하다. 이에 대하여 새로 개정된 파견법에서 사용사업주의 고용의무를 정하면서 근로조
건의 내용에 대해서는 사용사업주에 적용되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18) 은수미 의원 외 126인 발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환경노동위원회 검토보고서 19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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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고용의제조항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사적 자치의 원칙을 보다 존중하는 차원에서 고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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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하고 있음을 들어 의제고용관계에서도 사용사업의 근로조건이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
는 주장이 있으나, 이는 당사자의 계약형성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므로 이른바 ‘파견
근로자의 고용안정화’를 목적으로 하는 구 파견법 제6조 제3항의 입법취지를 훨씬 뛰어넘는
과잉해석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19) 일본 개정 파견법과 비교평가를 해보아도, 일본의 경우
‘직접고용신청간주규정’을 도입하면서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본래의 근로조건을 그
대로 유지한 채로 고용관계만 사용사업주로 이전한다고 명확히 하고 있고, 사용사업주가 위
법하게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만 간주규정을 적용함으로써 계약당
사자 간의 합의의 원칙 및 사적자치의 원칙을 최대한 배려20)하고 있다.
한편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은수미 의원 외 126인 발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은 고용의제를 도입하되 구 파견법 제6조 제3항보다 고용 의제되는 사유를 추
가하여 더욱 파견근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사내하청 근로자가 불법 파견근로
자에 해당하여 구 파견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직접고용 의제된다고 판시한 대법원 2010.7.22.
선고 2008도4367판결의 국민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보고서21)에 따르면 직접고용의제에 따른
노동비용 상승으로 해당 근로자의 고용, 근로시간, 고용 가능성 및 근로소득은 감소하며, 정
규직 근로자 임금하락 가능성이 거의 없는 현실을 고려하면 노동비용 상승으로 정규직 고용
감소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 이를 전제로 판단컨대 우리 파견법제의 경직성은 간과한 채 무
조건적인 규제 강화가 진행된다면, 고용조정을 통해 경기변동에 대응해야 하는 자동차 산업
과 조선업 같은 우리 경제 주요 수출산업인 내구재 산업의 경쟁력이 하락하고 이는 우리나라
기업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질 것으로 평가된다.

라) 정책 방향

전 세계적으로 파견근로에 대한 정책 방향은 유연안정성(flexicurity)의 추구로 수렴되고 있다

19) 박지순, 위법파견의 법률효과, 노동법 포럼 제9호, 노동법이론실무학회, 2012.
20) 이정, 일본 파견법상의 고용의무조항에 대한 고찰, 노동법 포럼 제9호 ,노동법이론실무학회, 2012.
21) 변양규, 사내하도급 근로자 직접고용의 경제적 비용과 영향, 정책연구, 한국경제연구원,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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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평가된다. 대표적으로 2008년 유럽연합 파견근로 지침의 제정은 적어도 유럽연합 내에 고
용과 사용의 분리에서 비롯된 파견근로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바탕을 두고 파견근로를 전면
적으로 금지하던 시대는 지났다는 의미22)이다. 앞에서 언급했던 독일과 일본의 경우 우리 구
파견법의 불법파견 직접고용의제와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간과하지 말아야 할 점은 두
국가는 파견근로를, 우리처럼 포지티브 방식으로 파견 업무를 제한하면서 동시에 파견 사용
기간도 제한하는 방식으로 규제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이다. 우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도 유럽연합 파견근로 지침과 마찬가지로 제 1조에서 이 법의 목적으로 ‘근로자파견 사
업의 적정한 운영을 기하고 파견 근로자의 근로 조건 등에 관한 기준을 확립함으로써 파견근
로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 인력수급을 원활하게 함’을 명시하고 있다. 파견
근로가 경제의 유연성을 증대시키고 노동시장을 강화시켜 경제위기라는 과도기적 시기에 많

에 예컨대 독일처럼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복리후생시절 이용보장·최저임금 도입 등
의 모색을 통해 제반 근로조건들이 공평하고 공정하게 마련되게 하여야 할 것이다.

4. 비정규직 차별금지 영역 명시 및 사회보험 가입률 제고·적용 범위 확대

가) 정책 동향

[차별금지] 종전의 기간제법과 파견법에 따르면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 파견근로
자에 대한 차별금지 영역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이라고 규정되어 있었다. 그러다 올해
초 이들에 대해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는 영역을 “임금, 정기상여금·명절상여금 등 정기적
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
항”으로 좀 더 구체화·세분화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23)하여, 2013.9.23.부터 시행되고 있

22) 자세한 내용은, 김기선, 파견근로에 관한 유럽연합지침, 국제노동브리프 2010년 7월호, 한국노동연구원,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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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런데 이미 우리 노동위원회와 법원은 일정한 요건 하에 성과금과 복리후생 등의 차별
을 차별적 처우가 금지되는 영역으로 인정하여 왔다. 따라서 이번 개정의 의의는 고용노동부
와 초기 노동위원회 판정 사례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로 판단되지 않았던 부분, 예
를 들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없고 임의적·일회적·은혜적으로 지급되는 부분도 차별금지
영역에 포함되게 되었다는 데에 있다.
한편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양질의 시간선택제 근로가 도입됨에 따라 이들의 근로조건
설정이 문제되는데, 특히 근로기준법 제18조의 근로시간비례보호 원칙이 적용되는 영역과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차별금지가 적용되는 영역을 어떻게 구
분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시작되고 있다.

[사회보험]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40~50% 수준에 머물러 정규직 근로자
의 가입률에 비해 낮은 현실이다. 특히 영세사업장의 경우 사회보험 가입은 사업주와 근로자
에게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이 현실이고,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가입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이
유도 여기에 있다. 이에 정부는 2012년 7월부터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저소득 근로자에
대해 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그 밖에 국회에는
특수고용직 근로자 등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비자격자들에게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 계류 중이다. 게다가 이번에 도입된 양질의 시간선택제 근로자들도 법률에서 정한 경
우를 제외하고는 본래 단시간 근로자로서 사회보험의 가입 대상인데 역시 그 가입률은 미미
했다. 이에 정부는 양질의 시간선택제 근로를 확대하고자 상용형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신규
로 창출한 중소기업에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고용보험)의 사업주 부담금 100%를 2년간 지원할 계
획이라고 발표하는 등 사회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비정규직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정
책들이 제안되고 있는 상황이다.

23) 의안번호 1903869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의안번호 1903866 「파견 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임.
이 두 개정안은 2013.2.26. 국회 본회의 의결, 2013.3.22. 공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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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외국의 입법사례

[차별금지] 우선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금지영역과 관련해서 살펴보면, 독일 「단시간 근로
및 기간제 근로 계약에 관한 법」 제 4조는 차별금지 대상 내지 균등대우의 영역으로 “임금 또
는 분할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있는 급부”라고 규정하고 있어, 차별금지영역 판단 시 사용자
에게 단체협약·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지급 의무가 있는 급부인지 그러한 의무가 없는 임의
적인 급부인지 무방하게 사용자가 지급하는 급부만으로 족하다는 것이 독일 판례의 입장이
다. 영국의 경우도 「단시간 근로자명령」 제5조 제1항 및 「기간제 근로자명령」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a) 계약조건과 관련하거나 (b) 그 밖에 사용자의 어떠한 작위나 의도적인 부작위에
의해서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어, 단지 그 급부가 사용자에 의해 지급
되고 취업관계와 연관성을 갖는 것이면 충분하다고 본다고 한다.24)

를 가진 급부 등은 비교 가능한 전일제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대한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시간
의 비율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최소한 보장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프랑스는 단시간 근
로자에 대한 차별금지 및 동등대우의 보장을 두 가지 차원에서 규율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지
위에 있어서의 동등대우의 보장과 임금에 있어서의 비례보호원칙이라고 한다. 시간비례적
보호원칙이 적용되는 대상으로는 임금, 성과급, 식비와 교통비, 해고보상금, 근속수당, 휴가
수당이있고, 반대로 전일제 근로자와 동일하게 인정되어야 할 사항은 근속, 사용기간, 해고
보호 정도이다. 다만 식비와 교통비는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되고 있는데 식비나 식당이용권
은 원칙적으로 그 식사가 근로시간의 도중에 있을 때 비로소 인정되며 교통비는 단시간 근로
자가 법정근로시간이나 협약상의 근로시간의 반 이상을 근로하는 경우에는 전일제 근로자의
반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된 비율에 따라 혜택을 받는다.25)

24) 박종희·강선희, 비정규근로자에 대한 차별시정제도의 현황과 몇 가지 쟁점에 대한 검토, 산업관계연구 제22권 ,한국노사관계
학회, 2012.
25) 고용노동부·노사발전재단 발간, 시간선택제 일자리 도입 매뉴얼, 2013.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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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 최근 비정규직에 대한 사회보험을 확대한 외국 사례로는 일본을 들 수 있다. 일
본은 2012년 8월 국민연금법 등을 개정하여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후생연금과 건강보험의
적용을 확대하였고, 이러한 법 개정으로 사회보험은 현행 주 30시간 이상 근로자에서 주 20
시간 이상 근로자로 적용이 확대되었다. 확대요건은 근로시간 주 20시간 이상 외에, 월급 8.8
만 엔 이상(연봉 106만 엔 이상), 근무기간 1년 이상, 종업원 501명 이상 기업에 적용되며, 학생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동 개정법은 2016년 10월부터 시행된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일본 기
업은 적용확대가 되지 않도록, 근로자는 적용확대에 적용되도록 고용형태나 근로형태 변경
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이처럼 노사의 다른 대응을 어떻게 조정하
면서 사회안전망을 확충해 나갈 것인지가 일본의 주된 과제라고 하며 우리도 이러한 논의는
참고할만하다고 생각된다.26)

다) 문제점과 평가

[차별금지] 고용노동부와 초기 노동위원회 판정사례는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를 부여하고 있거나 관행으로 근로조건화된 것에 한하여 ‘근로조건
등’에 해당하여 차별이 금지되는 영역이라고 보았다. 한편 최근 판례27)는 기간제 단시간 근로
자의 임금차별 판단과 관련해, “차별금지 영역은 근로제공과 직접적 관계가 없더라도 근로관
계에 기인하여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모든 급부를 포괄한다고 할 것인 바, 지급규정 없이 특
별한 시기 또는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임의적으로 근로자 전체에게 일률적으로 정액 및 정률
로 지급하는 금품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임금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차별적 지급이 허용되
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판시를 한 바 있었다. 그러던 중 이번 개정으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
가 있는지와 무관하게 임의적·일회적·은혜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더라도 근로관계와 관련한
모든 조건이면 차별이 금지되는 영역에 해당하게 되었다. 이번 개정은 판례와 고용노동부 지

26) 한국노동연구원 해외노동동향을 참조.
27) 서울행정법원 2012.1.12. 선고 2011구합8857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1.12. 선고 2011구합8734 판결.

Part.3 정책리스크 노동 ┃ 231

침의 불일치를 시의적절하고 명확하게 해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른 법률28)에서의 차별금지
영역 명시 규정들과 비교컨대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금지 영역을 보다 구체화하였다는 점에
서 바람직하다고 평가된다. 다만 이번 개정으로 파견법에서도 차별금지영역으로서 경영성과
에 따른 성과급이 명시되었는데 이로써 이제 사용사업주에게까지 임금 등에 대한 차별금지
의무를 직접 부여하는 것인지는 의문29)이고 좀 더 명확화가 요구되는 부분이다.

[사회보험] 한편 비정규직 사회보험 가입률 제고 및 적용 범위 확대는, 그 정책 자체는 타당
하고 시급하다고 평가되나 현실적으로 그 시행에 있어 지원범위 및 확대범위를 어느 수준까
지 설정할 것인지가 민감한 쟁점이다.

[차별금지] 비정규직 차별금지 영역 명시와 관련해 불명확한 점들은 미리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실무에서의 혼란을 방지하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장하고자 하는
개정법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고용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
연금법은 단시간 근로자 중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법의 적용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
러한 내용의 입법은 사회정책의 문제로서 헌법상 입법자에게 폭넓은 입법재량이 허용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일관된 입장이긴 하지만,30) 그것이 특별한 합리적 이유 없이 중대한 차별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헌법상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다고 본다. 사회 정책적 목적을 고려해야
한다면 사회보험법령의 개정을 통해 소득기준으로 의무가입의 예외를 인정하는 방식도 참고
할 수 있을 것(독일 Mini-Job 사례 참고)이라는 견해는 참고할 만하다. 그리고 근로시간 비례보호
28) 차별금지를 명시한 다른 법들을 살펴보면, 우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는“사업주는 임금 외에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금품의 지급 또는 자금의 융자 등 복리후생에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
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 제1항 2호는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분야에서 합리적인 이
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모집·채용, 2. 임금, 임금 외의 금품 지
급 및 복리후생”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29) 자세한 내용은, 전윤구, 구체화된 비정규직 차별금지영역의 쟁점, 월간 노동법률 10월호, 2013.
30) 헌법재판소 2007. 4. 26. 선고 2005헌바51 전원재판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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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정책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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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 조건과 그렇지 아니한 조건을 구별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하
고,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하여야 하는 조건들과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 금지되어야 하
는 조건들이 서로 연계되어 규율31)되어야 할 것이라고 본다. 그래야 고용률 70% 달성과 단시
간 근로자 보호라는 정책목적이 실효성 있게 달성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사회보험] 비정규직 사회보험 가입률 제고 및 적용 범위 확대는, 비정규직 내 고용형태별
사회보험 가입률 격차가 심각하고 사업장 규모별로도 격차가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바람직한
정책방향이라고 평가된다. 다만 기업 규모와 산업별 특성을 고려하면서 점진적으로 정책을
추진하여야 노동시장 유연성 및 고용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으면서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이며, 재원의 확보에 있어서도 역시 그러한 고려가 따라야 할 것이다.

31) 박지순, 임금체계 개선을 위한 노동현안 토론회 ‘시간선택제근로의 법적쟁점’,한국경제연구원,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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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임금 및 근로시간 조정

Ⅲ. 정책리스크 노동

1.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

가) 정책 동향

2013년 최저임금은 시급 4,860원으로 월 1,015,740원이다. 이는 2012년 대비 6.1% 인상된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은 전체 근로자 평균임금의 1/3 수준으로
OECD 회원국 대비 중하위 수준이며, 근로빈곤층의 실생계비 수준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는 주장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최저임금을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합
한 수준으로 인상하고 최저임금제 위반 시 징벌적 보상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제안했다(새누리,
김성태 의원 등 10인,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년 6월 상정).

또한 유성엽 의원은 최저임금법 일부개

정법률안을 통해 근로자가 현실적이고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회가 5년
간 한시적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특례 마련(안 제7조의2 및 제7조의3 신설)을 2012년 10월 제
안하였으며 2013년 4월에 국회상정된 상황이다.
이처럼 최저임금을 둘러싼 주요 쟁점은 크게 최저임금 현실화, 최저임금 실효성 강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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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최저임금 결정방식 개선으로 요약된다. 현재 최저임금 수준을 상향 조정하는 것에 대해
서는 여야 간 큰 이견이 없다. 하지만 상향 조정 정도에는 차이가 있다. 여당은 최저임금 인
상수준을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수준으로 정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야당은 이
에 상관없이 전체 근로자 평균임금의 50% 수준으로 2017년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주장하는
상황이다. 한편, 최저임금의 실효성 제고와 관련해서 징벌적 보상제도를 이용해 사후적으로
유도하자는 여당의 의견과 노동행정과 근로감독을 통해서 사전적으로 높이자는 야당의 의견
이 대립하고 있다. 또한, 최저임금 결정방식과 관련해서도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선발방
식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안과 노사관계 대표자도 정부와 함께 공익위원 추천에 참여해야 한
다는 안이 있다.

나) 외국의 입법사례

일단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수준은 지나치게 낮은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 미만인 국가들의 2013년 현재 월 기준 최저임금(포르투갈-70만 원, 슬로베
니아-113만 원, 그리스-106만 원) 평균은 96만 원으로 우리나라 최저임금의 월 기준 환산액인 102만

원보다 작다.32) 다시 말해 한국과 1인당 소득수준이 유사한 국가들과 비교하면 한국의 최저
임금은 지나치게 낮은 수준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와 다른 국가 간 1인당 소
득수준 대비 최저임금의 상대격차를 OECD 22개 회원국과 비교해 볼 때 한국은 아홉 번째로
1인당 소득수준 대비 최저임금 수준이 높다.33) 한편, 미국과 일본은 1인당 소득수준 대비 최
저임금이 우리나라에 비해 17%포인트 이상 낮다.
한편, 노동연구원의 『임금실태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12년 6~8월 시간당 평
균임금(정규직 근로자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은 49.7%로 OECD 22개국과 비교하면 열번 째로 높
은 수준이다.34) 따라서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지나치게 낮기 때문에 평균임금의 50%까지 인

32)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주요 노동·경제지표 분석”, 2013년 6월.
33)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주요 노동·경제지표 분석”, 2013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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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야 한다는 의견은 다소 설득력이 떨어진다.

다) 문제점과 평가

하지만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제는 다소 경직적으로 운용되는 측면이 있다. 한국과 유사한
최저임금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나라는 일본과 미국을 예로 들 수 있다. 일본은 지역별·업종
별로 최저임금제를 적용하고 있다. 미국은 연방 최저임금제를 운용하면서 주 별로 최저임금
수준을 연방수준 이상으로 결정할 수 있다. 두 나라의 경우를 고려하면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제는 유연한 적용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즉, 우리 경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일괄적인 최
저임금 설정은 경직적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013년 최저임금 적용대상 근로자는 약
1,773만 명이다. 이 중 약 225만 명이 최저임금 적용대상자로서 최저임금 영향률이 12.7%에

이처럼 220만 명이 넘는 근로자들이 최저임금 대상자가 되면서 일부 생산성이 낮거나 고
령의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은 오히려 고용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 가령,
생산성이 낮은 근로자는 높은 최저임금 적용으로 인해 실업상태로 남기보다는 낮은 임금을
받고서라도 고용되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2012년 8월 기준으로 최저임금액(시간당 4580원)보
다 낮은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는 우리나라의 임금근로자의 비중은 미국(2.6%), 영국(0.8%), 일
본(1.7%), 아일랜드(2.2%, 2005년 기준), 네덜란드(0.3%, 2006년 기준) 등에 비해 매우 높은 9.6%로 나
타났다. 다시 말해 최저임금제의 영향률이 높을 경우 오히려 최저임금제의 효율성은 낮을
수 있다. 따라서 미국이나 일본처럼 최저임금을 실질적 최저수준으로 설정해, 지나치게 높
은 최저임금 때문에 고용이 위축되는 현상은 막아야 한다. 그 대신 지역별·업종별·연령별
34) 한국노동연구원, 『2014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임금실태 등 분석보고서』, 최저임금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 2013년 6월. 최
저임금위원회(2013) 자료에 따르면 OECD 해당 국가 간 최저임금의 산입 범위의 차이, 비교대상 임금자료의 조사대상 포괄범
위 등이 상이하여 OECD에서 발표한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에 대한 횡단면 국가 비교 자료는 한계가 있음. 또한 노동연구원 분
석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12년 6월 기준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49.7%로 OECD의 분석결과인 41% 보다 8.7%
포인트 높게 나타남.
35)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2012년 8월 원자료.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주요 노동·경제지표 분석”,
2013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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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다.35) 이 부분을 고려하면 지나치게 많은 근로자가 최저임금 대상자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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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규정을 설정해 특정 근로자들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유연한 운영
이 아쉽다.

라) 정책 방향

종합해 보면, 이미 평균임금의 50% 수준에 가까운 최저임금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향후 법
률로 규정하여 50% 이상으로 인상한다고 해도 저임금 근로자 생산성은 동일한 수준으로 증
가하기 어려울 것이다. 오히려 임금경직성이 높아져서 생산성이 낮은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얻기 어렵게 되고 저숙련 근로자의 실업이 증가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저숙련 노동 의존도
가 높은 중소기업은 인건비 부담이 증가하여, 근로자 채용이 줄거나 기업운영 여건이 크게 악
화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최저임금을 평균임금의 50% 이상으로 인상하는 안보다는 최저
임금인상률을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합한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현실화하는 것이 부작
용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지역별·업종별로 미혼 단신 근로
자의 월평균 생계비 수준이 다르므로 최저임금 수준을 다르게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
가 있다. 미국과 일본처럼 각각 주별, 지역별·업종별 최저임금 수준을 다르게 결정하거나 대
상별 고용위축 방지를 위해 최저임금 감액적용과 같은 예외사항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성방식을 변경하거나 최저임금 수준을 국회에서 결정해 권고할
경우 정치적 이유로 최저임금위원회의 독립성이 저해될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현행 최저임금제도 시스템의 실효성과 유연
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우선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 통상임금 범위 확대

가) 정책 동향

현행법령은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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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
다”(근로기준법시행령 제6조제1항)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해석은 통상임금의 해석에 있
어 “소정근로”의 의미에 중점을 두고, 특히 그 산정기간을 최대 월이라는 “1임금산정기간 내”
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따라서 1임금산정기간을 초과하여 지급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포함
되지 않는다는 통상임금산정지침을 유지하여 왔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3년 12월 ‘근로의 대가’로서의 임금이 ‘정기성·일률성·고
정성’을 모두 갖추고 있는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함으로써 1임금산정기를 초과하
여 지급되는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게 되었다. 여기서 정기성이란 근로의 대
가로 지급되는 어떤 임금이 일정한 주기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을 의미하며 일률성
은 ‘모든 근로자’나 ‘근로와 관련된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해당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

을 의미한다.
또한 대법원은 ‘법률상 통상임금’을 통상임금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한 그간의 노사 합의는
근로기준법 제15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시하고, 노사합의가 무효이므로 법률상 통상임금
에 해당하는 임금을 산정에 포함시켜 소급분(3년)에 대한 추가임금청구가 가능하다고 해석하
였다. 그러나 추가임금을 청구할 경우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떠안게 될 기업
에게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되거나 기업의 존립자체가 위태롭게 될 경우, 추가임금청
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여 그간 형성된 노사 간 합의의 유
효성을 제한적으로 인정하였다.
대법원 판결에 대해 여당은 실태조사와 사회적 논의를 거쳐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살려 입
법을 추진한다는 입장이고, 야당은 통상임금 범위를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이미 발
의한 상태이다. 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통상임금의 범위를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근로에 대해
사용자가 지급하기로 한 일체의 금품으로 정의(통상임금에 상여금 등 포함)하는 입법안을 발의
(2013.6.3.)하였고

진보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지급되는 금품에 대해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2013.6.4.)하였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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됨을 의미한다. 또한 고정성은 지급여부 및 액수가 성과와 관계없이 미리 정해져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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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9월 ‘고용노동정책 추진현황 및 계획’을 발표하면서, 2013년 6월 출범한 임금제도개선위
원회가 논의를 마무리하면, 이를 기초로 노사정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한국노총이 노
사정 논의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선언함으로써 정부안 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나) 외국의 입법사례

통상임금과 관련된 외국사례는 우리나라 근로기준법과 거의 유사한 형식과 내용의 노동기
준법을 가지고 있는 일본에서 찾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임금 정의(한국 제2조1항, 일본 제11조), 평
균임금 정의(한국 제2조제1항6호, 일본 제12조), 임금지급 원칙(한국 제43조, 일본 제24조) 등에 관한 규정은
거의 같다.36) 특히 연장 야간 및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통상임금(한국) 내지 통상의 근
로시간 또는 근로일의 임금(일본, 이하 “통상의 임금”이라 함)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통상임
금 관련 법형식(우리 근기법 제56조, 일본 노기법 제37조)도 거의 같은 상황이다.
그러나 양국은 통상임금 산입범위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일본 노기법에서는 가산(할
증)임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서 원칙적으로 통상의 임금에는 해당되지만 ①가족수당,

②통근수당 기타 후생노동성령에서 정하는 임금은 명시적으로 제외(일본 노기법 제37조제5항)하고
있다. 기타 후생노동성령에서 제외토록 정한 것은 ③별거수당, ④자녀교육수당, ⑤주택수당,
⑥임시로 지급된 임금, ⑦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지급되는 임금 등(노기법시행규칙 제21조)이다.
이에 반하여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서는 통상임금에 관한 정의 규정은 있으나, 통상임금
산입범위에서 특별히 배제하는 내용을 규정한 것은 현재로서는 없다. 다만 그간의 행정해석
에 의하면 가족수당, 통근수당, 교육수당, 사택수당, 임시로 지급되는 임금, 1개월을 넘는

37)

기간에 지급되는 임금 등은 통상임금 산입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 사실상 일본
과 동일한 결론을 얻고 있다.
일본은 노기법상 통상의 임금의 산입범위와 관련하여 할증임금의 산정기초를 기본급으로

36)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조준모·이상희(2013), 법문사, 220쪽 이하 참조.
37) 고용노동부예규 제47호, 개정 2012.9.25, 통상임금 산정지침 제3조제1항

Part.3 정책리스크 노동 ┃ 239

[표 3] 한일 간 통상임금 산입제외 관련 제도 및 해석 비교
한국

규정 없음
•행정해석은 일본제도 및 해석과 유사
하지만, 판례는 대부분 수당을 통상
임금에 산입

일본
가족수당, 통근수당(법률), 별거수당, 자녀교육수당, 주택수당(’99년 추가)
(규칙)은 제외
•근로와 직접 관계가 없는 수당이기 때문임
임시로 지급된 임금(규칙),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지급되는 임금(규칙)은
제외
•1월 이내 정기일 지급원칙을 넘는 경우 계산이 불확실하고 복잡하기 때
문에 제외

출처: 이상희•변양규(2013) , 『통상임금 판례가 한일 간 임금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KERI Brief, 한국경제연구원

만 한정하면 계산은 매우 간단하지만, 일본의 임금체계나 관행 하에서는 임금총액 가운데 차
지하는 기본급의 비율이 현저히 낮은 경우가 있을 뿐만 아니라, 각 사업장에 따라 기본급의

한다. 다만 가족수당, 통근수당, 별거수당·자녀교육수당, 주택수당 등은 근로와 직접 관계가
없는 개인적 사정에 기초하여 지불되는 임금이므로 제외한다고 밝히고 있다.38)
한편, 임시로 지급된 임금은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적이고 또한 매우 드물게 발생하는
것이어서 통상의 임금이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또한,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지급된 임금은 일본 노동기준법 제24조제2항(우리 근로기준법 제43조2항)의 매월 정기일 지급원칙
이 적용되지 않는 임금이어서 통상의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39)다고 해석한다. 즉, 임금이 월
에 따라 정해지는 일본의 통상임금형태(월급제)에서는 할증임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통상의 임
금은 월에 의한 임금액을 월의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누어 산출되기(일본노기칙 제19조1항4호, 우리근
기법 제6조2항4호)40)

때문에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지급된 임금은 계산기술상 단위근로시간의

계산이 곤란하다는 점 등에서 할증임금의 기초로 산입이 곤란하여 제외된 것이다.41)

38) 大星ビル管理事件 最一小判決 2002(平成14).2.28 民集56卷2号, 361쪽.
39) 東京大学労働法研究会,『注釈労働基準法(下巻）』, 有斐閣, 2004, 648쪽 등.
40) 菅野和夫, 『勞働法』, 第八版, 弘文堂, 2008, 277쪽.
41) 東京大学労働法研究会(2004), 6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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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이 다르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여러 수당들도 할증임금 산정기초에 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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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문제점과 평가

우선, 통상임금 산입범위에 각종 수당과 정기상여금이 포함될 경우 상당한 규모의 노동비
용 증대가 예상된다. 통상임금의 범위가 넓어지면서 각종 수당 산정의 기준인 통상임금이 증
가하고, 그 결과 초과근로수당 등 모든 수당이 증가할 전망이다. 또한 퇴직급여 및 사회보험
료부담분도 증가할 전망이다. 또한 통상적으로 임금소송의 소급기간이 3년인 점을 감안하면
노동비용증가분은 크게 증가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추정에 의하면 매년 8조 9000억 원
임금이 증가하고 퇴직금충당으로 4조 9000억 원이 소요되어 첫 해 약 13조 8000억 원의 노
동비용이 증가할 전망이다. 이는 2012년 설비투자 120조 원의 11.5%에 해당하는 상당한 규
모로 투자 위축, 신규채용 감소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고, 이로 인해 미약한 경기회복세에 지
장을 줄 가능성마저 있다.
또한 통상임금의 범위가 확대됨으로써 각종 수당이 증가하여 우리나라 기업들의 국제경쟁
력이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 이상희·변양규(2013)에 의하면 국민소득을 감안한 우리나라 제조
업의 임금수준은 OECD 국가 및 경쟁국 34개국 중 12위로 평균 이상이다. 또한 산출물 1단위
를 생산하는 데 투입되는 임금비용을 나타내는 단위노동비용(Unit Labor Cost)이 2000년 이후 7
년간 무려 35.8%나 증가하였고 2011년에도 여전히 2000년 대비 10.8% 증가한 수준을 유지
하고 있어 우리나라 제조업 임금은 생산성보다 빠른 속도로 상승하여 임금경쟁력을 하락시
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특히, 일본(-4.7%), 미국(-16.6%), 대만(-31.4%) 등 주요 경쟁국의 단위
노동비용이 하락한 것과는 큰 대조를 이룬다. 뿐만 아니라 자동차산업의 예에서 보듯이 우리
나라 완성차 A사의 경우 단체협약상 평균 가산(할증)율은 법정기준인 연장 150%, 야간 150%,
휴일 150% 등 평균 150%를 훨씬 넘는 187%로서, 법정기준보다 37%를 더 가산해주고 초과
근로시간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나 법정수당 가산율이 주요 경쟁국인 일본에 비해 매우 높
다.42) 이런 상황에서 통상임금의 범위가 확대될 경우 노동비용의 증가로 인해 우리나라의 임

42) 일본의 T자동차의 경우 연장 130%, 야근 130%, 휴일 145%로서 일본노기법에 비해 20% 정도 가산을 더하고 있고, 초과근
로시간의 규모는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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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경쟁력은 더욱 하락할 전망이다.
한편, 중소기업연구원의 추정에 의하면 이번 판결로 인해 대기업 정규직은 최대 년 749만
원, 대기업 비정규직은 38만 원의 임금 인상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즉, 통상임금 확대
의 혜택이 초과근로나 상여금이 많은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에게 집중되기 때문에 근로자 간
임금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기업들은 1990년대 초반 정부에서 총액대비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총액임금
에 포함되지 않는 각종 수당들을 늘렸다. 특히, 사회적 관심을 받았던 대기업의 경우, 통상임
금에 포함되지 않는 상여금이나 수당을 인상하여 임금총액을 크게 인상하였지만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기본급 인상률은 낮추는 관례를 형성해왔다. 이는 기본급(통상임금)을 올릴 경우 이와
연계되는 4대 보험 등 각종 인건비 및 근로자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노사가 상여금 및 수당

함되지 않는다고 암묵적으로 동의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번 판결 이후 이러한 암묵
적 동의를 파기하고 노조가 통상임금 관련 소송을 제기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노사 간 신
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 행정지침을 따랐던 기업으로
서는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성이 하락할 전망이다.

라) 정책 방향

통상임금의 범위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으로 확대된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나라 임금체계가
너무 복잡하다는 점이다. 그간 노사 간 합의로 각종 수당을 신설한 결과, 의미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수당이 다수이고 기업별로 통상임금의 범위도 제각각인 실정이다. 따라서, 우선적으
로 임금체계를 단순화하고 통상임금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임금의 정기성, 고정성 및 일률성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대법원의 판결과 고용노동부의 임금
지도지침이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다.
또한 임금의 성격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임금이 근로 및 생산성과 가지는 연계성을 명확히 하
고, 이를 통해 통상임금 관련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특히, 복잡한 수당체계를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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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에 합의를 했다는 것이며, 따라서 그간 노조 역시 상여금 및 각종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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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화시켜 임금체계의 명확성을 높이면 임금조정의 정당성도 명확해지기 때문에 임금체계의
단순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현재 복잡한 여러 수당 중 일부는 기본급으로 전환하고 나
머지는 성과나 생산성에 연계된 임금으로 단순화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이러한 방식은
임금의 경기변동 순응성을 높여 침체기에 노동비용이 급증하는 것을 막고 호황기에는 근로
자의 노동수입을 증가시켜주는 기능도 한다. 뿐만 아니라 통상임금이 급격히 증가하거나 축
소되는 현상도 막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근로자와 기업 양자의 반대가 상대적으로 적은 대안이
될 것이다. 한편, 정부는 현재 임금체계에 직무급 또는 직능급 성격을 도입하는 준비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임금체계 개편의 기초를 다져야 할 것이다.
입법부에서는 통상임금의 범위를 새롭게 규정하는 입법안을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
나 섣부른 입법안은 오히려 노사 간 갈등만 증폭시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
요하다. 특히 임금 소송의 소급 가능성을 두고 노사 간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질 전망이기 때
문에 당분간 노사 간 논의를 지켜보는 것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접근이라고 판단된다.

3. 근로시간 단축

가) 정책 동향

근로자의 실근로시간이 줄어드는 추세이기는 하나, 2012년 기준 한국은 OECD 전체국 중
에서 3위(2,092시간)의 긴 근로시간을 기록, 최저시간 근로(1,317시간)를 기록한 독일보다 약 4.8
개월(775시간) 더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시간 근로가 초래하는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에 대
해 사회적 공감대가 있는 바, 올해도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근로시간을 단축하려는 노력들
이 지속되고 있으며 관련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은 국민소득 향상과 더불어
여가-수면-노동 사이의 균형을 유지케 함으로써 삶의 질을 올리고자 하는 일차적인 목적이
있으며, 나아가 일자리를 창출해 중산층을 복원하는 데에 힘을 싣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
2010년 6월 8일 노사정위가 2020년까지 연간 근로시간을 1,800시간대로 단축하기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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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OECD 국가 임금 근로자 연간 실근로시간 비교(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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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OECD 주요 국가 전체 근로자 연간 실근로시간 변화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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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이후, 19대 국회에서는 장시간 근로의 대표적인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던 휴일특근의 활용,
넓은 근로시간 특례업종, 연차 유급휴가의 미사용 등에 대한 일부 개정법률안이 제안된 상태
이다. 김성태 의원(새누리당) 등 10인 발의 근로기준법 개정안(2013.05.31)에서는 법정기준근로시
간 규정인 「근로기준법」 제50조 “1주(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의 의미를 명확하게 법문화하고,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며, 연장근로의 제한에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근로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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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와의 서면 합의를 전제로 1주간에 20시간을 한도로 법정근로시간을 20시간 연장할 수 있
도록 하되, 그 상한은 26주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할 것과 연속 근로일수는 12일로 제한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 탄력적 근로시간제43)의 단위기간을 2주·3개월에서 1개월·6개월로 확대하
고,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을 48시간으로 제한하며, 근로시간 특례제도를 정비하여 현행 12
개의 특례업종을 26개로 재분류하고 10개 업종만 특례업종으로 유지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등 10인 발의 근로기준법 개정안(2012.09.04)에서는 위와 동일하나 휴일
근로의 연장근로 포함을 기업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적용할 것과 근로시간저축휴가제의 도입
등을 제안하였다. 한편, 심상정 의원(정의당) 등 10인 발의 근로기준법 개정안(2013.06.13)에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 하에서 연장근로 규정을 삭제할 것과 근로시간·
휴게시간의 특례 및 적용 제외 업종에 관한 규정을 삭제할 것을 제안하였다. 한정애 의원(민주
당)

등 18인 발의 근로기준법 개정안(2013.04.03)에서는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주도록 하고 공휴

일의 근로가 불가피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예외적으로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
일과 공휴일에 상당하는 특정한 유급휴일을 주도록 할 것을 제안하였다. 2013년 10월 7일 새
누리당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들과 고용노동부는 당정협의를 갖고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
함하면서 산업현장의 연착륙을 지원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개
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기업규모별 시행시기, 노사합의에 의한 추가연장근로의 한시적
인정 등 구체적인 내용을 추가적인 논의 중에 있다.
근로시간 단축을 둘러싼 쟁점으로는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켜야 할지의 여부, 근
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임금 감소분의 보전 문제, 기업 및 국가 경쟁력 약화, 근로시간 단축이
실제적인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지 못할 가능성 등이 있다. 우선,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
문제에 관해서는 2013년 10월 당정협의안을 통해 밝힌 것처럼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

43) 근로기준법 제 51조에 의하면 ①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초과근로할 수 있고 ②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을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 특정한 날에 초과근로 할 수 있다. 다만, 특정
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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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방향으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될 경우, 현행 근로기준
법(50, 55조)상 휴일근로가 연장근로 한도에 포함되지 않아 법정근로시간 주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 주말근로 16시간을 합해 주 68시간의 근로한도 시간이 주말근로 16시간이 빠진 52
시간이 된다.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되어 근로시간이 줄어들면, 근로자의 임금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초과근로할증률은 50%로 주요 선진국의 할증률(25%)의 두 배에 달
해 근로자들이 초과근로를 하지 못하게 될 경우, 제조업의 경우 연간 약 466만 원의 급여 감
소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44)된다. 특히, 협력업체의 경우, 급여 대비 연장근로 수당, 야간
근로 수당, 휴일근로 수당의 비중이 1차 협력업체 45.8%, 2차 협력업체 42.9%로 높아 근로
시간 감소에 따른 임금하락률이 약 12%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노동계는 근로시간의

는 아직 구체적인 제안 사항이 없는 상황이다.
경영계의 입장에서도 시간당 노동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낮고45), 경직적인 노동시장, 비효율
적 임금구조를 갖고 있는 국내 여건상 근로시간 제한이 전반적인 기업 및 국가의 경쟁력을 약
화시킬 가능성이 있음을 토로하고 있다. 특히, 연장근로 특례업종의 축소 혹은 삭제와 관련
하여 석유화학 등 연장근로가 불가피한 일부 업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경영악화와
일자리 상실로 이어지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임금과 관련한 쟁의가 많아지며 노사관계가
악화46)될 경우, 추가적인 생산성 저하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따라서 근로시간 단축을 강제하
며 임금보전을 병행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편, 근로시간 단축이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한 결과물을 보면, 선진국
의 경험상 근로시간 단축이 일자리 창출의 도구가 될 수 없다는 의견이 많다47). 한국에서도
44) 1,000인 이상 사업장(제조업)의 경우 연 573만 원의 급여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제조업의 경우 사업장이 대형화될
수록 급여손실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
45) OECD에 의하면 한국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34개국 중 28위로 $29.75(OECD 평균 $44.56, 미국 $60.24, 프랑스 $58.11)
46) 경총 조사에 따르면 휴일근로 제한으로 근로시간 단축분 초과급여를 삭감하면 노사관계가 악화되는 요인이 될 것이라 응답한 기
업이 69.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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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년 법정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되었는데, 그 결과 실업률과 고용률에 큰 변화가 없어 근로
시간 단축이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영향력은 크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외에도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대체 방안으로 논의되는 근로시간저축제48) 및 탄력적 근
로시간제의 단위기간 확대,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업종 폐지 여부 등도 주요 쟁점 중
에 하나이다.

나) 외국의 입법사례

외국의 사례49)를 살펴보면, 영미권의 경우 기본적으로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자유 시장 원
리를 추구해 왔기 때문에 사회적 차원에서의 근로시간 단축 법안이 상정되거나 논의되는 경
우는 많지 않다. 한편, 독일, 프랑스 등 유럽의 경우에는 사회당의 영향으로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법안이 발표된 경우가 있는데, 임금보전 없는 근로시간 단축은 지속성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고용조차 급격한 실업을 방지하였을 뿐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는 성공하지 못한 것으
로 나타났다. 일본의 경우에도 1987년 주당 40시간 근로제를 도입하였으나 인구고령화 등과
맞물려 총 노동투입 감소를 초래하였다. 유일하게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 성공
한 사례로 네덜란드의 ‘바세나르협약’을 들 수 있는데, 이는 1982년 임금인상 억제와 노동시
간 단축을 교환한 형태의 협약으로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만들며 파트타임 일자리를 창출하
고 청년 및 여성의 고용률을 제고시켰다. 주지해야 할 점은 노동시간 단축이 노동시장 규제
완화와 함께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47) OECD는 ’98 OECD Employment Outlook에서 근로시간단축의 실증적 고용효과를 발견하기 어렵다는 언급을 했고, 국제
노동기구는 ’97 European Industrial Relations Review에서 국가차원의 강행적 근로시간단축을 통한 고용유지 혹은 고용
창출 정책은 실질적인 고용창출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
48) 근로시간저축제(근로시간계좌제)는 실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간 차이를 적립하여 정리해고나 임금삭감 대신 근로시간을 유연
하게 활용하여 고용안정을 확보하는 제도로 성수기에는 특근 등 연장근로를 허용하지만 특근비는 지급하지 않고 적립하고 비수
기에는 근로시간을 감축하는 대신 적립된 특근비를 지급하는 제도
49) 변양규·김선우(2013)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쟁점과 성공을 위한 선결과제’, 한국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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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보전 문제, 기업 경쟁력 약화, 노사관계 악화 등 기본적인 쟁점뿐 아니라 탄력적 근로
시간제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한 대체 방안에 관한 다각도의 연구 없이 당정협의를 통해 합의
한 근로시간 단축안을 빠르게 통과시키는 것은 외풍에 변동성이 큰 국내의 성장 여건을 감안
할 때 위험해 보이는 면이 많다. 국민소득과 맞물린 삶의 질 향상이 근로시간 단축으로 보장
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공감대가 있으나 현실적인 정황을 고려할 때 전격적
인 근로시간 단축의 강제적 시행은 앞서 설명한 것처럼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 모두에게 단
기적으로는 이익보다 비용이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외국의 입법 사례에서도 알 수 있는 것
처럼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되려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가 반드시 함께 병행되어야 장기
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함과 동시에 삶의 질 향상에 성공할 것이다.

그러므로 근로시간 단축 법안의 통과 이전에 우선 임금체계 개편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임금체계 개편으로 노동시장이 보다 유연해질 경우 근로시간이 단축되어도 노동계와 경영계
양편에서의 손해가 최소화될 수 있다. 노동계는 초과근로시간이 줄어들어도 노동시장의 유
연성으로 추가적인 근로소득 향상이 가능하므로 임금보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경
영계의 입장에서도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를 다양한 고용의 방식으로 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물론, 임금체계 개편과 아울러 시간당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한 방법
마련에 노력을 경주해야 장기적인 성장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 법안과 동시에 진행되는 것이 좋은 결과를 담보할 것으로 보여지는 법
안들도 있다. 근로시간 저축제,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 확대 등이 그것으로 이들은
근로시간 단축을 보완해 사각지대에 놓이는 주체를 줄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급박한 근로시간 단축 법안의 시행이 초래할 비용을 고려, 근로시간 단축의 강제는 기
업 규모별 단계적 진행이 필요해 보인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노사 간 합의를 통해 근로시간과
임금보전에 관한 부분을 자율적으로 협상하도록 장려하는 일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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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강제적 고용확대

1. 법정정년 도입 및 연장

가) 정책 동향

종전의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는 60세 정년이 권고 조항
으로만 되어 있어 강제력이 없었다.50) 이에 대하여 정년을 60세로 보장하는 내용을 포함한 5
개의 일부개정법률안이 2012년 의원발의되었으며,51) 지난 2013년 4월 22일 및 23일 법안심
사소위원회에서 5건의 법률안 내용을 반영한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였다. 개정안은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안 제19조 제1항)’고 명시함으로써 60세 정년을 의
무조항으로 규정한다. 그리고 ‘사업주가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해도 정년을 60세로 정한

50) 구법 제19조(정년)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정년이 60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1) 2012.07.26 이목희 의원 등 10인 발의(의안번호 1900884), 2012.08.16 정우택 의원 등 14인 발의(의안번호 1901184),
2012.08.14 김성태 의원 등 10인 발의(의안번호 1901176), 2012.08.22 이완영 의원 등 11인 발의(의안번호 1901251),
2012.08.01 홍영표 의원 등 13인 발의(의안번호 1900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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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본다(안 제19조 제2항 신설)’는 내용을 추가시켜 근로자가 60세 미만임에도 정년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단절시킨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해고조치를 한 것으로 간주하게 된다.
또한 법안은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의 필요성을 명시하였다(안 제19조의2 신설). 법안소
위에 상정된 개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정부와 여당은 ‘임금 조정’이라는 문구를 주장한 반
면, 야당은 ‘임금체제 개편’과 같은 포괄적 표현을 요구하면서 합의에 이르는 데 어려움을 겪었
다. 통과된 법안은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임금피크제
등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지 않아 향후 해석을 둘러싸고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 같은 내용의 위원회 대안이 4월 30일 본회의에서 의결됨으로써 일명 정년 60세 규정
은 오는 2016년 1월 1일부터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

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2017년이면 모
든 사업장에서 60세 정년이 의무화된다.

나) 외국의 입법사례

일본은 1950년대 후반부터 노동조합이 정년연장을 요구하는 운동을 전개하였다. 1970년대
일본이 고령화 사회에 본격적으로 들어가면서 일본정부는 「중고연령자 등을 위한 고용촉진
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였다(1971년). 1986년에는 이를 「고연령자 고용안정법」으로 개정
하여 60세 정년 노력을 의무화하였다. 60세 정년이 법제화된 것은 일본이 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14%)에 돌입한 1994년이며 4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1998년부터 60세 정년이 시행되었다.

이후에도 법이 지속적으로 개정되어 현재 일본은 65세 정년이 의무화되어 있다.52) 일본의 경

52) 일본은 2004년 법을 개정하여 ‘고령자 고용확보조치’를 마련하였다. 이는 일본기업들에게 ‘정년연장’, ‘계속고용제도 도입’, ‘정
년제 폐지’ 가운데 하나 이상을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2013년까지 단계적으로 정년을 연장하여 65세 정년을 의무화하는 것을 내
용으로 한다. 2006년 4월 시행되었으며 2013년 4월부터 희망자 전원에 대하여 65세 정년이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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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고연령자 고용에 대하여 노사의 자율적 노력을 우선시하면서 환경이 충분히 조성된 뒤 마
지막 단계에서 입법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65세 정년을 의무화할 때에도 ‘고령자 고용
확보조치’를 통해 기업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업들도 이를 적극 활용한
다.53)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에서 정년제가 실시되고 있으나 최근 정년제를 폐지하거나 정년연령
이전의 강제퇴직을 제한하는 방향의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다. 영국은 2006년 10월 1일 고용
평등(연령)규칙(Employment Equality(Age) Regulation)을 개정하여 65세를 기본퇴직연령(Default
Retirement Age)으로

하고 연령을 이유로 한 해고를 금지함으로써 강제 규정을 도입하였다. 이

후 2011년 4월 6일 기업운영에 예외적으로 합리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년을 폐지하
는 개정법을 마련하여, 같은 해 10월 1일부터 현재까지 연령을 이유로 하는 강제 퇴직을 금지
하고 있다. 프랑스는 60세에서 65세로(2003년), 이후 70세로(2009년) 정년을 연장하였으며, 독
일은 현재 65세의 정년규정을 두고 있으나 2029년까지 67세로 연장할 계획이다.
미국은 1967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법(ADEA; Age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Act」을 제정하여 65
세로 정년을 설정하였다. 이후 1978년 ADEA의 일부로 「강제정년법(Mandatory Retirement Act)」을 제정하여 연령차

별금지 대상을 70세로 확대하였고, 1986년 ADEA가 적용대상을 40세 이상으로 하고 상한연
령을 폐지함으로써 정년제도 자체를 폐지하였다. 미국에서 정년폐지가 큰 부작용 없이 안착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노동시장이 유연하고 직무중심의 인사관리시스템이 발달되어 있기 때
문으로 보인다.54)

다) 문제점과 평가

한국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연장하는 개정안의 취지는 바람직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연공서열형 인사·임금체

53) 강순희(2013), ‘정년연장의 일본사례’, 정년연장과 임금체계 개편에 관한 정책토론회 자료집 참고
54) 김주섭(2013), ‘정년제도의 미국과 영국 사례’, 정년연장과 임금체계 개편에 관한 정책토론회 자료집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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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가 개편되지 않은 상황에서 60세 정년이 의무화됨에 따라 인구 고령화 비용의 일부가 정부
가 아닌 기업의 몫이 되었다. 당장 2016년부터 기업의 임금 부담은 급격히 늘어날 것이며, 이
를 해소하기 위해 기업이 신규채용을 감소시키거나 인사적체를 발생시켜 오히려 노동시장이
경직될 가능성이 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우리나라와 비교적 유사한 임금체계를 가진 일본
은 노사의 자율적인 조정 하에 정년보장이 일반화된 뒤 법을 시행하였다. 일본에서 60세 정
년이 의무화될 당시 84.1%의 기업이 이미 60세 정년를 보장하고 있었으며 유예기간도 4년이
었다. 그에 반해 우리나라는 2012년 현재 정년이 60세 이상인 기업의 비율이 37.5%에 불과
하고55) 준비기간도 2년 반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짧은 준비기간 내에 임금체계 개편이 이
뤄지기는 어려울 것이며 신규채용이 줄어 청년 실업이 가중될 수 있는 부작용이 있다.
그리고 기업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

정규직 위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개정안 제19조의2는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 또는 사업
장의 사업주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은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조치를 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고용지원금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
고 있다. 정년 60세 조항은 벌칙 규정이 있는 반면,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는 ‘사업장
여건에 따라’라는 단서를 붙이고 벌칙도 두지 않고 있다. 이미 정년 60세 규정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노조가 임금피크제 등 임금을 깎는 조치를 수용할 이유가 없다. 임금체계 개편은 고
용지원금 등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 위주로 이뤄질 것이며, 그 결과 대기업과 중소
기업의 근무 여건 차이 및 임금 양극화가 더욱 심해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1950년대 후반에 태어난 근로자 간 정년 시기의 차이가 커지게 돼 형평성에 문
제가 있다. 예를 들어 현재 정년이 58세인 공공기관의 경우, 1955~1957년생 근로자는 2016
년에 앞서 기존 규정에 따라 정년퇴임하게 되는 반면, 1958~1960년생 근로자는 2016년부터

55) 고용노동부(2013), ‘함께 일하는 나라, 행복한 국민’, 2013년 고용노동부 국정운영보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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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되는 정년연장법의 적용을 받아 2018년 이후에 퇴임하게 된다. 2015년 퇴직하는 1957년
12월 출생 근로자와 정년 60세 규정을 적용받아 2018년 퇴직하게 되는 1958년 1월 출생 근로
자의 정년이 3년이나 차이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연령에 따라 퇴직 시기의 차이가 클 뿐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차이도 발생한다. 대기업은 2016년부터 60세 정년을 적용하
지만 중소기업은 이듬해부터 적용하기 때문에 같은 연령이라도 퇴직 시기가 달라질 수 있다.

라) 정책 방향

정년 60세 제도가 안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정년연장과
함께 고령자 임금에 대한 임금조정이 병행되어야 한다. 현재 법에 명시되어 있는 임금체계 개
편 등 필요한 조치는 ‘사업장 여건에 따라’라는 단서를 붙이고 벌칙도 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년연장과 연계하여 임금체계 개편이 실제로 이행될 수 있으려면 별도의 조치가 마련될 필
요가 있다. POSCO는 법안이 통과되기 이전인 2011년에 56세에서 60세로 정년을 연장하는
대신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바 있다. 그러나 60세 정년이 의무화된 현 상황에서는 노동조합
및 근로자의 반대로 임금피크제 도입이 사실상 어렵게 되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고용
지원금의 필요성이 높은 중소기업의 경우에만 임금체계 개편을 수용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
는 기업 규모별 임금격차를 늘리는 결과를 낳는다. 즉, 중소기업 뿐 아니라 대기업 및 공공기
관에서도 정년연장과 함께 임금체계 개편을 병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만약, 정년만 연장되고 임금체계 개편이 불가하게 되어 기업의 부담이 과중해진다고 판
단되는 경우, 정부는 정년연장 준비기간을 몇 년간 연장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과
거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 전임자 수 제한’ 입법 조치의 경우에도 기업과 노동조합의 준비
기간을 수차례에 걸쳐 13년 연장했던 사례가 있다. 특히 기업 규모별 임금차이를 고려한다
면 현 개정안과는 반대로 중소기업의 정년연장을 먼저 실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준비기간
을 늘리면서 정년을 단계적으로 연장하도록 한다면 근로자 간 형평성 문제도 완화될 수 있
을 것이다. 또는 일본의 ‘고령자 고용확보조치’와 같이 정년연장 조치의 다른 방법으로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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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자가 희망하는 경우 재고용해야 하는 의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업의 선택지
를 다양화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할 수도 있다. 기업이 다양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규정
을 구체화하면 정년연장과 더불어 유연한 임금체계를 도입하기 용이해지고 인사관리의 유
연성도 크게 제고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이 기업의 단기적 부담을 완화해주고 노동시
장 유연성을 높일 수 있다면, 정년연장은 장기적으로 인력확보 및 잠재성장률 제고 측면에
서 보다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2. 청년고용의무 할당제와 스펙타파

청년실업은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 중의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 청년층 취업
자는 인구감소 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감소하여 2013년의 15세부터 29세까지의 청년고용률
이 39.7% 56)에 머무르는 위축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청년층의 고학력화와 학력
인플레이션에 비해 공공기업, 대기업으로 대표되는 좋은 일자리가 부족함에 따라, 일자리 미
스매치로 중소기업의 인력난은 가중되고 청년실업은 고착화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논의되던 청년고용의무할당제가 2013년 5월 국회에서 청년고용촉진특
별법57)으로 의결되었다. 따라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2014년 1월부터 정원의 일정 비율,
100분의 3 이상씩 의무적으로 청년을 고용해야 한다. 그동안 권고사항이었던 공공기관의 청
년 미취업자 고용확대가 의무사항으로 개정된 것으로 앞으로 3년간 한시적으로만 적용될 계
획이다. 청년고용 실적은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와 지방공기업법 경영평가에 반영되며, 고용
노동부장관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공공기관과 공기업의 명단을 공표한다. 대통령령으로 정

56) 통계청, 2013년 연간 고용동향
57)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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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진 청년의 나이는 15세 이상 29세 이하이나 30세 이상의 청년미취업자들의 역차별 논란으
로 고용의무할당제에 적용되는 청년은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2013년 10월 개정58)되었다. 이
와 더불어 구조조정과 같이 불가피하게 의무고용을 할 수 없는 이유를 한정하여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사유59)’도 명시되었다. 현재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만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시행
될 예정이나 민간기업으로의 확대시행,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무 미이행 기관에 고용부담
금의 부과, 의무고용수준의 상향에 대한 논의 역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과도하고 무분별한 스펙쌓기와 같은 청년고용문제의 해결책으로, 학력 또는 외국어
능력 같은 스펙과 무관하게 열정과 능력을 가진 청년 인재들을 선발하는 스펙초월고용에 대
해서도 논의가 진행 중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스펙초월청년취업시스템을 청년고용문제 해결
을 위한 대선공약 중 하나로 제시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새누리당은 강은희 의원 대표발의로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60)을 제출하였다. 이후, 2013년 4월 김기현 의원이 대표발
의한 고용상 학력차별금지 및 기회 균등 보장에 관한 법률안61)에서도 스펙초월 고용촉진 규
정을 찾을 수 있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스펙초월고용촉진위원회를 설치하고, 공공부문의 능
력중심 채용확대, 직업능력 개발 지원, 그리고 스펙초월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한다. 그러나 민주당의 강동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한길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력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63)과 같이 차별금지조항에 학력

62)

자체를 포함시키도록 주장하고 있다. 최근 법사위에서는 계류 중이던 5개의 법률안64)을 병합
심사하여 2013년 12월 20일 대안으로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65)을 통과시켰는데 근

58)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2조
59)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60)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은희 의원 대표발의, 2012년 9월 26일, 의안번호: 1951)
61) 고용상 학력차별금지 및 기회 균등 보장에 관한 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 2013년 4월 18일, 의안번호: 1904581)
62)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동원 의원 대표발의, 2012년 8월 17일, 의안번호: 1210)
63) 학력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김한길 의원 대표발의, 2012년 10월 25일, 의안번호: 2283)
64)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2012년 8월 27일 강동원 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1901210), 2012년 9월 26일 강
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01951), 2012년 11월 13일 정부제출안(의안번호: 1902542), 2013년 4월 5일 김성태 의
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04425), 2013년 4월 16일 박주선 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1904538)
65) “First Job Agreement", Law of December 24, 1999(2000년 4월 1일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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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자의 모집, 채용 시 학력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안된다는 조항을 고용정책 기본법 제7조
제1항에 명시하였다.

나) 외국의 입법사례

청년의무고용할당제는 벨기에의 로제타플랜66)을 벤치마킹한 제도이다. 1990년대 말 저학
력 청년층의 실업문제가 심화되어, 일자리와 훈련의 기회를 주기 위해 기업에 강제로 고용을
할당하는 쿼터제의 방법으로 2000년 실시하였다. 당시 벨기에의 청년실업률은 OECD보다
약 10%포인트 높았고, 저학력 청년층의 실업률은 고학력 청년층의 실업률의 두 배 이상의 수
치를 보였다.67) 근로자 50인 이상의 민간부문 고용주는 전체 고용인원의 3% 이상을 청년층
에 할당해야 하며, 이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1인당 하루에 약 3천 벨기에프랑의 벌금을 부과

대상으로 하며, 이후 25세 미만의 근로자와 30세 미만의 근로자로 대상을 확대하였다. 청년
층을 고용한 사업주는 사회보업 기여분 중에서 매분기 2만 벨기에프랑의 감면혜택을 받고,
초과 고용 시에는 감면혜택 역시 증가되었다.
로제타플랜은 도입 당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였으나, 그 결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으
로 평가받고 있다.68) 시행 3년 동안 약 12만 6천 개의 일자리가 창출된 것으로 추정되나, 이
중 약 35%는 저학력을 대상으로 한 낮은 질의 일자리로 기존 저학력자 비중 23%보다 훨씬
초과한 수준이다. 그에 비해 실제로는 숙련된 청년층이 전체 일자리 중 67.3%를 차지하게 하
며 기업을 최적요소결합에서 벗어나게 하는 사중손실(deadweight loss)을 발생시켰다. 이와 같이
노동공급의 증가에 대한 이득보다는 사회적 비용과 같은 손해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되었다.
또한, 청년실업률에는 구조적 변화가 없었으며 장기적 실업률 감소에 대해서도 그 효과는

66) “First Job Agreement", Law of December 24, 1999(2000년 4월 1일 발효)
67) Nicaise(2001), "The Belgian 'Rosetta Plan': appealing to corporate responsibility in the fight against youth
unemployment", Katholieke Universiteit Leuven working paper 참조
68) 변양규(2011), ‘청년의무고용할당제에 대한 논의 및 시사점’, KERI Brief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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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에 있어서 학력 차별금지나 스펙초월과 관련한 외국의 입법례를 찾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인종, 성별, 국적, 종교, 장애에 대한 차별금지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도입하고 있
으나 학력을 차별금지 항목으로 특별히 지정하고 있지 않다.

다) 문제점과 평가

로제타플랜의 결과로 나타난 낮은 질의 일자리와 사중손실 같은 부작용과 문제점들로 인
해 벨기에 정부는 2004년 초저학력 청년실업자에게만으로 대상을 제한하였고 기업들에 대
한 지원금을 대폭 상향하는 한편, 청년층에게도 강력한 구직의무를 부과하는 등 정책방향을
수정하였다. 청년의무고용할당제를 도입한 국가는 현재까지 벨기에가 유일하듯 그 실효성과
편익분석에 있어서 우려가 되는 제도인데다 무엇보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특성과 차이에
대한 이해 없이 도입함으로써 고용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문제점은 더 심화될 것으로 보인
다. 이미 기존 연구들69)이 지적한대로 고학력 청년층의 실업문제가 두드러지는 우리나라 고
용 구조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일자리의 양적 증가를 위해 저학력층을 대상으로 하는 벨기에
식 저학력층 대상의 의무할당제를 강행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OECD 평균보다 높은
대학진학률을 보이고 있으며, 청년 실업자 중 대졸 이상의 고학력 청년실업자의 비중이 지속
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0년 기준, 저학력 청년 실업자의 비중은 4.1%에 불과하나 고학력
청년 실업자의 비중은 49.4%에 이르고 있다. 그러므로 일자리 수의 증가라는 효과는 있으나
청년고용해결의 실질적인 대책이 될 수 없음을 간과한 제도이다.
시행령 세부적으로도 문제점들이 존재한다. 먼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 대한 일자리 총
량 제한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정원 총량으로 인해 청년고용과 대체관계에 있는 고령층 고
용은 청년고용의무할당제가 시행될 경우 불안정성이 증가하게 된다. 이는 고령화사회의 진

69) 변양규(2011), ‘청년의무고용할당제에 대한 논의 및 시사점’, KERI Brief 참조
변양규(2011), ‘청년의무고용할당제, 핵심을 무시한 편법’, KERI Column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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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으로 인한 고령층 고용촉진 목적에 역행하는 정책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청년의 정의
를 29세에서 34세로 변경하여 의무고용의 대상이 확대되었을 때의 실효성의 증가에 대해서
도 의문이 든다. 30세 이상의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확대된 것이긴 하
나 우리나라 취업자 중 15~29세 비중은 2012년 기준 15.6%인데 비해 15~34세는 이미 27.1%
이므로 도입 취지에 따른 고용확대에 큰 영향력이 없다. 더욱이 대상의 확대로 저연령 저학
력 청년의 취업 가능성은 줄어들고 상대적으로 경력과 능력을 가진, 즉 이 의무고용할당제를
필요로 하지 않는 청년들의 고용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사중손실이 증가될 것이
다. 또한 공공기관 취업에 대한 기대가 증가함으로써 해당 일자리를 원하는 청년들을 취업 대
기자로 양산하여 비경제활동인구가 증가하거나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가중시키는 문제점을
가져올 수 있다. 더욱이 한시적 적용이라 해도 기업의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경영권 행사

한편, 차별금지 조항에 학력을 추가한 고용정책 기본법 개정안은 구직자에게 능력에 따라
공평한 취업기회를 제공하려는 취지에 비해 그 결과가 상당히 우려스럽다. 기존의 발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들에서 지적되었듯이 차별금지조항에 학력을 포함시킨 외국의 입법례를 찾
을 수 없는 것처럼 학력과 다른 차별금지 조항인 성별, 연령, 국적, 장애와는 다르다. 기존의
차별금지 조항들과 달리 학력은 개인의 선택과 노력의 결과에 따라 결정되는 부분이 크고, 능
력에 대한 상대적 지표로 활용되어 왔다. 또한 이를 대신할 객관적인 지표가 부재한 현실에서
법률로 규제하게 됨으로써 야기될 혼란과 부작용은 자명하다. 특히 각 직무에 따라 필요한 역
량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 기준이 성립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합리적인 채용에 대
해서도 법률상 차별로 인정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학력에 따른 차별적 고용이 아님을 입증
해야 하는 의무가 기업에게 있어 구직자들과의 과다한 법적 소송에도 연결될 수 있다. 이는 막
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여 기업 환경의 불안정성을 증가시킬 것이다. 또한 기업이 채용시
에 직무에 적합한 근로자인지 판단하기 위해서 더 큰 비용과 많은 시간이 필요하며, 고용에 있
어서 사중손실을 발생시킬 수 있는데다 필요한 특정 학력, 경력, 외국어 실력을 반영한 채용기
준을 확립하지 못하게 하므로 기업의 장기적 수익과 생존에도 부정적일 수 있다. 이러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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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들은 기업들이 이미 그 능력을 입증한 경력직 위주의 채용을 선호하게 하여 청년채용을 더
기피하게 할 수 있으므로 청년채용의 증가 정책들에 역행할 가능성이 높다. 이같은 문제점들
은 시스템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가 없는 스펙초월 고용촉진에도 적용될 수 있다.

라) 정책 방향

청년의무고용할당제는 예상되는 부작용과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1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민간기업, 특히 대기업으로의 확대를 논의하고 있다. 섣불리 확대를 결정하기보
다는, 이미 도입된 정책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시급하다. 창출
될 일자리의 질을 고려하여 대상을 저학력 청년층으로 제한하거나 청년층의 도덕적 해이를
막을 수 있도록 청년층의 구직, 교육, 훈련의 의무를 강화하여야 한다. 또한 막대한 고용부담
금을 감수해야 하는 공공기관과 공기업에 대하여 한시적 임금감축과 같은 유연적인 적용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청년실업의 현실에 청년의무고용할당제보다는 스펙초월이 적합한 형태이다. 그
러나 최근 일괄적으로 학력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안이 통과됨으로써 예상되는 부작
용과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하다. 각 직무별로 직무분석과 수행능력에 대한 객관적
평가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러한 작업은 취업, 승진에 있어서의 평가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임금체계 개편과 같이 고용전반 정책의 수립을 위해서도 필
요하다. 그러므로 학력차별 금지가 입법취지대로 공정한 취업 기회를 주는 도구로서의 역할
을 실제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다 세부적인 논의가 더 있어야 할 것이다.
근본적으로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문제인 고학력 청년층의 비중 축소와 중소기
업-대기업의 인력수급 불균형을 해결하는 정책으로의 방향 전환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중
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게 소득세 감면을 제공하고 청년층을 고용하는 중소기업에 세제혜
택을 부여하는 방식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근시안적 해결책으로 단기간의 청년
고용증대보다는 장기간의 목표를 가지고 교육, 훈련의 시스템을 마련하는 동시에 대학의 구조
조정을 진행하고, 중소기업의 근로환경을 개선하는 정책도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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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경영권 범위 제한 및 기타

가) 정책 동향

고용영향평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사업이나 정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
석·평가함으로써 고용친화적인 정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0년 「고용정책 기본법」에
도입되었다. 고용영향평가와 관련하여 2013년 4월 5일 김성태 의원 등 10인으로부터 일부개
정 법률안70)이 제안되어 4월 8일 위원회에 상정되었다. 개정안에는 사전고용영향평가 및 고
용노동부장관의 직권에 의한 평가대상 선정제도 도입(안 제13조 제2항), 고용영향평가 결과에 대
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정책 제언 또는 개선 권고제도 도입(안 제13조 제3항 신설), 고용노동부장
관의 정책 제언이나 개선 권고에 대한 소관 부처 또는 자치단체의 개선 대책 수립·시행 결과
통보제도 신설(안 제13조 제4항 신설)이 포함되어 있다. ‘사전’ 평가제도를 도입하고 평가대상의 선

70)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904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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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및 평가결과의 정책 반영 등에 있어 관계 부처의 적극적 역할을 강화하여 고용영향평가제
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이다.
이후 12월 17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김성태 의원 대표발의안을 포함한 5건의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71)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였으며, 5개 개정안은 12월
20일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하면서 폐기되었다. 사전고
용영향평가를 확대 도입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72)은 26
일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해당 대안은 사전고용영향평가제도 및 고용노동부장관의 직권에
의한 평가대상 선정제도뿐 아니라, 개선권고제도·결과통보제도·결과공개제도 등을 도입하
며,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정책에 대하여도 고용영향평가를 하도록 하였다(안 제13조). 이
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나) 외국의 입법사례

미국, 호주, 영국 등 해외에서도 정부의 재정지출에 대한 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2009년 2월 경기부양법(ARRA,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을 제정해 경기
부양책 시행에 따른 사업의 고용효과 등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분석·평가해 인터넷에 공개
하고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였다. 정부가 고용 및 일자리 창출효과를 추정하여 의회에 보고하
면 의회예산처(CBO)와 연방회계감사원(GAO)이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시하고 의회의 예산심
사에 반영하는 환류체계를 갖추고 있다. 호주의 경우에도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경기부양 정
책을 추진하면서 재정부(DTF, Department of Treasury and Finance) 주도로 정부 재정사업의 고용효
과를 평가하고 있다. 특히 향후 2~3년간 재정지출이 지속될 사업에 대해 과거 유사한 재정
사업의 고용효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73) 영국, 독일 등에서는

71) 2012.11.13. 정부발의(의안번호 1902542), 2012.09.25. 강은희 의원 등 13인 발의(의안번호 1901951), 2013.04.16.
박주선 의원 등 13인 발의(의안번호 1904538), 2013.04.05. 김성태 의원 등 10인 발의(의안번호 1904425), 2012.08.17.
강동원 의원 등 12인 발의(의안번호 1901210)
72)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191908776)
73) 손을춘(2013), ‘고용영향평가제도의 문제점과 입법개선과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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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 및 외국인투자 사업 등에서 고용효과를 평가해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형
태의 고용영향평가 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예를 들어, 영국의 지역개발청(Regional Development
Agency)은

3년 단위의 사업계획을 통해 ‘고용창출’을 주요 성과목표의 하나로 제시하고, 고용

창출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다) 문제점과 평가

종전의 고용영향평가제도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현재)시행하고 있거나 시
행이 완료된’ 정책만을 평가대상으로 하고 있었다. 따라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나 예산편성
및 국회심의에 앞서 고용에 미칠 영향을 파악하여 이를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지난 12
월 26일 의결된 개정안은 제13조 제2항.제2호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록 규정, 사전평가를 도입하였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예비타당성조사,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예산제도 등도 사전평가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들처럼 사전고용영향
평가결과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고용률 제고에 부합하는 정책을 선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
중 하나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개정안은 고용영향평가 결과를 활용하기 위해 법 제13조 제4항, 제5항 및 제6항을 신
설함으로써 정책의 고용안정 촉진과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 있다. 개선권고제도(제13조 제5
항)·결과통보제도(제13조 제6항)·결과공개제도(제13조 제4항)

등 사후관리를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

평가의 환류 기능이 강화되었다. 이와 같이 적극적으로 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
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는 취지는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고용영향평가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선정기준이 보완된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
할 수 있다. 법 제13조 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직권으로 고용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정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
책’을 추가함으로써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정책’의 기준을 보완하였다. 그러나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지 않는 경우라 할지라도 고용을 목적으로 하거나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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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도 있을 수 있는데, 이를 반영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아쉬운 측면이 있다.

라) 정책 방향

문제점 및 평가 내용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방향을 고려할 수 있다. 첫째, 법 제13조
제2항제4조에 따른 대통령령 제정 시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을 보다 명확하게 제시
해야 한다. 그동안 고용영향평가가 실시된 바를 살펴보면, 2010년 7개, 2011년과 2012년에
각각 19개 사업 등 3년간 45개 사업에 대하여 평가가 이루어졌고, 2013년 현재 15개 사업이
평가를 받고 있는 등 실제로 평가가 이뤄진 사업이 많지 않다. 법이 개정되면서 고용영향평
가 대상에 대한 선정기준이 보완되기는 하였으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고용창출을 목적으
로 하는 사업’, ‘재정규모가 크지 않더라도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 등에 대해서는 기
준이 제시되지 않았다. 향후 시행령에서 고용영향평가가 요구되는 사업의 종류와 그 규모를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하겠다.
둘째로 고용영향평가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 등 인프라를 보강해야 한다.
2011년부터 한국고용정보원이 고용영향평가센터로 지정되어 고용영향평가를 수행하고 있
다. 이번 개정에 따라 사전평가를 포함한 고용영향평가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현
재 고용영향평가를 전담하고 있는 한국고용정보원의 인력으로는 이를 전부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 특히 고용창출 효과는 단기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장기간에 걸친 추
적조사를 통해 정책 참여집단 및 비교집단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축적하는 데이터 구축
이 필수적인데(2009, 윤윤규), 이에 대한 인프라를 보강할 필요가 있다. 즉, 한국고용정보원 내
에 고용영향평가 전담 부서를 구성하여 늘어난 평가 업무를 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법이 개정되면서 한국고용정보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뿐 아니라 법 제18조 제4항제1
호부터 제6호에 해당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된 것도 이와 맥락을 같이 한
다. 또는 고용영향평가업무를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할 역량을 갖춘 전문평가기
관을 신설하는 것도 다른 방법이다. 이와 같이 평가대상을 늘리는 방향으로 법이 구체화되고
전문적으로 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이 뒷받침된다면, 고용영향평가제도가 더욱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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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있을 것이다.

2. 정리해고 요건 강화

가) 정책 동향

근로기준법(제24조)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사업의 양도·인수·합병 포함)가 있을 경우 경영상 해고
(=정리해고)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한진중공업, 쌍용자동차 사태 등의 경영상 해고가 심

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노동계와 정치권에서 경영상해고 요건을 강화하자는 목소리가 높
아지고 있다. 19대 국회에서는 여야 모두 경영상해고 요건 강화, 해고회피노력의 구체화 등

경영상 정리해고는 ‘사업이 계속될 수 없는 경우’에만 인정하며, 해고와 관련된 사항을 근로
자 대표와의 ‘합의’를 요구하고 해고회피노력을 구체화하거나 의무를 강화한다는 것이다.75)
특히, 김성태 의원안은 경영상 해고와 관련해 매우 구체적이고 법의 제한 기능을 강화하여
고용 경직성을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즉, 경영악화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로
긴박한 경영상 필요 범위를 축소하고 있고, 양도·인수·합병에 의한 인원조정도 정당한 경영
상의 이유에서 제외하고 있다. 또한 자산매각, 근로시간 단축, 신규채용 중단, 업무의 조정
및 배치전환, 일시휴직 및 희망퇴직 등 해고회피노력을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있고,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는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한편 대한상공회의소의 조사 자료에 따르면, 기업에 가장 부담이 되는 법안 중 ‘경영상 해

74) 홍영표 의원 대표발의(2012.5.30, 의안번호: 1900038), 심상정 의원 대표발의(2012.7.3, 의안번호: 1900465), 최봉홍 의
원 대표발의(2013.3.19, 의안번호: 4134), 정청래 의원 대표발의(2013.3.21, 의안번호: 4181), 김성태 의원 대표발의
(2013.4.2, 의안번호: 4362)
75) 국회는 지난 12월 26일 본회의를 열고 대기업의 대규모 정리해고가 발생하면 해당 지역을 ‘고용재난지역’으로 지정하고 자연재
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과 마찬가지로 정부가 해당 지역에 행정·재정적 지원을 한다는 내용의 고용정책기본
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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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5건씩이나 발의한 상태이다(<표 4> 참조).74) 주요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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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경영상 해고 관련 계류 노동법안
구분

주요 내용

홍영표 의원안

•해고회피노력 예시(근로시간 단축과 업무조정, 전환배치 등)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지 않는 경우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인정되지 않음
•각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해고한 경우에는 부당해고로 봄
•경영상 해고의 요건과 협의절차 등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규정 가능
•해고에 대해 근로자 대표와 합의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협의

심상정 의원안

•‘긴박한 경영상 필요’의 범위 축소(경영악화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 생산성 향상
위한 구조조정, 장래의 경영위기 대처, 업종전환 등 제외)
•해고회피노력 예시(자산매각, 근로시간 단축과 업무조정, 전환배치 등)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지 않는 경우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인정되지 않음
•근로자 대표와 협의기간 확대(현행 50일 이상 → 90일 이상)
•일정규모 이상의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 필요
•각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해고한 경우에는 부당해고로 봄
•해고에 대해 근로자 대표와 합의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협의

최봉홍 의원안

•해고회피노력 예(근로시간 단축과 신규채용 중지, 전환배치, 퇴직희망 근로자 모집 등)

정청래 의원안

•‘긴박한 경영상 필요’ 범위 축소(경영악화로 현재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한정)

김성태 의원안

•‘긴박한 경영상 필요’의 범위 축소(경영악화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 양도·인수·합
병 제외)
•해고회피노력 예시(자산매각, 근로시간 단축, 신규채용 중단 희망퇴직 등)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지 않는 경우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인정되지 않음
•근로자 대표에 대한 해고관련 정보제공사항 확대(해고시기, 해고예정인원 등)
•각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해고한 경우에는 부당해고로 봄

고의 요건 강화 법안’에 대하여 중소기업은 63.3%, 대기업은 60.9%가 전혀 타당하지 않다고
응답하고 있는데,76) 이는 이번 개정안들이 기업 경영에 많은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단적
으로 보여주고 있다.

나) 문제점과 평가

세계은행의 「사업환경 보고서(2013)」에 따르면, 우리나라 해고규정이 OECD 국가 평균 및 전
체 평균보다 매우 경직되고, 해고비용도 27.4로 34개 회원국 평균 13.7 주급의 2배 수준으로

76) 대한상공회의소 「6월 임시국회 쟁점 노동법안에 대한 기업의견 조사」 자료(2013.6.1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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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경쟁력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현재 논의 중인 경영상해고 요건 강화 개
정안들이 모두 입법화될 경우에는 ‘해고의 경직성’은 189개국 중 70위에서 4위로 상승하여 베
네수엘라, 볼리비아, 튀니지에 이어 세계에서 4번째로 경직적인 노동시장을 갖고 있는 국가
가 되며, OECD 국가 중에는 제일 경직적인 노동시장이 된다. 채용의 경직성, 근로시간의 경
직성 및 해고의 경직성 모두를 감안한 ‘고용의 경직성’은 189개국 중 59위에서 22위로, OECD
34개국 중 9위에서 3위로 각각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표 5] 참조). 한편 다수의 선진국들은 ‘
사업상 필요성’, ‘인원삭감 필요성’ 등 경영합리화가 필요한 경우에 폭넓게 경영상해고를 인
정하고 있는 데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을 ‘인원삭감이 객관적으로 합
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로 보고 있어 우리나라의 경영상 해고 요건이 다른 나라에 비해 엄
격하다는 것도 알 수 있다(<표 6> 참조).

을 더욱 강화하면 구조조정을 통한 기업회생을 불가능하게 만들어 노사 모두가 어려움에 처

[표 5] 고용·해고규제 평가결과
구분

OECD 평균

전체 평균

57.3
(22/189) (3/34)

31

34

44.3
(55/189) (6/34)

44.3
(55/189) (6/34)

29.0

31

근로시간의
경직성 지표

40.0
(61/189) (10/34)

40.0
(61/189) (10/34)

37.6

37.4

해고의
경직성 지표

37.5
(70/189) (12/34)

87.5
(4/189) (1/34)

27.9

34.9

27.4
(28/189) (4/34)

27.4
(28/189) (4/34)

13.7

16.8

변경 이전

변경 이후

40.6
(59/189) (9/34)

채용의
경직성 지표

고용의 경직성 지표
(하위 3개 지표 평균)

경직성 지표
(0~100)

한국(전체 순위) (OECD 내 순위)

해고비용(Weeks)

주1: 고용경직성 지표는 0에서 100 사이의 숫자로 나타나며 숫자가 클수록 노동시장이 경직적임을 나타냄. 순위는 정도가 제일 높은 국
가를 1위로 함. 예를 들어, ‘채용의 경직성’의 경우 채용이 제일 어려운 국가가 1위임.
주2: 해고의 비용은 근속기간 1, 5, 10년 근로자 1인을 해고할 경우 발생하는 평균비용을 주당 임금으로 표시한 것과 주로 나타낸 사전통
보기간의 합을 의미하며 해고비용이 제일 높은 국가를 1위로 표시
자료: World Bank ‘Doing Business(2013)’에 근거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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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노동시장이 경직되어 있고, 경영상 해고 요건도 엄격한 상황에서 경영상 해고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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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경영상 해고 사유 관련 주요국 규정
구분

정당한 정리해고 사유

정당한 정리해고 사유 존재
여부에 대한 사법심사 정도

관련규정

ILO

경제적·기술적·구조적 또는 이와 유
사한 이유

-

협약
제158호 제13조

미국

규정 없음

-

-

영국

경영내외적인 원인에 의한 사업중단
이나 사업장 폐쇄, 현재 또는 미래의
업무 감소

포괄적이고 전체적인 상황에 따라 탄
력적으로 판단, 해고의 불가피성에 대
해 심사

고용권법

일본

판례로 현재 또는 장래의 경영부진이
예상되거나, 경영상 곤란하지 않더라
도 사업상 인원정리가 필요한 경우에
인정

현재 또는 미래의 경영상 어려움을 포
함할 뿐 아니라 최근에는 경영상 어려
움이 없어도 생산성을 올릴 수 있으면
인정되기도 함

판례

독일

긴박한 경영상 필요 원료·연료 부족,
판매부진·작업량 부족, 경영합리화를
위한 노동절약적 기계 도입, 생산방법
의 변경, 개별부서의 조업중단 등

기업주의 결정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고, 기업주의 결정이 불합리하거
나 자의적인 가에 대해서만 사법심사

해고제한법

프랑스

경제적 곤란 또는 기술적 변화에 기인
한 고용의 폐지·전환 또는 근로계약
의 변경

인력삭감의 불가피성을 먼저 판단하
고, 인력삭감의 원인이 기업의 경영상
이유에 인한 것인지 심사

노동법

한국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
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사업의 양도·인
수·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로
봄

-

근로기준법

자료: 김영문, 고용유연화: 해고법제 개편 방향

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경영악화로 기업이 도산 직전에 있다면 경영상 해고가 무의미
해지며, 기업 자체가 파산해 노사 모두가 공멸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 대법원 판례에서는 ‘장래에 올 수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해 경영상 해고를 실
시한 경우 객관적인 합리성을 갖추고 있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를 완화해 인정하고 있고
(대법원 2002.7.9. 선고 2001다29452 판결 등 다수 판결이 있음),

경영권과 근로권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에

는 이를 조화시키는 한계를 설정할 때 기업의 창의와 투자의욕을 훼손시키지 않고, 기업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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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주요국의 경영상 해고 관련 근로자 대표와 협의 절차 규정
프랑스

10인 이상 해고 시 기업위원회(comite'd entreprise)는 의견을 표출할 수 있을 뿐, 경영상 해고의 가부
에는 결정권이 없음

독일

해고보호법 17조는 사용자에게 초기 단계에서 직장평의회와 협의할 의무를 부과할 뿐 합의할 것까
지 요구하지는 않음

영국

정리해고 사유가 발생하면 기업은 근로자들에게 정리해고 의사 및 계획을 공지하고, 근로자들의 의
견을 수렴하는 상담(consultation) 과정을 거치면 족함

미국

미국(WARN Act)에서는 근로자가 일정 규모 이상(50~499명은 1/3해고시 또는 500명 이상)을 해고
할 경우에 한해 60일에 고지를 하면 충분하고, 별도로 협의할 필요는 없음

일본

명문의 규정은 없으며, 판례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과 실시 시기, 방법 등에 대해서 의견을 청취할
것을 요구

한국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대표에 해고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해야 함

자료: 전경련, 노사 관련 주요 법안에 대한 경제계 입장, 2013. 5

고 2002도7225 판결). 따라서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 요건을 강화하는 법개정은 우리 대법원의 판

례에도 반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기술 융·복합 산업 분야에서 M&A가 기업 성장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정부 또
한 기술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인수·합병에 대해 법인세 및 증여세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있
는 상황에서, 양도·인수·합병에 의한 인원조정을 정당한 경영상의 이유에서 제외하는 것은
기술획득을 통한 기업의 성장을 제한할 수 있다. 그리고 해고회피노력을 지나치게 구체화하
고 의무화하면 각 기업들이 해고할 적절한 시기를 놓쳐 사전에 경영상 해고를 통한 구조조정
을 어렵게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고에 대해 근로자 대표와의 합의를 요구하는 것도 경영상 해고를 통한
기업회생을 어렵게 만든다. 특히, 경영상 해고의 실시 자체는 기업의 고유한 경영권으로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단체협약에 노동조합의 “동의”가 규정되어 있더라도 이는
“협의”의 취지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대판 2003. 2. 11, 2000도4169 등). 더구나
[표 6]에서 볼 수 있듯이, 정리해고에 대해 근로자 대표와 협의할 것을 넘어 합의할 것까지 요
구하는 해외 입법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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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점을 명백히 하고 있다(대법원 2003.7.22.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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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정책 방향

경영상 해고 요건을 강화하는 것은 기업의 합리적 경영을 어렵게 하여 기업 경쟁력을 떨어
뜨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용 기회의 위축 등을 초래해 다수의 근로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
다. 따라서 현행 경영상 해고 요건을 유지 또는 완화하여 기존 일자리마저 크게 없어지는 것
을 막아야 하며, 절차상의 문제는 판례 축적과 지속적인 감시·감독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이
다. 물론 경영상 해고 요건 완화로 일자리를 잃게 될 근로자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개별 기
업으로 하여금 현행 경영상 해고 절차를 준수하도록 하게 하거나 재취업 프로그램 개발, 취
업알선 등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방안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개별 기업
이 선택할 수 있는 해고회피 노력의 구체적인 방법과 정도는 경영위기의 정도, 경영상 해고
이유, 사업의 내용과 규모, 인원현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경영 사정 등을
고려하여 각 기업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

가) 정책 동향

1999년 지주회사 허용 이후 대기업들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됐다. 이에 따라 근로자의 근
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보다 오히려 기업집단 차원에서 결정
되는 경향이 증가하게 됐다. 이후 자연스럽게 기업집단의 노사협의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기업집단협의회는 기업집단을 구성하는 기업의 수 이상의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을 각각 두도록 하는 안이 2009년 김재윤 의원(민주당)에 의해 발의
됐으나 18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한편, 19대 국회는 사회 연대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
해 기존 『근로자참여 및 협력에 관한 법률』을 대체하는 『노동자 경영참가법』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조가 인사 및 경영 사항 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다 강력한 논의가 진행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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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더불어 최근 사내하도급 증가로 원청 근로자와의 임금격차 및 고용불안 문제가 대두
됨에 따라 사업장의 사내하도급 활용 시 노사가 이에 대해 협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
요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 특히, 해당 사업장에서 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나 파견근로자가
수행하던 업무를 사내하도급으로 전환하는 경우 노사협의회를 통해 협의할 수 있도록 노사
협의회 협의사항에 포함하는 법률 개정안이 2011년 이주영 의원(새누리당)에 의해 대표발의됐
다. 하지만 이는 18대 국회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한편, 지난 대선 기간 박근혜 대통령은 근로자의 경영권 참여 확대에 대한 공약보다는 불
합리한 정리해고를 방지하는 제도 개선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반면에 야당 후보들은 직
접적으로 근로자 경영권 참여 확대를 언급한 상황이었다. 예를 들어, 문재인 후보는 노사관
계가 참여와 협력을 지향하도록 근로자 경영참여 확대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특히, 초기업

다. 진보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노동자의 경영참여를 넘어 하청업체·지역 주민·소비자·시민
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경영에 참여하는 ‘한국형 공동결정제도’ 도입”도 주장했다.

나) 외국의 입법사례

근로자 참여의 외국 입법례 유형은 근로생활의 질 향상 등을 위한 일반·전문 노사위원회제
도를 운영하는 미국식, 단체협상을 통한 노사협의회를 운영하는 일본식, 그리고 사업장평의회
를 운영하는 유럽식 제도가 있다.77) 현재 독일 등 유럽 주요국가를 제외하고는 노사협의회 제
도가 법제화된 나라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78) 한편 미국식 노사공동위원회, 일본식 노사협의회
등은 법적 설치의무가 없는 임의기구로서 단체협약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운용되고 있다.79)

77) 한국경영자총협회, 『근로자참여제도의 현황과 과제-노사협의제도·우리사주제도를 중심으로-』, 정책조사자료 2000-01-05.
78) 독일의 경우 경영상의 의사결정을 노사가 공동으로 결정하는 공동결정권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종업원 500~1,999명인 기업
의 경우 공동결정권제도를 의무적으로 실행하게 되어 있으며 근로자대표가 감독위원회의 1/3을 구성하고 종업원이 2,000명 이
상일 경우 위원회의 1/2을 구성한다(대한상공회의소(2004), Aline Conchon(2013), 장석인(2009) 참조)
79) 대한상공회의소, 『한국형 근로자 경영참여 모델 연구』, 2004년 5월.

Ⅲ. 정책리스크 노동

단위 교섭활성화와 근로자 경영참여 촉진을 위해 우리사주제도의 개선방안 추진을 제안했

270 ┃ 2014 정책리스크 쟁점과 평가

다) 문제점과 평가

근로자 경영참여에 관한 주요 쟁점은 ‘어느 범위까지 근로자 경영참여를 허용하는 것이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의 목적80)에 부합할 것인가’이다. 특히, 기업단위가
아니라 기업집단 단위의 노사협의회 구성 시 과연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의 목적인 노사 공동이익의 증진과 산업평화가 달성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라) 정책 방향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기업집단 단위의 노사협의회를 구성할 경우 기존 사업장 단위의 노
사협의회에 대한 자율성과 독립성이 훼손된다. 그리고 기업집단의 지배적 기업 또는 사업주
에 의한 전체 기업집단의 지배력 강화를 법으로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이뿐만
아니라, 노사협의회의 협의사항으로 규정된 사항을 보면 생산성 향상과 성과배분, 근로자의
채용·배치 및 교육훈련, 근로자 고충처리, 안전·보건 및 그 밖의 작업환경 개선과 건강증진
및 작업, 휴게시간의 운용 등이 있다. 이는 대체로 사업장 특성을 반영한 사항으로서 이를 기
업집단협의회에서 통일해 협의하기 곤란하다는 점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기업집단
단위의 노사협의회 구성 시 오히려 기업집단 간 특수성과 생산성 및 성과배분 등에 대한 이
견으로 노사협의회 합의가 어려워지고 협의회 운영의 비효율을 초래할 가능성이 커진다. 따
라서 법 제정 목적을 고려하면 경영참가 확대보다는 업종별·기업별 특수성에 따라 현재 실
행되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의 실효성 제고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80)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
진함으로써 산업 평화를 도모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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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노동위원회법 개정

가) 정책 동향

노·사·공익의 합의제 행정기관인 노동위원회가 출범한 지 올해로 60년이 되었다. 노동위
원회는 고용노동부 소속이기는 하나 독립된 전문적 행정위원회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
정법(이하 노조법), 근로기준법(이하 근기법) 등에 의한 개별적 권리 분쟁의 판정과 집단적 이익분
쟁의 조정 및 중재를 담당하며 그 기능 영역을 확장해 왔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들 중에
서 노사분쟁이 많은 나라로 매년 대형 노사분쟁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고, 파업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상당한 액수를 기록하고 있는 데다, 복수노조 설립 가능81), 고용노동부의 출범
, 경영환경의 변화, 고용형태의 다양화, 근로시간제도의 유연화 등 법적·사회구조적 변화

82)

다83). 이에 효율적이고 신속하며 저비용인 노동위원회의 강점을 유지하면서도 전문적이고 신
뢰할 만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동위원회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있어 왔다84).
한정애 의원(민주당) 등 15인 발의 노동위원회법 개정안(2012.08.10)에서는 노동위원회의 기능
강화를 주요 골자로 노동위원회를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 변경할 것과 노동위원회 위원장의
대통령 임명 및 위원의 대통령 위촉, 공익위원 선정 방법 변경, 심판위원회와 차별시정위원
회 구성 시 노동 관련 학문 전공교수 혹은 법률 전문가를 포함시키는 것 등이 제안되었다. 정
부(2013.03.29)는 노동위원회의 분쟁 해결 기능의 확대, 노동위원회 위원의 공정성·중립성 강
화, 조정위원회·특별조정위원회 및 중재위원회에 위원장·상임위원 참여를 의무화, 단독심

81) 2010년 8월 5일 노동위원회법 일부 개정법률안 확정으로 2011년 7월 1일부터 복수노조 설립 규제가 폐지되고 사업장 단위에
서 교섭대표 노동조합을 통한 교섭창구 단일화가 의무화
82) 2010년 6월 4일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정부 내 고용정책 총괄, 산업안전보건 기능 등 관장 업무를 일부 수정 및 보완하여 고
용노동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같은 해 7월 12일 공식 출범
83) 복수노조제도 시행 이후 교섭창구 단일화절차와 관련된 사건, 공정대표 의무위반 등 새로운 유형의 부당노동행위의 등장과 차별
시정 통보제도 및 비정규직법의 제·개정으로 기간제·단시간·파견·사내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차별시정 신청자의 증가 예상
84) 노동위원회의 기능에 대한 본격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노사관계제도선진화연구위원회(2003)를 통해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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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의 대상 확대, 화해제도의 활성화 등을 제안하였다. 강동원 의원(무소속) 등 10인 발의 노동
위원회법 개정안(2013.08.26)에서도 한정애 의원 발의안과 동일하게 공익위원 선정 방법 변경
안이 제출되었다. 한편, 최원식 의원(민주당) 등 36인(2013.06.03)은 노동위원회의 심판 기능을 지
방노동법원으로 이관하여 노동위원회의 소관 사무 중 판정 및 인정에 대한 부분을 삭제할 것
을 발의하였다.
노동위원회법 개정안의 주요 쟁점은 노동위원회의 실질적 독립성 확보 여부, 공익위원의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신속하고 신뢰할 만한 처리의 가능성 등으로 노동위원회가 기능 강화에
성공할 수 있느냐이다. 노동위원회를 현재 고용노동부 소속에서 대통령 소속의 중앙행정기
관으로 이관할 경우 고용노동부로부터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으리라 기대할 수도 있으나,
이럴 경우 예산의 규모85)와 고용노동부와의 인사교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실익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여러 번 제출된 적이 있는 공익위원 선정 방식 변경은 현재의 순
차적 배제 방식과 제안된 투표선출 방식 두 가지 방식의 효과와 문제점 등을 비교분석해 보
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익위원 위원회의 전문가 참여는 현재 이미 다수의 교
수 및 법률전문가들이 심판위원회 및 차별시정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어 이 방법 외에 인력 운
영에서의 제도 변화가 위원들의 노동 분쟁 관련 전문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을 주지
해야 할 것이다. 또, 노동위원회의 신속하고 신뢰할 만한 처리를 위한 방안 중 하나인 단독심
판 대상의 확대에 관해서는 사건 처리기간이 크게 단축된다는 점이 기대되나, 화해와 조정 강
화 등과 연계할 필요가 있고 실시요건을 어디까지 완화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명확하지 않
아 시행 이전에 연구가 필요하다.

나) 외국의 입법사례

노동위원회의 기능 강화를 위해 우선 우리나라의 노동위원회와 영국의 조언알선중재서비
스청(Advisory, Conciliation and Arbitration Service, 이하 ACAS)·고용심판소, 독일의 노동법원의 운영현

85) 2012년 기준 약 304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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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을 비교해 보자. 신속성 면에서는 우리나라 노동위원회가 가장 신속86)하나, 공정성과 신뢰
도의 면에서는 영국과 독일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전문성의 면에
서는 영국의 고용심판소 심판관과 독일 노동법원 판사들의 전문성이 높게 평가되며 노사분
쟁 관련 법률적 판단의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 이들 나라 기관의 전문성이 높아지며 판결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인 데에는 영국과 독일의 노동분쟁해결 기구가 정치적인 독립성을 지
니고 독자적인 인력운영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는 점이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노사분쟁 해결기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인사체계 개편을 보면, 영국과 독일의 분쟁해결
담당자들은 노사관계 법률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단계적으로 쌓을 수 있도록 관련된 업무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도록 배치, 운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영국의 개별 노사분쟁 조정업무
를 담당하는 ACAS의 조정관들은 조정중재기구에만 근무하면서 초기에는 간단한 개별 노사

의 노동법원 판사도 노동법원에만 근무하며 화해와 판결 등의 실무 경험을 쌓기 때문에 노동
관계법률 지식뿐만 아니라, 당사자 간 화해를 유도하는 조정기법 등 노사분쟁해결 전반에 높
은 전문성을 갖게 된다.
비상임 공익위원의 전문성 제고의 경우, 영국의 고용심판소의 일반심판위원은 새로 임명
이 되면 심판위원회에 참여하기 전에 취임훈련(induction training)을 이수하는 등의 교육을 받는
다. 취임훈련의 첫날 교육 프로그램이 끝나면 두 개의 추가적인 심문과정 참관과 함께 최소
6번의 심문을 진행할 것을 요구받는데, 1일차 취임훈련 후 2일차 교육까지 4개월의 시간이
주어진다.
한편, 해외의 노사분쟁 해결기구의 운영 시스템을 보면, 독일의 노동법원의 경우, 당사자
합의(화해) 등을 통해 당사자 간 해결을 지원하는 비중이 본안 심리(심문)를 통해 법률적인 판단

86) 법률적 판단 심급제도만 보면 우리나라는 5심제 구조를 갖고 있어, 영국의 4심제, 독일 노동법원의 3심제보다 사건처리 신속성
면에서 불리할 줄 알았으나, 실제 노동분쟁사건의 95% 이상을 처리하는 단계(한국은 지노위와 중노위, 영국은 지방고용심판소,
독일은 지방노동법원)에서의 사건처리 기간을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 노동위원회가 가장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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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조정 업무를 담당하며 경험을 쌓은 후에 복잡한 개별 노사분쟁 업무를 담당한다.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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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을

하는 비율보다 높아 본안심리 사건의 비중이 7.7%밖에 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즉,

화해를 통한 분쟁해결 비중이 높아 소송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분쟁의 대부분이 해결된다는
것이다. 당사자 간의 화해와 조정을 통해 분쟁이 해결되지 않아 제3자의 판결이 필요한 경우
에도 영국과 독일의 노동분쟁해결기구의 문제 해결 범위를 보면 개별노동분쟁은 대부분
ACAS, 고용심판소, 노동법원 등 전문기구에서 담당하고 있다. 또, 단독심판위원회를 활용
하는 영국의 고용심판소의 경우, 심판관이 일반심판위원의 참석 없이 단독으로 심판하는 사
건의 비중을 늘려 사건처리의 신속성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단독심판 사건의 범위도 초
기에는 임금관련 사건과 같이 비교적 단순한 사건만을 다루었으나 최근에는 부당해고 사건
까지 확대하고 있음이 인상적이다.

다) 문제점과 평가

한국의 노동위원회와 해외의 유사 노동분쟁해결기구 비교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우리나
라 노동위원회의 경우, 독립성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고, 전문가 집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음에도 노동분쟁 관련 법률 지식 및 조정기법 등 노동분쟁 해결에 특화된 전문성이 선진국
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그 판결에서 신뢰성 및 공정성이 다소 미비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분쟁해결 절차에 있어서도 한국의 경우 화해와 조정을 통한 해결보다 판단에 의존하
는 비율이 높아 노동분쟁에 특화한 전문가의 필요성과 함께 그 절차에 있어서도 화해와 조정
단계 강화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노동위원회의 경우, 영국의 고용심판소나 독일의 노동법원과 같이 노동분쟁해결
업무만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도록 하여 경험을 축적하는 인사 시스템이 구비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또, 비상임 공익위원들의 경력을 보면 심판, 차별시정 담당 공익위원들은 교수
(50.2%),

법조인 등 전문직(35.4%), 전 공무원(9.4%), 전 노동관계업무종사자(1.4%)인 것으로 조사

되어 전체적으로 전문가들이 공익위원에 포진되어 있기는 하나 노사관계와 관련한 노동법에
특화되어 있다거나 조정 및 분쟁에 관련한 전문성은 미비함을 알 수 있다.
한편, 노동위원회의 심판제도를 보면, 독일과 반대로 당사자 간 합의보다 심리를 통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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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적인 판단의 비율이 높다. 노동위원회에서 법률적 심리를 진행하는 사건의 비율이 26% 정
도 되는데, 개별분쟁의 사전조정 및 화해 제도가 크게 힘을 발휘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단
독심판제도도 대상의 범위가 좁아 간단한 사건의 경우에도 처리가 길어지는 상황이다. 게다
가 우리나라 노동분쟁해결 범위를 보면, 부당해고 등 근로조건에 대한 부당한 처우와 관련한
노동분쟁은 노동위원회에서 담당을 하고, 임금체불과 관련된 사건은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관이 맡고 있다. 고용노동부에서 담당하는 임금체불 관련 사건이 체불금액의 액수 및 지급 시
기 등을 둘러싼 노동분쟁과 체불임금 지급거부와 관련된 근기법 위반의 사건의 성격이 혼재
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노동분쟁의 성격이 강한 경우 근로감독관이 사실상 화해 또는 조정
업무를 담당해야 하는 경우도 많아 사건 처리가 어려워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물론 우리나라의 노동위원회는 영국과 독일의 노사분쟁 해결 시스템과 다르다. 영국의 노

모델은 노동관련 분쟁에 행정기관이 참여하지 않고 모두 재판의 방식으로 노동법원이 관할
한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법원에서 소송은 가능하나 기본적으로 노동분쟁 해결과 관련하
여 행정기구가 관할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노동분쟁 해결에 있어서 사법부의 기능이 전문
적으로 강화된 독일의 노동 법원 모델을 일괄적으로 쫓아가는 것도, 영국의 준사법기관과 행
정기관이 혼합된 모델을 여과 없이 받아들이는 것에도 무리가 있다. 그러나 노동위원회가 고
용노동부, 법원과 독립성을 지키면서 노동분쟁 해결을 위한 전문성과 공정성, 신뢰성을 갖기
위한 방법들을 차용하는 것은 복수노조가 가능해지고 근로시간제도의 유연화와 맞물린 국내
외 경영 환경 변화로 개인적이고 집단적인 권리 및 이익 분쟁이 촉발될 가능성이 높은 이 시
점에 주요하다 생각된다.

라) 정책 방향

이에 노동위원회법의 경우, 우선적으로 노동위원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일보를 행함이
필요해 보인다. 또,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의 노동위원회가 판결을 중심으로 한 분쟁해결을 주
로 하고 있으므로, 위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판결에 공정성과 신뢰성을 주는 방향으로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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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분쟁 해결은 준사법기관과 행정기관이 혼합된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고, 독일의 노동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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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위원회법이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노동위원회에서 노동분쟁해결 및 법률판단에 가장 중
요한 역할을 하는 지노위원장, 상임위원, 조사관들이 노동위원회에서 노동분쟁해결 업무를
수행하면서 전문성을 쌓아나갈 수 있도록 인사운영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또, 노동위원회
비상임 공익위원과 노사위원도 위원으로 위촉되면 먼저 심판사건 참관과 심판위원 교육프로
그램을 이수한 뒤에 심판위원회에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위원 선출방
식과 관련해서는, 심판 담당 상임위원의 경우 노동관련 재판 경력이 풍부한 판사 출신 변호
사, 조정 담당 상임위원의 경우 노정업무 경험이나 노사관계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임명하
거나 선출하는 방식을 고려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영국의 놀란위원회(Nolan Committee)와 같
이 노사관계 전문가를 중심으로 공정한 선발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고, 여기서 공정성과 전
문성을 기준으로 2~3배수 이내로 추천을 하면 임명권자가 이들 중에서 적임자를 임명하는
방식을 도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다음으로, 노동분쟁 조정업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87)와 노동위원회88)가 중복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을 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고용노동부가 담당하고 있는 임금체불 사
건 중에서 노동분쟁 성격을 띤 사건은 노동위원회에서 개별노동분쟁 해결업무로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다. 화해절차를 통해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이 근기법에
의거 위반 사건으로 처리하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전문성이 고양된 노동위원회가 나아가 준사법기관으로서 품위를 가진 노동전문 분쟁해결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판결 이전에 화해를 통한 분쟁해결 절차를 강화하고, 화해가 이뤄
질 경우 상임위원이 단독심판을 통해 신속하게 화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단독심판 대상의

87) 고용노동부는 현행 근로기준법 제11장에 따른 ‘근로감독관’의 직무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근로감독관 집
무규정」(훈령 제 77호, 2012.07.31.)에 의하면, 근로감독관은 엄정하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노사 간의 이해를 조정해야 하며,
노동관계법령 위반의 죄에 대한 수사 등 사법경찰관의 직무와 함께 노동조합의 설립·운영 등과 관련한 업무, 노동동향의 파악 및
노사분규의 예방과 그 수습지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조).
88) 노동위원회법에 따르면 노동위원회의 주요 소관 업무 중 하나로 집단적 노동관계 업무를 명시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노동위
원회는 노조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에 따른 노동쟁의 조정·중재 또는 관계 당사자의 자주적인 노동쟁의 해결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제2조의2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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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를 확대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영국 고용심판소 소송신청 전 알선조정(Pre-Claim Conciliation,
PCC) 제도와 같은 방식을 도입하여 지노위 상담센터에 문의해 온 내용 중 당사자 간 화해를 유

도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 등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5.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개정

가) 정책 동향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법률 제8852호)에 의해 설립된 대
통령 소속 자문위원회다. 1998년 경제위기 당시 김대중정부가 들어서며 탄생한 사회적 합의

경하였다. 근로자, 사용자, 정부의 3주체가 모두 참여하기로 되어 있으나, 현재 전국민주노
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의 불참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의 소극적 참여, 한국경
영자총협회(이하 경총)의 수동적 자세로 위원회의 기능이 약화된 상태이다. 박근혜정부가 사회
적 대타협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도모할 의지를 보임에 따라 노사정위원회의 개편 혹은 강화
를 위한 개정안이 제출된 상황이다. 노사정위원회의 역할과 활동에 대해서는 상반된 시각이
존재하고 사회적 대화의 진화 경로89)상 전망이 밝지는 않으나 사회적 대화기구로서 노사정위
원회의 필요성이 명백하여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김성태 의원(새누리당) 등 10인 발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개정안(2013. 09.24)에서는
위원회 참여주체를 확대하고, 논의 의제를 다양화하며, 논의구조를 단순화하고, 논의시한
을 단축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 이행평가기능을 강화하고 사무처의 전문성 및 역할을 강화

89) Visser and Hemerijck(1997)의 사회적 대화 진화경로 구분상, 진화경로를 개척기, 약동기, 침체기, 해체기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현재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의 경우 ’09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민정 합의문의 도출을 계기로 침체기에서
재약동기로 접어들 수 있을지 기로에 놓여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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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김경협 의원(민주당) 등 13인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개
정안(2013.10.04)에서는 위원회 위원의 비율을 변경하고, 각 대표위원에 비정규직 근로자 대표
자·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표자·시민사회 대표자·산업통상부장관 및 보건복지부 장관을
추가할 것, 상무위원회 폐지 및 운영위원회 신설, 업종별위원회 설치로 변경 등을 제안한 상
황이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개정안의 경우, 주요한 사항으로 이행평가기능 강화와 논의
의제의 확대가 있다. 이행평가기능 강화의 경우,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 대한 신뢰를 높
여줌으로써 참여주체들의 진지한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위원회가 사회적 대화기
구로서 기능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그간 서구 민주주의 국가들과 같이 합의
에 의한 정책결정과 이행의 역사가 길지 않은 우리나라의 경우 해외 사례의 연구와 논의로 토
양에 맞는 시사점을 찾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한편, 논의 의제 확대의 경우, 이행기능 강화와
함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사회적대타협 기구로서 기능하도록 하는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논의 의제를 다양화시켜서 복지, 재정, 성장, 산업 정책
등을 두루 다루는 사회적 타협 기구로 만들 경우 사법적인 강제권이 없는 위원회에서의 논의
가 협의에 그칠지 합의로 이어질 수 있는지 연구해 봐야 할 부분이다. 이외 그간 취약했던 근
로자단체의 대표성을 높이고,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을 추가참여 시켰다는 점에서 경제사회발
전노사정위원회의 합의구조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뢰제고 등의 부문은 입법례
로 살펴보기에는 문화정치적인 요소가 많으므로 이번 논의에서는 제하기로 한다.

나) 외국의 입법사례

사회적 대협약의 제도적 정착과 관련하여 아일랜드와 핀란드의 사례를 살펴보자. 아일랜
드의 경우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이를 이행하는 전 과정이 제도적으로 잘 정착되어 있다.
아일랜드의 사회적 협약은 1980년대 2차 오일쇼크에 따른 국가부도위기를 이겨내고자 체결
된 국가재건을 위한 프로그램(Programme for National Recovery)에서 기인한다. 당시 근로자계에서
는 경제회생을 위한 사회협약의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노·사·정·농업조직으로 구성된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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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위원회(The National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NESC)를 중심으로 연대협약을 체결하
였는데, 보수당 정부는 사회적 합의방식으로 경제안정화를 추진하려고 하였다. 1차 사회협약
을 체결한 1987년 이래로 아일랜드는 이후 3년마다 경쟁력 강화와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2000
년 7차 협약까지 체결하였다. 그러나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소득과 관련한 전국 수준
에서의 사회적 협약이 퇴색하면서 업종별·지역별 수준으로 단체교섭이 분권화되고 있는 추
세이다. 주요한 점은 이러한 사회적 연대협약의 논의 주제가 소득과 관련한 것뿐이 아니라 거
시경제정책, 환경, 사회 정책 등에 망라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EU차원에서 전개되어 온
고용, 환경, 사회정책의 가이드라인인 “리스본 전략”에 이은 “유럽 2020 전략90)”에 따른 것으
로 사회적 합의는 앞으로도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와 유사한 아일랜드의 국가경제사회협의회(NESC)를

회적 파트너 간 합의를 형성하기 위한 사회적 파트너십의 발전 등을 위한 전략적 문제를 분
석한다. 이들은 정부와 사회적 파트너 간의 전략적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기 위해 독립적으로
연구하며 절차를 자율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위원 구성을 보면, 노동조합, 기
업주, 농민조직, NGOs, 정부 주요부처의 대표들과 민간 전문가 등으로 이루어져 있어, 삼자
플러스(tripartite plus)의 구조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원들은 우선 사회의제를 개발하고 보
고서를 작성한다. 이 전략보고서가 발간되고 나면 수상부는 보고서에 기초하여 사회적 파트
너들 간의 협상을 시작한다. 협상이 체결되고 나면 정부는 합의사항 이행을 위해 정책을 설
계하고 집행하는데, 아일랜드의 사회협약 이행점검기구는 7차 사회협약인 “Towards 2016”
을 이행하는 기구와 2010년 체결된 공공부문 사회협약을 이행점검하기 위한 기구, 두 가지가
있다. 이행점검위원회는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할 뿐만 아니라 협약 시 발생하는 다
양한 문제들을 해결한다. 이렇듯 아일랜드는 사회협약 체결뿐 아니라 집행과 점검까지 이어
지는 체계적인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90) “유럽 2020 전략”은 지난 2010년 발표된 것으로 EU 내 각국은 이 가이드라인의 전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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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핀란드에서의 사회적 협약은 1960년대 이후부터 2007년 미국발 금융위기 전까지 소
득정책협약을 의미했다. 금융위기 이후로는 사용자단체의 불참으로 전국 수준에서의 소득정
책협약은 포기되었지만, 정부나 근로자단체에서의 협약 회복은 여전히 기대되고 있다. 소득
정책협약은 1950~60년대의 대립적 노사관계와 유럽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인한 국가경제의
안정성 약화 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체결되었는데, 국가경제위원회(Economic Council)가
협약의 중추였다. 1967년 핀란드 마르카화의 급속한 평가 절하로 국민 모든 계층이 경기회복
을 위한 합의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고 이듬해 1월 소득정책협약은 체결되었다. 협약은 임
금, 물가, 실업수당, 연금, 농촌보조금 등을 포괄했고, 사용자가 조합원의 조합비를 걷어 직
접 노조통장에 적립하도록 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이후 고용상황이 개선됨과 동시에 인플레
이션이 낮아졌고, 연대임금 원칙에 입각한 임금 인상은 모든 근로자들의 임금을 안정적으로
인상시켰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 이후 소득분배를 둘러싼 갈등이 협약을 약화시켰고, 1990
년 초반 마르카화와 유로화의 연계 실패는 전체 경제를 위기에 몰아넣었다. 1993년 새로이
합의된 소득정책협약에서 노사는 일정기간 동안 청년층 노동자의 임금을 낮추고, 연금기여
분을 증가시켰으며, 소득세를 높이는 데 동의했다. 임금인상억제와 노사정 협력으로 핀란드
는 1990년대 이후 높은 경제 성장률을 보였는데, 2000년대 후반 이후 세계적인 경기침체는
다시 한 번 핀란드의 노사갈등을 촉발시킨다. 경영자 단체들이 소득정책협약의 폐기를 주장
하며 2007년 이후로 현재까지 계속 전국 수준에서의 협의를 위한 노력 중에 있다.
핀란드의 국가경제위원회(NEC)는 수상의 자문기구로, 근로자, 경영자, 농민, 지방정부 대
표, 각 부처 장관과 상임 자문위원으로 구성된다. 이들의 핵심적인 역할은 정부, 핀란드 중앙
은행과 주요 이해 당사자 간의 협력을 추진하는 데 있다. 위원회는 핀란드의 국가경쟁력 강
화를 위한 경제적·사회적 의제들을 토론하는 장의 역할을 한다. 일반적으로 국가경제위원
회는 노사정 사이의 공감대 형성, 노사 사이에 임금과 관련한 합의를 마련, 마지막으로 노총
과 경총의 임금가이드라인 교섭의 3단계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전통은 핀란드의 긍정적인 정
치경제 환경을 유지하는 데 큰 기여를 해왔다. 초기에는 산업평화를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두
었으나 최근에는 고용 보장에 역점을 두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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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문제점과 평가

물론 아일랜드는 인구 370만 명의 소규모 국가이고, 10년 이상 지속되어 온 경기침체로 인
해 국민 대다수가 경제개혁의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와 차이를 갖는
다. 분명히 소규모 국가일수록 국가 위기 시 사회적 합의에 보다 용이하게 도달할 수 있고, 이
에 더해 아일랜드의 정당정치의 역사, 카톨릭 조합주의 유산, 전국적 규모의 노조 및 기업 조
직의 존재 등이 사회적 합의 도달에 도움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아일랜드의 사회협
약 체결-집행-점검의 체계적인 구조는 국내에도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는 구조이다. 잘 만
들어진 제도가 신뢰를 심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핀란드의 경우에도 인구나 경제규모 면에서 우리나라보다 훨씬 작고, 정치적 상황이 다
르다. 그러나 핀란드 역시 대외의존도가 높은 국가라는 점에서 핀란드의 사회적 협약을 연구

의 문제를 업종 및 지역 수준의 사회적 협의를 통해 극복하고 있다는 점 등이 시사점을 제공
한다 할 수 있다.

라) 정책 방향

신뢰를 심어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노사정 타협을 통한 일자리
창출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 제도적으로 이행평가의 기능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이에 개정안에 나온 이행평가기능 강화와 관련하여 이행평가위원회를 법률적 기구로 격상하
고, 이행평가위원회의 위원 수 및 위원의 자격, 위원의 임기, 운영 등을 시행령에 별도 조항
을 신설하여 규정할 것을 제안해 본다. 또, 이행평가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행령상에
이행평가위원회의 실무 조직을 신설하여 현재 노사정위원회의 전문위원들이 담당하고 있는
예비이행평가를 별도의 실무조직이 담당하도록 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한편, 이행평가 절차
를 개선하여 이행평가의 결과 이행주체가 합의사항을 불이행하거나, 이행을 지연하는 경우
에 대한 제재조치가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이행평가 기준을 재설정하는 것도 방법 중의 하
나일 것이다. 현행 정상추진, 이행부진 2개에 불과한 평가기준 수를 세분화하여 이행주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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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촉진을 유도하는 것도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 논의의제를 확대하는 것과 관련하여서는 이슈가 너무 많으면 합의에 도달하는 것이 용
이하지 않기 때문에 사례를 축적하여 문제의 해결범위를 넓혀가는 것이 현명해 보인다. 기업
별로 문제가 있을 때, 공익위원들이 특정사건을 합의하도록 유도하고, 작은 사례부터 해결하
여 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드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6. 노동조합법 개정

가) 정책 동향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관련해서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제도와 근로시간
면제(Time-off)제도가 중요 쟁점이 되고 있다.
하나의 사업장 단위에서 두 개 이상의 노조를 설립할 수 있게 한 복수노조 제도는 ‘노동조
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이 개정되면서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동시에 기업의 교섭부
담 증가를 고려해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도 도입되었다. 이 제도는 복수노조 상황에서 회사와
노조의 교섭창구를 하나로 해야 한다는 규정인데 노동조합 간에 자율적 단일화를 원칙으로
하면서 자율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전체 조합원의 과반 이상이 속한 노동조합이 교섭대표
를 맡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근로시간면제 제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2010.1.1.)으로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이 금지되면서 노조활동 위축에 대한 대안으로 2010년 7월1일부터 새롭게 도입되었
다. 이 제도는 합리적 노사관계 발전 위해 유급으로 노조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근로시간면
제한도(time-off)를 예외적으로 두면서 그 한도는 노동조합 규모에 따라 차등화하고 있다. 제
도 시행이 각각 2, 3년이 경과한 현재, 사측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반면
노동계는 제도시행 이후 노동조합의 현장 활동과 상급단체 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며 제
도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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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진보당의 심상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의안번호 464번)과 민주당의 김경협 의원
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의안번호 1589번)에는 모두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폐지(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
5까지 삭제)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 조항 삭제, 근로시간면제도 폐지(제24조, 제24조의2 삭제)를 담고

있다. 반면 새누리당의 김성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의안번호 5311번)은 폐지보다는 제
도 시행과 정상의 문제점을 개선하는데 초점이 맞추고 있다. “노조의 조합원 수, 사업장의 지
역적 분포, 근무형태(교대제 등), 교섭단위 등 특성 등을 고려하여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설정(안
제24조제4항 개정)”하고

“상급단체에 전임자를 파견하는 경우 별도의 근로시간면제한도 허용(안

제24조제5항 신설)”, “ 산업별 협상합의 시 등 창구단일화 예외조항(안 제29조의2제1항 신설)” 추가를 통

해 현행 근로시간면제제도 및 교섭창구 단일화의 정착을 도모하면서도 그 시행과정의 문제
점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관련 법안들은 2013년 12월 20일 제321회 국회(임시회)

근로시간면제제도의 경우는 2013년 6월 13일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이하 근면위)의 결정에
따라 도입 후 3년 만에 면제한도가 조정되었다. 기존 50명 미만(1000시간)과 50~99명(2000시간)
구간으로 나뉘어진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2000시간으로 일괄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이로써
노조 전임자 1명에 대한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2000시간으로만 정해, 그동안 노조 전임자를
둘 수 없었던 소규모 사업장도 사측이 임금을 지급하는 노조 전임자 1명을 둘 수 있게 되었
다. 아울러 1000인 이상 조합원을 갖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기존 1만 시간에서 광역시별 분
포에 따라 10~30%씩 가중치를 둬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늘리기로 하였다. 전체 조합원의 5%
가 넘는 인력을 보유한 사업장 수가 2~5개면 10%, 6~9개는 20%, 10개 이상은 30%의 가중
치가 각각 부여된다. 고용노동부는 근면위 의결에 따라 ‘근로시간 면제 한도’ 고시(안)을 개정
해 7월 1일부터 개정 고시했다.

나) 외국의 입법사례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창구단일화의 대표적인 사례는 미국이다. 미국은 일정한 교섭단위
에 속하는 근로자 다수에 의해 선출된 대표에게만 사용자와 단체교섭 권한을 인정하는 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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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교섭대표제91)를 택하고 있다. 배타적 교섭권을 획득한 노동조합은 조직 근로자는 물론 비
조직 근로자까지 대표하며, 배타적 교섭권이 없는 노동조합 및 개별 근로자의 교섭권은 원칙
적으로 박탈된다. 영국과 이탈리아는 교섭창구단일화를 강제하고 있지 않지만 단체교섭권
중복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다. 영국은 창구단일화를 노사자율에 맡기고
있지만 노조의 단체교섭권은 사용자로부터 인정을 받아야만 획득되도록 하고 있고 이탈리아
는 복수노조주의가 원칙이지만 산별노조와 통일노조대표92)가 공동으로 기업별 교섭의 주체
가 된다. 예외적으로 일본은 노동조합의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노동조합에 단체교섭권을 인
정하고 각 노동조합은 자기 조합원에 대해서만 단체교섭권을 가지는 자유교섭제를 채택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복수노조가 허용될 경우 개별교섭보다는 교섭창구 단일화를 통
한 교섭을 권장(para971, 2006 CFA Digest)하고 있다.

[타임오프제]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원칙적으로 노사공동의 이해
관계에 부합하는 노조업무에 대해서만 사측이 근로시간 면제의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기업 내 노조업무자에 대한 근로시간 면제 등 지원은 원칙적으로 부당노동행위
로 간주하며 다만 교섭시간, 고충처리 등 노사 간 협력이 필요한 노조업무에 대해서는 예외적
으로 근로시간 면제를 허용하고 있다. 특히 최근 개정 논의가 되고 있는 ‘상급단체 파견 활동
에 대해서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별도로 설정을 허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선진국
들은 초기업 노조전임자 급여 지원에 대해 관념조차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 문제점과 평가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폐지 주장은 바람직하지 않다. 복수노조하에서

91) 하지만 숙련근로자, 전문·기술직 근로자 등 사업장 내 단체교섭권이 별도로 보장되는 근로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완전한 창구 단
일화는 불가능하다
92) 1993년 노사정 간 사회적 합의에 따라 구성된 통일노조로서 전체 근로자를 대표하는 공장평의회 및 노동조합의 기업 내 조직의
성격을 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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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타임오프제 관련 주요 선진국 사례
ILO

•노조업무 필요 시 유급 근로시간 등 편의제공 인정 필요
•그러나 기업경영에 장애가 되어서는 곤란하므로 제재 가능

프랑스

•초기업 노조전임자 급여 지원은 관념조차 없음
•기업 내 노조활동과 근로자 대표 기능을 같이하는 조합대표(노조와 노사협의가 혼합)는 최소 숫자
와 최소 근로시간 면제 기준을 법정(최대 5명, 각각 월 20시간, 단협으로 증가 가능)
•기업 내 노조위원은 단협으로 정하고, 무임금이 관행(르노자동차사 등)

영국

•초기업 노조전임자 급여지원은 관념조차 없음
* ‘92년 노조법에서 사측이 인정한 교섭과 조합활동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 면제 인정
* 실제 근로시간 면제 관행을 보면, 조합원 1200~1300명당 1인, 주 10시간
* 노조의 말단조직인 기업 내 분회는 노조 자존심 때문에 무보수 파트타임

독일

•초기업 노조전임자 급여지원은 관념조차 없음
•기업 내 노조전임자(중개인, 연락담당자)는 단협으로 정해지는데, 근로시간 면제는 없음
* 종업원평의회(노조위원 겸임 많음)의 전임자 및 근로시간 면제 제도가 있는데, 이는 교섭권, 협
약체결권, 파업권도 없는 노사협의조직임

일본

•초기업 노조전임자 급여지원은 없음
•우리나라 부당노동행위 규정과 같은 내용을 가지고 전임자 급여지급 관행을 서서히 사라지게 하
였음(실제 닛산, 신일본제철 등에서는 무급)
* 행정해석은 근로시간 중 교섭시간에 대한 근로시간 면제는 허용

자료: 조준모(2010) “글로벌 환경변화 및 한국 집단적 노사관계 위기와 제도개선 과제”, 『고용·임금 및 노사관계 현안 분석 세미나』, 한국
경제연구원

개별 교섭 방안은 오히려 교섭 비용을 증가시켜 영업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어렵
게 만들고 노조 간의 형평성 문제도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 유나이티드 항
공사의 경우, 경영난에도 불구하고 회사 내 조종사, 승무원, 관리 사무직, 정비공 노조 등 복
수의 노조 간에 힘겨루기로 노사협상에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2002년에 결국 파산했
고, 미국 팬 아메리칸 항공도 1980년대 후반 파산 위기에 몰렸음에도, 5개 노조가 각자 별도
교섭을 통해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면서 91년 파산한 바 있다.
또한 초기업노조를 교섭창구 단일화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 경우 개
별기업 노조 외 산별노조 등과 각각 교섭해야 한다는 뜻이 되어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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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업 노조전임자 급여지원은 관념조차 없음
•기업 내 노조업무자에 대한 근로시간 면제 등 지원은 원칙적으로 부당노동행위, 다만 교섭시간, 고
충처리 등 노사 간 협력이 필요한 노조업무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근로시간 면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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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차단하려는 입법취지에 맞지 않는다. 헌법재판소도 2012년 4월 24일 효율적이고 안정적
인 교섭체계를 구축하고 조합원들의 근로조건을 통일하기 위한 것으로 교섭창구 단일화 제
도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타임오프제] 원칙적으로 전임자 급여 지급 여부는 ILO의 권고처럼 노사의 자율적인 교섭
으로 해결하도록 맡겨 두고 이를 입법적으로 관여할 사항이 아닐 수 있다. 하지만 전임자 임
금 지급을 당연시하는 우리 노동계의 잘못된 관행 속에서는 급여지급 관련 자율적인 교섭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며 사실 이것이 제도도입 이전 상황으로의 회귀를 의미한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 노동계가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조항을 폐지하자고 하는 것은 기업의 전임자 임금
부담을 가중시키는 등 노사관계의 선진화와는 역행하는 조치일뿐 아니라 노동조합의 자주성
을 약화시키고, 교섭과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결코 바람직하
지 않다. 또한 상급단체 파견 활동에 대해서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별도로 설정을 허용하는
문제는 “근로시간 면제 심의위원회가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정하도록 한 취지에 부합하지 않
게 될 수도 있고, 근로시간 면제 심의위원회에서 정한 사업 또는 사업장별 한도보다 노사 합
의로 정한 상급단체 파견활동에 대해 주어지는 한도가 오히려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환
경노동위원회(2013년)의 검토의견서가 타당하다고 본다.

라) 정책 방향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폐지보다는 약 2년여 간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하면서 제도의 정착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실제로 노동현장에서 기업들은 창
구 단일화 및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자 하더라도 노조의 반대에 부딪혀 어려움을 겪는다고 토
로하고 노동계는 복수노조제도가 기존 노조를 탄압하고, 어용노조를 만드는 수단으로 이용
되고 있다고 비난하는 등 노사 양측 모두 제도를 악용할 여지가 많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
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노조설립 과정에서부터 단체교섭창구 단일화 및 단체교섭 과정에서 발
생할 수 있는 위법행위를 차단하는 등 노동현장에 법 준수 감독을 강화함으로써 노사·노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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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소모적 분쟁과 혼란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이다.

[타임오프제] 최근 근면위의 근로시간 면제 한도 확대 시행은 타임오프제 시행 이후 활동이
위축된 노조에 대한 배려와 노조 활동의 활성화가 배경에 깔려 있다. 50인 미만 사업장 노조
의 타임오프 한도 확대를 통해 시행 과정상의 문제점을 시정한 것은 제도 정착을 위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풀타임 유급노조 전임자 수 확대로 회사 업무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고 인건비 부담이 증가하며 노조의 파워가 과다해질 문제에 대한 고려는 부족했
다고 보인다. 앞으로 면제한도 조정 시에는 실제로 전담인력의 부족으로 노조활동에 지장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실증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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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결론

1. 2013년 노동시장 입법 동향
2013년에는 노동시장제도 및 질서에 변화를 초래하고 기업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
률개정안이 과도하다고 평가될 만큼 많이 발의되었고, 일부는 국회를 통과해 시행 중이거나
곧 시행될 예정이다. 아래 표에서 보듯이 19대 국회 개원 이후 무려 500개에 가까운 법안이
발의되었다. 특히,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치지 않고 여야 간 정치적 합의에 의해 중간 형태의
대안이 통과되는 경우가 많은 의원발의가 대부분이다. 이처럼 의원발의가 급증한 현상은 대

[표 9] 19대 국회 노동법안 처리 현황(2013.12.31 기준)
구분

합계

환노위 계류

법사위 계류

본회의 통과

폐기

총계

494

430

8

18

38

의원 발의

461

410

3

12

36

정부 발의

33

20

5

6

2

자료: 국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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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이후 여야 모두 노동시장의 아젠다를 선점하려는 목적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난 2013년 동안 국정원 댓글사건 등 정치적 이슈가 많았고 이를 두고 여야 간 정
치적 대립이 격화되면서 법률개정안에 대한 검토는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었다. 이로 인해 법
률개정안 심의는 정치적 우선순위에서 밀리면서 아직도 상당수가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이
다.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않은 채 국회를 통과하는 것보다 국회에 계류 중인 것은 다행이지
만, 그간 국회의 논의과정을 살펴보면 충분한 검토도 없이 경제적 이슈에 관한 법안을 정치
적 합의에 의해 불명확한 중간 형태로 통과시키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2014년에도 노동시
장은 급격한 변화를 앞둔 불확실성 속에 있다고 볼 수 있다. 2013년 논의된 발의안들을 크게
분류할 경우 직접 규제를 통한 근로자 보호, 임금 및 근로시간의 강제적 조정, 강제적 고용 확
대, 경영권 범위 제한 및 기타 아젠다로 구분이 가능하다.

2013년 논의된 발의안 중에서 직접적인 규제를 통해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법률안들은 크
게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거나 비정규직의 사용을 제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
부분의 경우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이미 부작용에 대한 우려는 높은 상황
이다. 대표신청시정제의 경우 상급단체가 차별시정제도의 권리구제절차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정치적 목적의 개입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노사관계의 악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의 대리소송제도 강화를 추진하거나 소송법상 대리 가능 범위를 행정절차 대행,
행정 및 소송비용 부담 정도에 국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사용사유제한 도입·사용기간 단축·현행 기간제한
의 예외사유 축소, 파견근로자에 대한 사용업무·사용사유제한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
들은 비정규직의 사용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는 법안으로 일자리 창출 능력의 감소와 기업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적절한 규제를 통해 근로조건을 보호
하되,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비정규직의 사용 자체를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
지 않다.

Ⅲ. 정책리스크 노동

가) 직접 규제를 통한 근로자 보호

290 ┃ 2014 정책리스크 쟁점과 평가

불법파견을 직접 고용 의제하는 규제의 재도입은 현행 우리 파견법이 이미 포지티브 방식
으로 파견근로를 규제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비교법적으로 과도한 규제라고 판단된다. 또한
이 규제는 사업주의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도
위배될 여지가 있어 위헌적 소지를 내포하고 있다. 현행 우리 파견법제의 경직성은 간과한 채
무조건적인 규제 강화가 진행된다면, 고용조정을 통해 경기변동에 대응하는 것이 어려워져
주요 수출산업인 내구재 산업의 경쟁력이 하락하고 이는 우리나라 기업경쟁력 하락으로 이
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파견근로의 긍정적 기능을 인정하고, 파견법의 목적대로 인력수급의
원활을 달성할 수 있도록 파견근로 사용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는 완화하되 파견근로자의 근
로여건 개선을 위해 불합리한 차별은 금지하여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이 균형을 이룰 수 있
도록 하여야 한다.
한편, 비정규직 차별금지 영역을 구체화하는 법안은 근로자 보호와 관련된 법안 중 국회를
통과한 대표적인 법안이다. 이 법안의 통과로 인해 2013.9.23.부터 비정규직에 대해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는 영역을 임금, 정기상여금·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경
영성과에 따른 성과금,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으로 구체화·세분화한
개정안이 시행 중이다. 그러나 시간선택제의 확산이 예상되는 현 시점에서 근로시간비례보
호 원칙이 적용되는 영역과 차별금지가 적용되는 영역의 구분에 대한 논의가 반드시 병행되
어야 고용창출 유인의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근로자 보호도 개선하여 제도 도입의 취지를 살
릴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사회보험 가입률 제고 및 적용 범위 확대도 비정
규직 내 고용형태별 사회보험 가입률 격차가 심각하고 사업장 규모별로도 격차가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바람직한 정책방향이라고 평가되나, 기업 규모와 산업별 특성을 고려하면서 점진
적으로 정책을 추진하여야 노동시장 유연성 및 고용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으면서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이며 재원의 확보에 있어서도 역시 그러한 고려가 따라야 할 것이다.

나) 임금 및 근로시간의 강제적 조정

임금 및 근로시간의 강제적 조정에 관한 논의 중 2013년에 입법화된 사항은 없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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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동안 가장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이런 이유로 2014년에 입법화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부분 중 하나이다. 우선 통상임금의 범위에 관해서는 그간 노동계와 경영계 간에
치열한 논쟁이 있었으나 2013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인해 일단락되었다. 이번
판결로 인해 정기상여금은 지급 기간과는 무관하게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갖출 경우 통
상임금에 포함되게 되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노동비용이 크게 증가하고 고용과 투자에 부
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또한 기본적으로 그간 통상임금의 범위에 대해 형성된 노사
간의 합의가 무효화됨으로써 노사 간 신뢰도 타격을 받을 전망이고 정부의 정책도 일관성을
상실함으로써 정부에 대한 신뢰도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한편,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신
의성실의 원칙을 근거로 일정 조건이 충족될 경우 그간 노사합의 유효성을 제한적으로 인정
하였다. 따라서 앞으로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 여부를 두고 또 다시 논쟁이 커질 전망이다.

로 판단된다.
한편,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여 주당 근로한도시간을 52시간으로 축소하는 각종
법률안이 발의되었다. 그러나 이들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임금 감소분의 보전 문제, 기
업 및 국가 경쟁력 약화,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지 못할 가능성 등의 쟁점 사항을 내
포하고 있다. 특히 정부의 일자리 창출 과제와 연계하여 근로시간 단축 법안이 급히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 이들 법안은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단기적으로 이익보다 비용을 크게 발
생시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당정협의를 통해 급히 처리하기보다는 임금보전 문제, 시간당 노
동생산성 향상을 위한 방안, 임금체계 개선을 통한 노동시장 유연화 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근로시간 저축제, 탄력적 근로시간제
의 단위기간 확대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 기업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임금보전
부분에 대해서는 노사 간 자율적 협상의 토양 안착에 힘써야 한다.
최저임금의 인상에 대한 논의는 통상임금에 대한 논의로 인해 큰 주목을 받지는 못했다. 그
러나 최저임금을 근로자 평균임금의 50% 수준으로 인상하고 최저임금 실효성 강화를 위해
노동행정과 근로감독을 통해 사전적 조치를 취하는 것과, 노사관계 대표자의 공익위원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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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우선적으로 임금체계를 단순·명료화하는 작업을 수행하여야 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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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를 통해 최저임금 결정방식을 개선하는 법률안도 발의되었다. 먼저 우리나라 경제 전체
를 대상으로 하여 일괄적으로 최저임금을 설정할 경우 임금경직성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 그
리고 근로자 평균임금의 50% 수준으로 최저임금 수준을 인상할 경우 최저임금 적용대상 근
로자가 지나치게 많아지게 되면서 오히려 최저임금제의 실효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성방식을 변경할 경우 정치적 이유로 위원회의 독립성을 저하시킬 우려
도 있다. 따라서 최저임금제 개선을 위해서는 최저임금 인상률 결정에 경제성장률과 물가상
승률을 감안하고, 점진적으로 지역별·업종별로 유연하게 현실화하는 노력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다) 강제적 고용 확대

일자리 창출이 최우선 국정과제로 자리매김한 상황이다. 특히 경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보다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할 경우 정책의 대상이 명확하기 때문에 정치적 목적을 달성
하기에도 유리하다. 이런 이유로 인해 2013년에는 장년층과 청년층의 고용문제가 주요 핵심
으로 부상하였고 실제 입법화 과정을 거치게 되었다. 우선 2013년 4월 30일 정년 60세를 의
무조항으로 규정하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본회
의에서 의결되어 2016년 1월 1일부터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한국의 고령
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현실 및 해외 사례를 고려할 때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연장하는 개정안의 취지는 바람직하다. 다만 대부분의 기업이 60세 미만의 정년규정을 갖고
있어 산업현장의 혼란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단기간 내 기업의 부담이 크게 증가
할 것으로 보인다. 현 개정안에서 60세 정년이 의무화되었지만 임금체계 개편은 의무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지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 위주로 임금체계가 개편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기업 규모별 임금격차가 더욱 벌어질 수 있다. 또한 정년연장의 시행시기에 따라
1950년대 후반에 태어난 근로자 간 형평성에도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
해 정부는 우선 정년연장과 함께 임금체계 개편을 병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야 할 것이다. 또는 정년연장 준비기간을 몇 년간 연장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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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일본의 ‘고령자 고용확보조치’와 같이 정년연장 조치의 다른 방법으로 ‘근로자가 희망하
는 경우 재고용해야 하는 의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업의 대응방안을 다양화하도록
법 개정도 고려할 수 있다. 이처럼 기업의 부담을 완화해 주고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일 수 있
다면, 정년연장은 장기적으로 인력확보 및 잠재성장률 제고 측면에서 보다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한편, 청년고용문제에 관련 정책으로는 청년고용의무할당제와 스펙초월고용촉진제도가 있
다. 먼저 청년고용의무할당제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의 일환으로 2014년 1월부터 공공기관
과 지방공기업은 정원의 3%를 청년으로 고용해야 하며 이는 앞으로 3년간 시행될 예정이다.
이 제도는 저학력 노동력을 특징으로 하는 벨기에의 로제타플랜을 벤치마킹한 강제쿼터제로
서 고학력 청년층의 비중이 큰 우리나라 노동시장에는 장기적인 효과나 실효성을 보이기 어

년의무고용할당제를 강제적으로 민간기업으로 확대하기보다는 우리나라 청년노동시장에 적
합한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할 것이다. 이와 달리 고학력화와 학력인플레이션이 심각한 상
황에서 과도한 스펙쌓기보다는 열정과 능력을 가진 청년을 채용하도록 하는 스펙초월고용제
는 적합한 제도이다. 그러나 최근 개인의 능력에 대한 객관적 지표가 부재한 상황에서 일괄
적으로 고용에 있어서 학력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안이 통과됨으로써 부작용과 문제점이 예
상된다. 그러므로 직무특성상 필요한 학력과 스펙은 인정하는 동시에 공정한 취업 기회를 주
는 도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직무분석과 역량평가 기준과 같은 세부적 논의가 우
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라) 경영권 범위 제한 및 기타

고용의 안정성을 높이려는 취지로 경영권의 범위를 제한하는 법률안도 2012년 말 이후 지
속적으로 제안되고 있다. 그러나 고용창출이 최우선 국정과제로 부각되면서 경영권 제한이
고용위축의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 때문에 2013년에는 본격적으로 논의되지 못하였다. 그
러나 2013년 하반기 이후 경영상 정리해고는 ‘사업이 계속될 수 없는 경우’에만 인정하며,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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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운 데다 사중손실을 발생시키고 중소기업의 인력수급을 더 어렵게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청

294 ┃ 2014 정책리스크 쟁점과 평가

고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근로자 대표와의 합의를 요구하고 해고회피 노력을 구체화하거나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들이 발의되었다. 이러한 경영상 해고 요건 강화는 사실상 구조조정을
통한 기업회생을 불가능하게 만들어 입법취지에도 어긋난다. 따라서 무분별한 규제강화보다
는 현행 경영상 해고 요건을 유지 또는 완화한 상태에서 절차상의 문제를 판례 축적과 지속
적인 감시·감독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경영상 해고 요건 완화로 일자리를 잃
게 될 근로자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개별 기업으로 하여금 현행 경영상 해고 절차를 준수
하도록 하게 하거나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방안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영상 해고 요건 강화뿐만 아니라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기업
집단 단위에서의 노사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노동자 경영참가법』을 추진하여 근로자의 경영
참여를 확대하는 법안들이 논의 중이다. 그러나 독일 등을 제외하고는 노사협의회 제도가 법
제화된 나라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기업집단 단위의 노사협의회 구성은 기존 사업장 단위의
노사협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하고 노사협의회 운영의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 따
라서 경영참가 확대보다는 업종별·기업별 특수성에 따라 현재 실행되고 있는 근참법의 실효
성 제고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2013년에도 노동시장을 둘러싼 각종 제도를 수정하기 위한 법률안들이 대거 발의되
었다. 대표적인 사례가 고용영향평가제도의 강화이다. 우리나라의 고용영향평가제도는 2010
년 실시된 이후 평가대상 선정기준 및 사전 평가제도 부재, 평가결과의 활용방안과 사후관리
장치 미흡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이에 따라 2013년 4월 5일 김성태 의원 등 10인은
고용영향평가제도와 관련하여 ‘사전’ 평가제도를 도입하고, 평가대상의 선정 및 평가결과의
정책 반영 등에 있어 관계 부처의 적극적 역할을 강화하여 고용영향평가제도의 실효성을 높
이고자 하는 취지의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개정안 역시
평가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선정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사전고용영향
평가 실시를 명시하고, 이와 함께 평가대상을 명확히 한다면 고용영향평가의 효과를 더욱 높
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사전고용영향평가를 포함하여 고용영향평가의 수요가 증가하게 됨
에 따라 고용영향평가 전담 기관을 확보하는 등의 인프라 구축 문제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Part.3 정책리스크 노동 ┃ 295

뿐만 아니라 고용에 대한 영향이 비록 미미하지만 경제적 가치가 높은 사업은 고용영향평가
와는 무관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평가대상 선정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노사 간 갈등을 조정하고 사회적 대화를 촉진하기 위해 노동위원회법 및 경제사회발전노
사정위원회법의 개정도 논의되었다. 노동위원회의 경우, 그 기능 강화를 위해 독립성 강화,
위원의 전문성 강화, 단독심판 대상 확대, 화해와 조정 절차 강화 등이 논의되고 있다. 한국
과 노동분쟁해결 모델은 다르지만, 영국과 독일의 사례를 보면, 독립성을 유지하며 전문성을
기를 수 있는 인력 운영시스템을 갖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또, 판결 이전에 화해와 조정을
중심으로 한 분쟁해결을 지향하고 있어, 단독심판제도와 함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노동분
쟁 해결을 해오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전문성을 축적하는 방식으로 인력 운영시스템을
정비하며, 심리를 통한 법률적 판단보다 화해와 조정 절차를 강화해 안정적인 노사관계 확립

기구로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이행평가기능 강화, 논의 의제 다양화, 각 부문 대표 확
대 등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이 발의된 상황이다. 특히 신뢰를 바탕으로 경제사회발전노사정
위원회의 존속과 기능 강화, 나아가 사회적 타협기구로의 활용을 위해 이행평가 기능을 강화
하기 위한 구체적인 법안을 만들 필요가 있어 보인다. 그러나 논의의제 확대와 관련하여서는
노사정위원회의 기능이 명확히 된 이후에, 점진적인 사례의 축적을 통한 확대가 더 현명한 수
순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노사정위원회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작
은 범위 내에서라도 실질적인 결과물을 도출하는 데 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편, 이제 시행된 지 2~3년밖에 지나지 않은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근로시간면제제
도를 노동조합의 현장 활동과 상급단체 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는 이유로 폐지하려는 법
률개정안도 추진되었다. 하지만 제도의 폐지는 임금부담 및 교섭비용 증가, 노사 간 형평성
문제 등 부작용을 초래하며 노사관계 선진화라는 법의 취지에 역행할 뿐이다. 또한 여당 역
시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법 개정에 적극적이지 않고 보다 심도 있는 논의
를 위해 2014년에 재검토하기로 결정한 상황이다. 좀 더 시간을 두고 시행과정상의 문제점들
을 파악하고 시정하는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 또한 이를 통해 노사관계의 불안요인을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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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한편,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은 사회적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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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록 노력할 필요도 있다.

2. 2013년 노동시장 입법 동향의 특징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2013년에는 노동시장과 관련된 많은 법률과 제도들이 논의의 대
상이 되었고, 그중 일부는 입법화 과정을 거쳐 시행되고 있거나 곧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
2013년에 입법화 과정을 거친 법안들을 살펴보면 정치적·경제적 의미가 큰 ‘근로자 보호’와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법안 중 상대적으로 상징성이 크고 여야 간 이견이 작은 법안들은 입
법화 과정을 통과했다. 우선, 근로자 보호 및 대선 공약의 실천이란 상징성이 큰 비정규직 차
별금지영역 명시화는 입법화되었고, 이로 인해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 파견근로자
에 대한 차별금지 영역이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임금, 정기상여금·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으로 구체화되어 2013.9.23.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 결과, 예전에는 판례를 통해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로 간주되지 않던 부분도 차별금지 영역에 포함되게 되었다. 예
를 들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없고 임의적·일회적·은혜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더라도, 근
로관계와 관련한 모든 조건이면 이제 차별이 금지되는 영역에 포함된다. 비정규직 차별금지
영역의 명시화는 상징성이 크고 비정규직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데 다소 기여할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비정규직의 사용업무·사용사유·사용기간을 더욱 제한하는 규제보다는 부작용이
작기 때문에 입법화가 추진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우선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법안 중 상징성이 큰 특정 그룹을 대상으
로 하고 파급영향이 상대적으로 작은 법안들도 입법화 과정을 마무리하였다. 우선 장년층의
고용안정을 달성하기 위해 법정정년의 60세 의무화가 입법화되었고 청년일자리를 강제로라
도 늘리기 위해 청년의무고용할당제를 포함한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
여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2014년 1월부터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의무적으로 청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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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하게 되었다. 종합해 보면, 2013년에는 대선공약의 실천이라는 관점에서 상대적으로 상
징성이 큰 입법안이 우선적으로 추진되었고, 경기침체로 인한 일자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들 중 상대적으로 부작용이 작을 것으로 예상되는 법안들도 우선적으로 처리되었
다. 또한, 이런 양상에는 장년층과 같은 여당의 기존 정치적 지지세력을 향한 배려가 반영되
었고 청년층이라는 신규 지지세력의 확보 목적도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통상임금의 범위와 관련된 논쟁은 2013년에 새로운 이슈로 부상하였다. 통상임금의 범위
와 관련된 논의는 2012년 대법원이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
린 후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그러나 법률개정에 대한 논의는 2013년 5월 대통령 방미 중 통
상임금 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찾는다는 공식 언급 이후 본격화되었다. 뿐만 아니
라 지난 2013년 12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갑을오토텍 사건’과 관련하여 1임금산정기

근로기준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현재로서는 여당은 대법원 판결을
감안하고, 실태조사 및 사회적 논의를 거쳐 입법을 추진한다는 입장이고 야당은 통상임금 범
위를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이미 발의한 상태이다. 그리고 고용노동부는 임금제도
개선위원회의 논의 결과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을 기초로 노사정 협의 등을 거쳐 정부
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그러나 코레일파업과 관련해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원회 논의에 참여
하지 않을 것을 밝혔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대법원과 정부의 의견이 반영된 정부안이 마련될
가능성이 크다.
일부 법률개정안이 입법화 과정을 거친 것과는 달리 고용위축, 노동시장 경직성 심화 등 상
대적으로 큰 부작용이 우려되고 여야 간 이견대립이 큰 법안들은 입법화 과정을 거치지 못하
고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황이다. 특히, 고용위축 등 경제 전체에 미칠 파급영향이 큰 일부
법률안들은 여당과 정부가 경기침체를 감안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음으로써 당분간 입
법화 과정을 밟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비정규직의 사용업무·사용사유·사용
기간에 대해 추가적인 제한을 부과하는 법안과 경영상 해고요건을 강화하고 해고회피 노력
을 예시하는 법안은 고용위축과 노동시장 경직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자리 창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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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초과하여 지급되는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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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는 정부로서는 적극적으로 나설 이유가 없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
당 의원들도 정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실익이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입법
화에 적극적이지 않다. 또한, 파견근로자가 불법파견으로 판정될 경우 원청의 직접고용의제
를 입법화하는 법안도 고용위축이라는 경제적 파장이 크고 경영계의 반대가 워낙 심한 상태
여서 강력히 추진되지 않고 있다. 한편,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 우려를 표명한 근로시간 단축
법안은 사회적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논의가 지속되는 중이다. 그러
나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2013년에
입법화되진 못했지만 2014년에 빠른 속도로 추진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거나 여야 간 이견이 심한 법안 대부분은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 대표신청시정제도는 노동조합과 총연합단체의 소송법상 당사자 능력 및 대리가능
유무와 시정명령의 확대 가능성 유무 및 확대범위가 주요 쟁점이나 근로시간면제제도를 수
정하는 노동조합법개정안에 비해 상대적 중요도가 낮은 편이어서 아직 본격적인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최저임금법 개정은 최저임금의 인상 수준을 두고 여야 간 이
견이 심한 상태이고 노동조합법 역시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입법화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앞서 설명한 것처럼 일부 법률개정안은 경제적 분석보다는 정치적 타협을 통해 급
히 입법화 과정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국회 논의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
요가 있다.

3. 2014년 노동시장 입법 동향 전망
우선, 2014년에는 이미 국회를 통과했거나 곧 통과할 것이 예상되는 법안들의 부작용을 최
소화하기 위해 임금체계 개편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그 이유로는 우선 임금체계 개편
의 필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대법원이 지난 12월 통상임
금 관련 전원합의체 판결을 내리면서 임금체계의 단순화를 포함한 임금체계 개편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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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각되었다. 그간 각종 수당과 정기상여금 등으로 임금체계가 복잡해지고 임금과 근로 간
의 연계성도 낮아졌다. 따라서 임금체계의 단순화를 위해 임금체계 개편이 시급한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정년연장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서도 임금의 연공성을 낮추고 임금과 생산성 간
의 연계성을 높이는 임금체계의 개편이 필요한 상황이다. 여기에 더해 정부도 근로시간 단축
을 통해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임금체계 개편을 준비하는 중이기 때문에 임금체
계 개편을 둘러싼 논의가 활발히 일어날 전망이다.
한편,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된 법안들도 중점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그간 경영계는 노동
비용의 급증과 경쟁력 약화를 이유로 근로시간의 급진적이고 강제적 단축에 반대하였다. 노
동계도 시간당 임금 인상 없이 근로시간만 단축할 경우 월소득이 감소하고 일자리의 질이 하
락할 것이란 이유로 근로시간 단축에 반대하였다. 이런 이유로 지난 2013년 근로시간 단축은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노동계가 근로시간 단축에 동의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할 수 있다. 따
라서 2014년에는 노동계의 반대가 약해지면서 정부가 근로시간 단축을 더욱 강력히 추진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판단된다. 뿐만 아니라 대법원은 곧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휴일근로를 한
경우, 이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여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중첩하여 지급하
여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지을 전망이다. 따라서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된 임금조정 문제도 또
다시 부각될 전망이다. 여기에 더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확대되면서 임금체계 개편의 관점에서 근로시간 비례보호 원칙과 비정규직 차별금지 원칙
간의 균형을 모색하는 논의도 활발히 이루어질 전망이다. 그러므로 2014년은 임금체계 개편
과 근로시간 단축이 각종 논쟁의 핵심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경영계는 직무개선, 임금체계 개편, 생산성 증대 방안을 보다 적극적
으로 모색해야 한다. 우선, 직무개선을 통해 유연한 노동시장의로의 이동을 준비해야 한다.
또한 임금의 지나친 연공성을 축소하고 장년층에 적합한 직무를 개발하여 장년층 고용 확대
가 생산성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준비해야 하고 장년층의 임금제도 개편을 위한 사내 대
화를 강화하여 임금피크제 등 정년연장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를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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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화 과정을 밟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제 통상임금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임금이 상승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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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시간제 등 다양한 근로형태를 통해 고용될 청년층의 생산성 향상을 유도해야 한다. 특
히, 이들 청년층이 일정 기간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청년층을 위한
직무 개발을 통해 생산성 향상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또한 경영계는 임금체계의 단순화 및 임금조정시스템 개발을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 통상
임금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복잡한 임금체계로 인한 노사 간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우
선, 수당을 포함한 임금체계를 단순화하는 작업을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한다. 또한 임금의 성
격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임금과 근로 및 생산성과의 연계성을 명확히 하고, 이를 통해 통상임
금 관련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특히, 복잡한 수당체계를 단순화시켜 임금체계의
명확성을 높이면 임금조정이 용이해지고 그 정당성도 명확해지기 때문에 임금체계의 단순화
는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임금과 생산성 간의 연계성을 높일 경우 근로자가 수용할 가능성
이 큰 임금피크제 개발도 가능해진다. 따라서 2014년은 임금체계 개편의 해가 될 전망이다.
한편, 정부는 임금체계 개선을 위한 여건을 조속히 확립해야 한다. 특히, 임금조정에 대한
불확실성이 클 경우 근로시간 단축 등 각종 새로운 제도가 고용창출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점
을 감안하면 임금체계 개편은 반드시 달성해야 할 목표 중 하나이다. 우선, 정부는 임금제도
개선의 방향을 설정해야 할 것이다. 기본적으로 직무급의 확산을 준비해야 하고, 이를 위해
민간의 직무분석을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한다. 또한 노동시장의 제도적 유연성을 높여 급격
한 제도 변경의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원칙이 합리적이고 유연
하게 적용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한 예이다. 또한 근로자의 재배치 등 기술적
유연성이 증대할 수 있도록 명확한 직무분석과 이에 근거한 보상체계를 확립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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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노동시장 관련 주요 입법 동향 및 평가)

직접 규제를 통한 근로자 보호
아젠다

세부 과제

항목

주요 사항

내용·쟁점

•[민] 노동조합의 차별시정제도 권리구제절차 관여 허용
•[민], [통] 해당 근로자 외에 해당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 그 노동
조합을 구성하는 연합단체, 그리고 그 연합단체를 구성원으로 하는 총연합단체
에게 차별시정 신청권을 부여
•[새] 한 근로자가 차별 인정을 받았을 때 동일 조건의 비정규직 근로자 모두에 대
해 차별을 개선하도록 하는 내용
•(쟁점) 노동조합 및 총연합단체의 소송법상 당사자능력 및 대리가능 허용 유무,
시정명령의 확대 가능성 유무 및 확대 범위 설정

평가

•소송법상 대리 가능 범위를 행정절차의 대행, 행정 및 소송비용 부담 정도로 명
시적으로 제한
•총연합체의 대리기능을 허용하는 것은 아직 역기능의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시
기상조
•정부의 대리소송제도 강화를 추진
•확정된 시정명령의 효력을 확대 적용하는 것은 남용 가능성, 불안정한 노사관계
초래 가능성 및 법의 안정성 훼손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보류

정책 방향

•근로자 보호와 고용유인 유지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비정규직 차별시정 제도의
실효성 강화 대안으로 정부의 대리소송제도 강화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노동조합의 대리기능을 행정절차 대행, 행정 및 소송비용 부담 정도로 명시적으
로 제한해 정치적 목적의 개입여지를 줄여야 함

내용·쟁점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새로운 사용사유제한 도입
•사용기간·현행 2년 초과사용 사유 축소
•파견근로자에 대한 사용업무 및 사용사유 규제 강화

대표신청
시정제도

직접 규제를
통한
근로자 보호

비정규직
사용제한

평가

•전체 일자리 창출 능력 감소
•제조업 생산 공정 업무의 경우 예측하지 못한 결원이 발생하거나 계절적 요인 등
으로 인력 수요가 발생한 경우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가 없어 기업경쟁력 약화가
우려

정책 방향

•비정규직에 대한 관련 규제들은 유연안정성 측면에서 재설정될 필요가 있음. 노
동시장의 다양한 구성원들의 다양한 현실을 염두한 보다 정치한 정책이 요청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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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쟁점
불법파견
직접고용
의제
직접 규제를
통한
근로자 보호
비정규직
차별금지및
사회보험
확대

•현재 구 파견법 제6조 제3항에 대한 헌법소원이 심리 중임
•파견의 적법요건 위반 시 직접 고용을 의제

평가

•유사한 외국 입법례와 비교해 보아도 과도한 규제라고 평가되며, 국민경제적 파
급효과까지 고려하면 정규직 고용감소, 기업경쟁력 하락이 우려

정책 방향

•파견근로의 긍정적 기능을 인정하고, 파견법의 목적대로 인력수급의 원활과 파
견근로자의 고용안정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내용·쟁점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금지 영역 구체화
•시간선택제 근로에 대한 근로조건 설정
•비정규직 사회보험률 제고를 위한 지원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도입된 시간선택제 근로에 대한 사회보험 지원

평가
정책 방향

•몇 가지 불명확한 점들이 있으나 기본적으로 올바른 정책 방향이라고 평가됨
•정책의 기본적인 방향은 바람직하다고 평가되나 적용 및 시행에 있어서 보다 구
체화할 필요가 있음

아젠다

세부 과제

항목
내용·쟁점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최저
임금법
개정
임금 및
근로시간의
강제적
조정

통상
임금의
범위

평가

주요 사항
•최저임금 현실화: 근로자 평균임금의 50% 수준으로 2017년까지 인상
•최저임금 실효성 강화: 노동행정과 근로감독을 통한 사전적 조치
•최저임금 결정방식 개선: 노사관계 대표자의 공익위원 추천 참여
•경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일괄적인 최저임금 설정은 임금경직성 야기
•2013년 최저임금 적용대상 근로자는 12.7%로 지나치게 많음
•최저임금제의 영향률이 너무 높아서 최저임금제의 실효성 저하 초래
•최저임금위원회 구성방식 변경 시 정치적 이유로 위원회의 독립성 저해

정책 방향

•최저임금인상률을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합한 수준으로 지역별•업종별
로 유연하게 현실화
•최저임금제도의 실효성과 유연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우선돼야

내용·쟁점

•각종 수당 및 고정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평가

정책 방향

•통상임금 범위 확대 시 노동비용 급증으로 고용 및 투자 위축
•노동비용 급증으로 기업경쟁력 하락
•대기업·정규직 근로자에게 임금 증가의 혜택이 집중되면서 근로자 간 양극화
심화
•노사 간 신뢰 및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 하락
•정부: 임금체계 단순화의 우선적 실시
•사법부: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통상임금 범위 명확화
•입법부: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고 통상임금 범위를 명확히 하는 입법안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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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및
근로시간의
강제적
조정

내용·쟁점

•2012년 기준 한국은 OECD 전체국 중에서 3위(2,092시간)의 긴 근로시간을 기
록, 소득 향상에 따른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근로시간 단
축이 발의
•김성태 의원(새누리당) 발의: 1주 의미 명확하게 법문화, 휴일근로를 연장 근로에
포함하여 주당 근로한도시간 52시간으로 축소,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근로시
간 특례제도 정비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발의: 김성태 의원안과 유사, 단 기업규모별로 단계적 시행
•심상정 의원(민주당) 발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하에서 연장
근로 규정 삭제, 근로시간ㆍ휴게시간의 특례 및 적용 제외 업종에 관한 규정 삭
제
•2013.10.7. 새누리당 환노위 의원들과 고용노동부 당정협의: 휴일근로를 연장근
로에 포함, 산업현장의 연착륙을 지원하는 근로기준법 개정
•주요 쟁점: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임금 감소분의 보전 문제, 기업 및 국가 경쟁
력 약화,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지의 여부

평가

•영미권: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시장 원리를 추구
•독일, 프랑스: 사회당의 영향으로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법안이 있었으나 이는
단기적인 실업을 방지할 뿐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실패
•네덜란드: 바세나르 협약이 성공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임금인상을 억제했는
데, 이는 근로시간 단축이 노동시장 규제완화와 병행해 진행되었기 때문
•급격한 근로시간 단축 법안 통과는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단기적으로 이
익보다 비용을 크게 발생시키므로 법안의 통과 이전 확실히 논의해야 할 필요
있음.

정책 방향

•근로시간 단축을 법제화하기 이전에 임금보전 문제, 시간당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한 방안, 임금체계 개선을 통한 노동시장 유연화 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
고, 근로시간 단축을 보완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저축제,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 확대 등이 이루어져야 함.
•기업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임금보전 부분에 대해서는 노사 간 자율적
협상의 토양 안착에 힘써야 함.

근로시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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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적 고용확대
아젠다

세부 과제

법정정년
도입 및
연장

청년의무
고용
할당제와
스펙타파

주요 사항

내용·쟁점

•2013년 4월 30일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 본회의에서 의결됨
•개정안은 정년 60세를 의무조항으로 규정하고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모든 사
업장에 적용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의 필요성을 명시(제19조의2 신설)

평가

•한국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연장하는 개정안의 취지는 바람직하다고 평가
•준비기간이 충분하지 않아 기업이 단기간 내 기업이 급격히 늘어나는 임금 부담
을 해소하기 위해 신규채용을 감소시키거나 인사적체를 발생시킬 수 있음
•실제로 임금체계 개편은 노조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위주
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음
•1950년대 후반에 태어난 근로자 간 정년 시기의 차이가 커지게 돼 형평성에 문제

정책 방향

•기업의 과도한 임금부담 및 그에 따른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정년연장과
함께 고령자 임금에 대한 임금조정이 병행되어야 함
•정년연장 조치로 인해 기업의 부담이 과중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부는 정년연
장 준비기간을 몇 년간 연장하도록 할 수 있음
•일본의 ‘고령자 고용확보조치’와 같이 정년연장 조치의 다른 방법으로 ‘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 재고용해야 하는 의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업의 대응
방안을 다양화하도록 법 개정도 고려

내용·쟁점

•청년고용의무할당제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의 일환으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을 대상으로 정원의 3%를 청년으로 고용하도록 2014년 1월 1일부터 3년간 시행
•학력과 스펙이 아닌 열정과 능력이 있는 청년을 고용하기 위한 제도가 여야에 의
해 논의되고 있고, 특히 최근에 근로자의 모집, 채용에 있어 학력에 의한 차별을 금
지하는 것이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2013년 12월 20일 통과되었다.

평가

•청년고용의무할당제는 저학력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벨기에의 로제타플랜을
벤치마킹함으로써 고학력 청년층의 실업문제와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에 적용하는 것은 부적합
•벨기에의 결과에 있어서도 창출된 일자리의 질적문제, 미미한 순고용효과와 함
께 사중손실과 같은 사회적 부담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고, 이와 같은 의무고
용은 헌법에 보장된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공평한 채용기회를 제공하는 입법취지에도 불구하고 직무분석과 역량평가에 대
한 객관적 지표가 부재한 상황에서 일괄적으로 학력으로 인한 차별을 금지함으
로써 합리적 채용도 불법이 될 수 있고, 소송과 같은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사중손실을 야기

정책 방향

•청년의무고용할당제의 대상을 저학력 청년층으로 제한하는 동시에 청년층의 구
직, 교육, 훈련의 의무를 강화하여 도덕적 해이를 방지
•민간기업으로의 고용할당을 확대하기보다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인력수급불
균형과 고학력 실업률의 증가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지원과 교육, 휸련 시스
템을 마련하는 장기적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
•학력으로 모집, 채용할 수 없으므로 우선적으로 직무분석과 수행능력에 대한 객
관적 평가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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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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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범위 제한 및 기타
아젠다

세부 과제

고용영향
평가제도
강화

경영권
범위제한
및 기타

항목

주요 사항

내용·쟁점

•사전고용영향평가제도 도입
•고용노동부장관이 직권으로 평가 대상을 선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고용영향평가 결과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정책 제언 또는 개선 권고제도
를 도입
•고용노동부장관의 정책 제언이나 개선 권고에 대한 소관 부처 또는 자치단체의
개선대책 수립·시행 결과 통보제도 신설

평가

•사전고용영향평가제도가 마련된다면 그 결과를 사업계획의 수립이나 예산편성
및 국회 심의에 반영할 수 있어 긍정적 효과
•적극적으로 고용영향평가 과제를 선정하고 평가의 환류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평가결과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는 취지는 바람직
•평가 대상의 선정 기준이 법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문제점은 향후 해결되어
야함
•고용영향평가의 수요가 증가할 경우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인프라가 확보되어 있
는지 고려하지 못함

정책 방향

•사전고용영향평가제도 및 평가 대상을 법령에 명시해야 함
•고용영향평가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기관을 별도로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
요가 있음

내용·쟁점

•경영상 정리해고는 ‘사업이 계속될 수 없는 경우’에만 인정
•해고와 관련된 사항을 근로자 대표와의 ‘합의’를 요구
•해고회피 노력 구체화 및 의무화

평가

•OECD 국가에 비해 우리나라 해고규정은 매우 경직되고, 해고비용도 높은 수준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경영상 해고 요건 또한 엄격
•경영상 해고 요건의 강화는 사실상 구조조정을 통한 기업회생을 불가능하게 만
들어 노사 모두가 어려움에 처하는 상황을 초래
•정리해고에 대해 근로자 대표와의 합의를 요구하는 것은 기업의 구조조정을 어
렵게 만들며 기존 대법원 판례와도 배치될 뿐만 아니라 해외 입법례를 찾아보기
도 어려움.
•해고회피 노력을 구체화하고 의무화하는 것은 각 기업들이 적절한 시기에 해고
하는 것을 방해하여 결국 경영상 해고를 통한 기업회생을 어렵게 할 수 있음.

정책 방향

•현행 경영상 해고 요건을 유지 또는 완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절차상의 문제
는 판례 축적과 지속적인 감시·감독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임.
•경영상 해고 요건 완화로 일자리를 잃게 될 근로자는 개별 기업으로 하여금 현행
경영상 해고 절차를 준수하도록 하게 하거나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방안을 통
해 보호하는 것이 바람직함.
•개별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해고회피 노력의 구체적인 방법과 정도는 여러 경영
사정 등을 고려하여 각 기업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내용·쟁점

•기업집단 단위에서 노사협의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
•사내하도급 활용 시 노사협의의 참여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
•근로자 경영참여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

정리해고
요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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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
에 관한
법률 개정

정책 방향

•경영참가 확대보다는 업종별·기업별 특수성에 따라 현재 실행되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함

내용·쟁점

•노동위원회법: 노동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위원의 전문성 강화, 단독심판 대상
확대, 화해와 조정 절차 강화 등 노동위원회의 기능 강화를 위한 정책 발의
•노사분쟁 해결기구의 전문성 제고: 영국과 독일의 분쟁해결 담당자들은 노사관
계 법률에 관한 지식을 축적하고, 화해와 조정의 경력을 쌓을 수 있는 인력 운영
시스템 구비. 비상임 공익위원의 경우, 영국 고용심판소의 일반심판위원은 새로
임명이 되면 취임훈련을 이수함.
•노사분쟁 해결기구의 운영 시스템: 독일 노동법원의 경우 당사자 화해와 합의를
통한 해결이 본안 심문을 통한 법률적인 판단 비율보다 높음. 또, 영국의 고용심
판소의 경우, 단독심판위원회를 활용하여 사건처리의 신속성을 높이고 있음. 사
건도 임금관련 사건과 같이 비교적 단순한 사건에서부터 최근 부당해고 사건까
지 그 범위가 확대 중임.

평가

•우리나라 노동위원회의 경우 독립성이 비교적 약하고, 전문성이 떨어지는 등의
문제가 있음.
•위원의 노동관련 전문성을 축적할 수 있는 인사 시스템이 미비하고, 합의보다 법
률적인 심판을 중심으로 하는 분쟁해결 시스템 보유
•고용노동부와 노동위원회의 노동분쟁 해결 범위가 중복되는 경우 존재

정책 방향

•임금체불과 관련한 사건을 노동위원회가 맡게 하고, 전문성을 축적하는 방식으
로 인력 운영시스템을 정비하며, 화해와 조정 절차 강화와 함께 단독심판대상 범
위의 확대를 통해 노동위원회의 기능 강화

내용·쟁점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이행평가 기능 강화, 논의 의제 다양화, 각 부문
대표 확대 등을 골자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의 신뢰 강화와 사회적 대타
협 기구로서의 활용을 위한 방안 발의

평가

•아일랜드의 경우, 국가경제사회협의회(NESC)가 노사정의 협약을 중심으로 한
국가 경제 발전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집행하며, 점검하는 사회적 제도를 원만
히 정착시키고, 경제 성장을 이끌어냄.
•핀란드의 경우, 국가경제위원회(Economic Council)가 소득중심의 협약을 이끌
어오며 경제 위기 시 국가 성장을 이끌어냄. 최근 소득 중심에서 고용 중심으로
주제를 확대시킨 점이 주요함.
•아일랜드와 핀란드는 모두 우리나라보다 소규모 경제권, 작은 인구를 갖고 있어
사회적 합의에 용이하기는 하나, 정부가 사회적 협약에의 의지를 갖고 아일랜드
는 협약 체결-집행-점검의 제도를 갖고 있는 점, 핀란드의 경우 고용 중심의 문
제 해결 방식을 지향하고 있는 점은 차용할 만한 부분

정책 방향

•신뢰를 심어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의 존속과 기능 강화, 나아가 사회적 타협
기구로의 활용을 위해 이행평가 기능을 강화하는 구체적이고 면밀한 법안을 만들
필요가 있음. 또, 논의의제 확대와 관련해서는 노사정위원회의 기능이 강화된 이
후, 점진적인 사례의 축적을 통한 확대가 더욱 현명한 수순인 것으로 판단됨.

노동
위원회법

경영권
범위제한
및 기타

경제사회
발전노사
정위원회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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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노사협의회 제도가 법제화된 나라는 거의 없는 실정
•기업집단 단위의 노사협의회 구성이 노사 공동이익 증진과 산업평화달성에 기
여하기 어려움
•또한 기존 사업장 단위 노사협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 훼손
•기업집단 단위의 노사협의회 구성 시 노사협의회 운영의 비효율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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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경영권
범위제한
및 기타

노동조합
(타임오프
제)

내용·쟁점

•(민주) (정의)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폐지
•(새누리) 제도정비: ▽창구 단일화 예외조항(산업별·업종별 또는 지역별 교섭을
노사가 합의한 경우, 각각의 노동조합에만 해당하는 교섭사항이 있는 경우 등)
신설

평가

•제도의 폐지는 교섭 비용 증가, 노조 간의 형평성 문제 등 부작용 야기
•‘산업별·업종별 또는 지역별 교섭을 노사가 합의한 경우’의 예외 조항은 산별협
상 활성화 차원에서 검토 필요
•‘각각 노동조합에 해당하는 교섭사항’ 예외 조항은 교섭비용 문제

정책 방향

•2년여 간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면서 제도 정착에 노력
•다만 노조설립, 창구 단일화, 단체교섭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법행위에 대한
노동현장 감독 강화 필요

내용·쟁점

•(민주) (정의) 타임오프제 제도 폐지
•(새누리) 제도정비: ▽조합원 수, 사업장의 지역적 분포 등을 고려한 근로시간 면
제한도 조정▽상급단체에 전임자를 파견하는 경우 별도의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허용

평가

•근로시간 면제한도 조정은 금면위 결정으로 7월 1일부터 재고시된 상태
•노사 합의에 의한 상급단체 파견 전임자에 대한 면제한도 별도 허용은 근로시간
면제한도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금면위 설정한도보다 더 커질
가능성

정책 방향

•3년여 간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면서 제도 정착에 노력
•향후 면제한도 조정에는 회사업무 공백, 인건비 부담 증가, 노조 파워 증대, 노조
활동 위축 여부 등에 대한 면밀한 실증분석이 선행될 필요

쟁점과 평가

Ⅲ. 정책리스크 노동

2014
정책리스크

정
책
리
스
크
쟁
점
과
평
가

2014

PART. 4
-

정책리스크 복지

요약 							

314

Ⅰ. 서론 							

320

Ⅱ.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급 					

323

Ⅲ. 임신·육아를 위한 근로여건 개선 					

328

Ⅳ. 고교무상교육 						

334

Ⅴ. 반값 등록금 						

339

Ⅵ.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345

Ⅶ. 기초연금 							

358

Ⅷ. 4대 중증질환 						

365

Ⅸ. 결론 							

373

참고문헌 							

377

부록 (요약표) 							

380

314 ┃ 2014 정책리스크 쟁점과 평가

요약

1.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급
2013년 3월부터 시행된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정책은 만 0~5세 전 계층 아동에게 지원
되는 무상보육정책이다. 보육료는 바우처의 형태로, 양육수당은 현금으로 지급되며 지원액
은 아동의 연령에 따라 10만 원에서 39만 4천 원으로 다양하다. 그러나 현행 무상보육정책은
재원 부담이 상당하기 때문에 지속가능성 여부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또한 무상보육정책
은 전 소득 계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정책의 효과성 면에서도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하
는 차등지원정책에 비해 떨어진다. 무상보육정책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차등지원정책의
병행시행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그 예로 양육수당은 영유아 연령에 따라 한정 지원하고,
보육료는 소득 계층별로 차등지원하는 방안을 들 수 있다. 또한 정부에서 인가한 어린이집의
질적 향상을 위한 방안과 부모의 근로 소득과 양육수당의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시행하여
정책 목표인 보육부담의 완화와 출산율 제고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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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신·육아를 위한 근로여건 개선
현행 육아휴직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과 합하여 최장 1년을 신청할 수 있다. 대상은 1
년 이상 근무한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남녀 근로자이다. 정부가 2013년 6월 발표한 고용
률 70% 로드맵에서 일·가정 양립 지원책의 일환으로 제시된 육아휴직제도 강화방안은 육아
휴직기간의 연장과 육아휴직 대상의 확대로 요약된다. 그러나 기업과 근로자의 협의를 거치
지 않은 정부 일방의 강화방안은 여성 고용의 비용을 증가시켜 여성 근로자에게 인센티브가
아닌 패널티로 작용될 우려가 있다. 육아휴직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각 기업이 처한 특수
한 환경과 상황에 맞는 제도의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대체인력 확보를 위해 고용유
연성 제고시킬 수 있는 장·단기적 방안을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한 예로 정부기관을 대상으
로 시행하고 있는 대체인력뱅크제도를 민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가
족친화적인 기업 환경의 조성을 위한 남성 육아휴직자 수 제고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3. 고교무상교육

하고 2017년에 전면 실시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나 현재는 예산부족으로 인하여 2014
년부터의 도입이 무산된 상황이다. 이미 중학교 졸업자의 고교진학률의 거의 100%를 이루는
현 시점에서 고교무상교육으로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은 타당성이 없으며 반면
고교무상교육이 선거를 위한 포퓰리즘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고교무상교육은 5년간 한 해
평균 약 1조 2천억 원에 가까운 추가적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되며 학교의 자율성 제약,
획일화된 교육과정, 교육환경의 저하 등으로 인하여 오히려 학교 교육의 질이 저하될 우려도
적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뿐만 아니라 고교무상교육의 시행은 소득재분배 효과는 크지 않
은 반면 GDP와 고용에는 부의 효과를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향후 바람직한 정책 방향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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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에서는 2014년부터 농어촌 지역을 시작으로 고교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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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까지 지원하는 고교무상교육은 지양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며, 중요한 것은 전면적 무상교육을 시행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질 높은 교육을 모
든 학생에게 제공하느냐의 문제라는 것임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불가피하게 고등학교 무상
교육을 저소득층을 넘어서 지원하는 경우에도 최대 지원 범위는 소득분위 7분위를 넘어서지
않도록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무상교육을 강행하는 경우 국공립학교에 한해서는 이를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등록금과 학교운영의 자율권을 주고 교육의 다양
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4. 반값 등록금
박근혜정부에서는 2013년 초에 현재 시행 중인 소득연계형 등록금 지원정책(국가장학금 지원
정책)을

더욱 강화하여 2014년부터는 실질적인 등록금 부담액이 반값이 되는 소득연계형 반

값등록금을 완성·추진하겠다고 언급하였다. 하지만 예산 부족으로 2014년에 전면적인 반값
등록금의 시행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반값등록금은 대학 졸업 이후 모든 편익을 누리는 당사
자를 대신해 국민 세금으로 이들의 비용을 대신 지불한다는 측면에서 타당성이 떨어지며, 학
력 인플레 심화와 청년실업 및 대졸실업 증가, 재수생 수 증가 및 사교육비 증대, 부실대학의
구조조정 지연, 자원배분 우선순위의 왜곡 등의 부작용을 가져올 것으로 우려된다. 뿐만 아
니라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은 소득재분배효과는 크지 않은 반면 GDP와 고용에는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기본적으로 대학 등록금은 수요자와 공급자 사이에서 자율
적으로 결정되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며 다만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에 한해서만 선별적으로
등록금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등록금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향후에는 무조건적
인 대학 등록금 인하보다는 대학교육의 질과 교육 효과를 함께 고려하면서 등록금을 조정하
는 정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으로 비싼 등록금에 대한 여론이 적지 않아 현재 추진
중인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면 현재 8분위까지 지원하고 있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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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을 낮추고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대상자의
성적 기준 요건은 폐지하지 않고 유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
원 액수의 증가도 한 번에 증가시키기보다는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증가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5.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정치권의 복지확대 기조에 따라 정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빈곤층 지원을 더욱 확대
하는 방향으로 보완할 계획이다. 새누리당은 기초생활 수급자 기준 및 부양의무자의 재산·
소득 기준을 완화하여 비수급 빈곤층의 비율을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부정수급 단속을 강화하고 적정급여를 책정하는 방안도 포함되었다. 민주당은 기초생활보장
수급 기준 완화를 위한 부양의무자 기준 및 소득환산지수 조정안과 상대적 빈곤선 도입 및 최
저생계비 상향안 제시, 개별 욕구에 맞는 수급보장 기준 적용 등에 중점을 뒀다. 이에 대해,
박근혜정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선정 기준 완화를 위해 차상위계층 기준을 현행 최저

자의 요구에 따라 개별 혜택을 주는 ‘맞춤형 급여체계’로의 개편을 확정했다. 부양의무자의
소득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그러나 제안된 정책안이 소득인정액 기준의 임의 변
경 가능성과 심의기구 간의 정책 혼선 우려, 수급자격 기준 및 보장 기준을 개별 욕구에 맞게
분리·적용하는 개편안에 대한 여야의 상당한 입장 차 등이 쟁점화되며 국회 통과에서부터 난
항이 예상되고 있다. 비록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기준 완화 노력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수
급자 확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긴 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 등 기존의 사각지대 요인
에 대한 합의 및 개선이 이뤄지지 않아 그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수급자 선
정 기준 완화로 인한 수급대상자 수 증가가 초래할 정부의 재정 부담에 대한 해소 방안 부재
도 정책 시행 효과를 떨어뜨릴 것으로 보인다. 복지체계 전반을 고려한 근로유인책의 수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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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 ┃ 2014 정책리스크 쟁점과 평가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어 탈수급 기피 유인이 증대될 수 있는 문제점도 불
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보편적 복지가 아닌 선별적 복지정책의 기조하에서 국민기초생활보
장제도의 수혜자를 확대하는 방향으로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이는 소득재분배 효과 제고
와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바람직한 방향이 아닐까 싶다. 근로무능력자로 구성된 가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고 근로능력가구에 대해서는 현행 수준을 유지하는 것 또한 중요
하다. 최저생계비 기준의 제한적 상향 조정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공적부조 제도로서의
역할 제고에 필요한 부분이다. 아울러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본 취지에 부합하며 자활·
자립을 촉진하고 탈수급할 수 있는 근로유인책의 수립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6. 기초연금
정부는 생활형편이 어려운 노년층을 위한 경제 지원의 방안으로 현행 기초노령연금을 2014
년 7월부터 기초연금으로 확대 전환하는 정부안을 발표하였다. 기초연금제도 정부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상위 30%를 제외한 소득계층에게 월 최대 20만원을 제공하는 것을 골자
로 하고 있다. 이번 정부안은 대선공약에서 언급되었던 모든 소득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
연금 방안에 비해 장기 재정불안에 대한 우려를 완화시킬 수 있다. 또한 정부는 국민연금기
금의 사용 가능성을 일축하고 조세수입으로 재원을 충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국민연
금 가입자와 무연금자 간의 형평성 문제는 남아 있고, 추가 재원 마련 방안도 명확하게 제시
되지 못했다. 저성장이 지속되고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기초연금 대상자는 빠르
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중장기적 대책이 필요하다. 특히 현행 중앙정
부와 지방정부 간의 기초연금 분담률에 대한 원활한 합의도 도출되어야 한다. 게다가 지속적
으로 증가하고 있는 연금 급여 부정수급을 줄이기 위해 자산 조사와 소득 파악률을 높이는 등
기초연금 관리의 강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Part.4 정책리스크 복지 ┃ 319

7. 4대 중증질환
2013년 6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질환) 보장강화 계획’
은 2016년까지 4대 중증질환 관련된 의료서비스에 대한 건강보험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
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초음파 검사, 자기공명영상(MRI), PET(양전자방출단층촬영) 등 영상
검사, 항암제를 포함한 고가 의약품, 방사선 치료 및 심장·뇌수술 재료, 그리고 암진단용 유
전자 검사 등을 필수 급여로 포함하였다. 선택진료비, 상급병실, 간병비 등 환자의 선택에 의
한 비용은 보험급여 대상에서 일단 제외되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복지부 계획에 대한 소요
재원 추정이 명확치 않아 재원 마련에 혼선이 일어나고 있다. 복지부의 추산과 달리, 4대 중
증질환의 보장성확대로 인한 보험급여 지출은 더욱 증가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 재원
마련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난 10년 동안 건강보험 당기수지가 적자였고 고령화로 인한
건강보험 급여지출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료 인상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
상된다. 이는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의 절반을 지원하는 기
업의 재정 부담도 증가시킬 것이다. 따라서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로 인
한 건강 재정 안정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건강보험료 인상이나 건강소비세 같은 증세 방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단일 독점적 건강보험체제를 주요 선진국처럼 경쟁형 다보험자체
제로 전환하면 가입자의 보험 선택과 변경을 통해 보험자의 효율성과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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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외에도 건강보험 관리 운영 및 급여지출에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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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박근혜정부의 첫해인 2013년은 대통령 선거 주요 공약인 복지의 확대가 시도되었음과 동
시에 저성장과 그에 따른 세수 부족으로 복지 재원 마련의 문제점이 현실화된 해였다고 볼 수
있다. 박근혜정부의 복지정책은 대선 이전의 대선공약, 취임과 더불어 발표된 대통령직인수
위원회의 국정목표와 과제, 그리고 취임 이후 공약의 입법화를 통한 이행과정으로 옮아갈수
록 재원 마련이라는 현실적 문제점에 대한 고려가 점차 커져갔다고 평가할 수 있다.
박근혜정부는 복지정책과 관련하여 맞춤형 복지를 천명하였으나 핵심적인 정책의 흐름은
무상보육, 고교무상교육, 반값등록금 등의 보편적 복지와 국민기초생활보장 확대 및 기초연
금의 도입 등 공적부조의 확대를 비롯한 전반적인 복지 확대라고 할 수 있다. 보편적 복지의
실현 및 전반적인 복지의 확대를 위해서는 복지지출의 급증에 따른 재원의 확보가 필요하다.
조경엽·유진성(2013)에 따르면 박근혜정부 주요 복지정책에 소요되는 비용은 최소 5년간 104
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간접비용까지 더하면 157조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
정부는 이런 막대한 복지비용의 재원을 증세 없이 조달하겠다고 천명했으나 증세 없는 복지
는 높은 경제성장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현재와 같이 저성장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증세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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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복지 재원을 조달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따라서 복지정책과 재원조달의 딜레마로 인해 재
정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지 않을 수 없다.
2013년 복지정책의 추세를 보면 이와 같은 재원 조달 및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가 정책결정
에 있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먼저 고교무상교육과 반값등록금의 경우 2014년부터 도입할
계획이었으나 현재 예산부족으로 이것이 무산된 상황이다. 고교무상교육의 경우 2014년부
터 농어촌 지역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2017년 전면 실시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
고 반값등록금의 경우 정부는 2014년부터 실질적인 등록금 부담액이 반값이 되는 소득연계
형 반값등록금을 완성·추진하겠다고 공언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모두 2014년
도입이 무산된 것은 재정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와 더불어 정책의 우선순위도 높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2013년 1년간 정치적으로 논쟁이 뜨거웠던 기초연금의 경우도 재정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
려가 정부의 정책결정에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기존 대선공약은 현행 기초노령연금을 기
초연금으로 확대 전환하여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 월 20만 원 수준의
연금을 지급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2013년 정부가 발표한 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상위
30%를 제외한 소득계층에게 월 최대 2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기초

에 비해 2013년 발표된 정부안은 장기적인 재정 불안에 대한 우려를 완화시킨 방안이라고 평
가할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박근혜정부의 2013년도 복지정책 추세를 보면 일부 정책에서 복
지재원 조달의 어려움과 재정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가 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보
편적 복지의 확대와 전반적인 복지 확대라는 정책 기조가 바뀌었다고 볼 수는 없다. 만 0~5
세 아동에게 지원되는 무상보육정책은 재원 부담에 따른 지속가능성 여부 논란에도 불구하
고 2013년 3월부터 전 소득 계층을 대상으로 시행되기 시작했고, 복지확대 기조에 따른 국민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개편도 여야 간 입장 차는 있으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확대 방향으로
추진될 것은 분명해 보인다. 6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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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급여 산식에서 국민연금이 고려된 것이 특징이다. 기초연금의 경우 대선에서 공약한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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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환)

보장강화계획’도 보험급여 지출의 증가를 야기할 것으로 보여 건강보험 재정에 부정적

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보편적 복지를 중심으로 한 전반적인 복지 확대의 정
책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른 복지지출의 증대와 재정건전성 악화, 복지재원 마
련을 위한 증세, 경제활동의 제약 및 성장 저하의 악순환 지속이 우려된다.
2013년 정부의 복지정책 기조를 회고해 보면 복지확대를 위한 재원의 문제와 재정건전성
악화에 대한 고려가 정책결정에 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박근혜정부가 공약한 복지정책의
이행을 통해 전반적인 복지 확대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기존의 복지제도만으로도 고령화
심화 등으로 인해 복지지출은 장기적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지출 증대로 인한 재
정건전성 악화는 향후 한국경제의 성장, 발전을 제약할 가장 큰 뇌관이다. 따라서 복지정책
의 이행에 있어 복지재원과 재정건전성에 대한 고려가 나타났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복지정책의 기조가 바뀌지 않았다는 점은 한국경제의 저성장 국면이 지속되
는 상황에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본 연구에서는 2013년 한 해 동안 논의되었던 7가지 복지정책의 동향 및 이행에 대해 살펴
보고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무상보육 및 육아휴직 제도, 보편적 교육의 혜택을 명분으로
하는 고교무상교육과 반값 등록금, 그리고 박근혜정부 맞춤형 복지정책의 핵심인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와 기초연금, 그리고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의 정책 방향 및 입법 동향을
살펴본다. 또한 각 정책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정책의 지속가능성, 경제적 효과 측면에
서 분석하고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평가를 바탕으로 각각의 정책별로 바람직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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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급

가) 정책 동향

2012년 보호자의 소득에 기반하여 차등 지원되었던 보육료 및 양육수당은 2013년 3월부터
만 0~5세의 전 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무상보육체제로 전환되었다. [표 1]은 현재 시행

보육료는 바우처 형태로 지급되고 있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0~5세의 자녀를 둔 부모에
게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아이사랑카드 발급을 통해 지원되고, 유치원을 다니는 만 3~5
세 자녀를 둔 부모에게는 교육부가 주관하는 아이즐거운카드 발급을 통해 지원된다. 반면에,
양육수당은 보호자의 계좌로 매월 현금 지급되고 있다. 현금 전용의 우려로 인해 양육수당도
보육료와 마찬가지로 바우처 형태로 지급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으나 양육수당의 지급방
식 변경에 대해서 2014년 1월 현재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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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인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과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에 대한 양육수당 지원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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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현행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정책

대상

지원 금액
(단위: 만 원)

수령 방법

보육료

양육수당

정부에서 인가한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을
다니는 만 0~5세 전 계층 아동

정부에서 인가한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다니고 있지 않은 만 0~5세 전 계층 아동

만 0세

39.4

12개월 미만

20

만 1세

37.4

24개월 미만

15

만 2세

28.6

36개월 미만

10

만 3~5세

22

만 3~5세

10

만 0~5세 어린이
집이용 아동

바우처
(아이사랑카드)

만 3~5세 유치원
이용 아동

바우처
(아이즐거운카드)

보호자 계좌로 현금 지급

주: 장애아 보육료 및 양육수당과 농어촌 양육수당은 별도 기준을 따름
자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w.go.kr/front_new/jc/sjc0114mn.jsp?PAR_MENU_ID=06&MENU_ID=06140301

나) 외국의 입법사례

[표 2]는 프랑스, 영국, 스웨덴에서 시행 중인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 사업을 소개하고
있다.
프랑스와 스웨덴은 소득 수준에 따른 차등지원정책과 소득 수준과 상관없는 전 계층을 위
한 정책을 모두 시행하고 있다. 이 중 부모의 소득 수준과 연계된 정책은 주로 부모의 근로소
득을 기반으로 하는 취업연계정책이다. 육아휴직이 보편화되어 있는 프랑스에서는 육아로
인한 단축근무 혹은 휴직에 따른 지원금이 소득 수준과 연계되어 차등 지원되고 있다. 스웨
덴에서는 대가족 보충수당을 통해 자녀의 수가 많을수록 더 많은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는 것
이 특징이다. 스웨덴 역시 부모의 근로소득에 기반하여 차등 지원하는 부모수당정책을 시행
하고 있다. 부모수당정책은 총 480일을 신청할 수 있는 육아휴직기간에 지급되는 지원금으
로, 부모의 근로소득이 높을수록 더 높은 지원액을 받을 수 있다. 영국의 아동수당은 16세 미
만의 자녀를 둔 전 소득계층에게 지원되는 장기지원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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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프랑스, 영국, 스웨덴의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정책
국가

유형

대상

지급액 및 기간

기초수당

일정 소득 이하의
2자녀 이상 가구

월 183.34 (약 27만원) 자녀가 3세가 될 때까지
3세 미만 자녀 1명이면 6개월간, 2명 이상이면 3세까지

프랑스
(단위:
유로)

영국
(단위:
파운드)

취업 자유선택
보조수당

부모가 3세 미만
자녀의 육아를 위해
직장을 관두거나
시간제로 일할 시

보육기관
자유선택
보조수당

3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구

아동수당

16세 미만 아동을 둔
전 계층

부모수당

아동수당

대가족
보충수당

16세 미만 아동을 둔
전 계층

2명 이상의 16세
미만 아동을 둔
전 계층

기초수당 비수급

무직

월 385.51
(약 56만 원)

월 568.85
(약 83만 원)

반일제 미만 근무

월 249.22
(약 36만 원)

월 432.56
(약 63만 원)

50~80% 근무

월 143.76
(약 21만 원)

월 327.10
(약 48만 원)

소득과 보육기관 종류에 따라
월 43.13~ 832.03 (약 7만 원~120만 원)
첫째 자녀

주당 20.30 (약 3.6만 원)

둘째 자녀부터

주당 13.40 (약 2.4만 원)

보호자

주당 15.55 (약 2.8만 원)
처음 390일

이후 90일

일정소득이하

일당 225
(약 3.6만 원)

일당 60~180
(약 1~3만 원)

일정소득이상

연소득의 약 78%를
일당으로 계산

일당 60~180
(약 1~3만 원)

1자녀

월 1050 (약 17만 원)

2자녀

월 2100
(약 34만 원)

3자녀

월 3150
(약 51만 원)

4자녀(이후 생략)

월 4200
(약 68만 원)

2자녀

월 150 (약 2.4만 원)

3자녀

월 604 (약 10만 원)

4자녀(이후 생략)

월 1614 (약 26만 원)

자료: 프랑스 http://www.cleiss.fr/docs/regimes/regime_france/an_a1.html, 권미경 외(2011)
영국 http://www.hmrc.gov.uk/childbenefit/payments-entitlements/payments/rates.htm
스웨덴 http://www.forsakringskassan.se, 이삼식(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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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단위:
스웨덴 크로나)

16세 미만 아동을 둔
전 계층

기초수당 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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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문제점과 평가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정책의 목표는 양육부담의 완화를 통한 출산율 제고이다. 출산율
제고가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목표 달성의 여부는 정책 시행의 장기간 지속 여
부에 달려 있다. 그러나 현행 무상보육정책은 소요재원의 조달 문제로 인해 당장 2014년에
지속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막대한 추가 재원의 조달이 힘들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1) 추가 소요재원 조달에 대한 우려는 이미 현실화되었다. 재원 조달 문
제로 인해 무상보육 지속 여부 논란에 시달린 서울시는 2013년 9월 2,000억 원 상당의 지
방채를 발행하여 2013년 말까지 무상보육을 시행하기 위한 추가재원을 마련한다고 발표하
였다. 경기도 역시 2013년 11월 말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 사업2)을 2014년에는 중단할
것이라 발표하였다.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해, 서울시의 국비지원비율을 현행 20%
에서 40%로, 나머지 지자체의 국비지원비율을 현행 50%에서 70%로 올리는 개정안이 2012
년 11월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으나 2014년 1월 현재 아직도 국회 계류 중이다. 세수부
족으로 인해 2014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예상보다 적게 조성된 것도 지자체의 재원 마련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따라서 재원 부담으로 인한 무상보육의 지속성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무상보육이 과연 의도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한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김정호·홍
석철(2013)은 ‘2009년 보육실태조사 결과’를 이용한 실증분석 연구에서, 만 3~5세 유아의 경
우 보육료 지원으로 인해 월평균 자녀 양육비가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었으나, 만 0~2세 영
아의 경우 오히려 증가하였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이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보육료 지원사
업이 다자녀 출산에 긍정적인 영향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2009년 당시 보육료 지원사
업은 영유아 가구의 월평균소득을 바탕으로 한 차등지원체제였다. 무상보육과 같은 보편적

1) 조경엽·유진성(2013)의 연구에 따르면 보육료 및 양육수당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발생한 재원부담이 2013년에는 1조 9천억 원,
2014년에는 2조 6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2) 민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3∼5세 누리과정 아동에게 국공립 어린이집과의 보육료 차액 가운데 3만 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2013년 경기도가 전국에서 처음 실시했던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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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은 전 계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선별적 복지정책에
비해 효과가 떨어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선별적 복지정책이었던 2009년 보육료 지원사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다는 연구 결과는 2013년 시행된 무상보육정책이 과연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 매우 의심스럽게 한다.
무상보육의 소득재분배 효과 또한 크지 않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무상보육의 장점 중 하
나는 최소한의 기초생활 보장을 통한 소득 계층 간의 사회적 위화감 완화이다. 그러나 조경
엽·유진성(2012)의 연구에 따르면, 전 계층을 대상으로 한 정책보다 소득분위 하위 70%만을
대상을 한 정책에서 소득재분배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

라) 정책 방향

많은 국가들이 보육정책에 있어서 선별적 복지정책과 보편적 복지정책을 함께 시행하고 있
다는 점을 참고하여 현행 무상보육의 문제점을 완화시킬 수 있는 선별적 복지정책 방안의 병
행시행이 검토되어야 한다. 그 예로 양육수당은 영유아 연령에 따라 한정 지원하고, 보육료
는 소득 계층별로 차등지원하는 방안을 들 수 있다. 정부에서 인가한 어린이집의 질적 향상
을 위한 방안도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국공립 어린이집의 질적 저하는 영유아교육의 사교육

기 때문이다. 보육의 질을 제고하려면 무엇보다 보육환경의 개선과 보육교사의 질적 향상이
필요하다. 교사 대 영유아비율의 조정과 영유아반 초과보육 제한을 통해 보육환경을 개선하
고, 보육교사의 전문성 향상과 보육교사에 대한 복지지원 확대를 통해 보육교사의 질을 제고
하여 어린이집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3) 마지막으로 육
아휴직 제도를 정착시키고 스웨덴의 부모수당정책과 같이 부모의 근로소득과 양육수당의 연
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도입하여 일하는 여성의 출산을 장려하여야 할 것이다.

3) 조경엽·유진성(2013)의 연구에 따르면 보육료 및 양육수당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발생한 재원부담이 2013년에는 1조 9천억 원,
2014년에는 2조 6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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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활성화시켜 양육부담을 완화하자는 무상보육의 기본적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 우려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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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임신·육아를 위한 근로여건 개선

가) 정책 동향

일·가정 양립의 지원은 저출산 문제 극복과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제고를 위한 정책 과제이
다. 지난 2010년 정부가 발표한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011~2015)’에 따르면 일·
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네 가지 정책으로 육아휴직급여 정률제 도입,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및 근로시간 저축휴가제 도입, 산전후 휴가 분할 사용,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화 정책
을 제시하였다. 네 가지 정책 모두 육아휴직제도와 관련된 정책으로 2013년 현재 모두 시행
중에 있다. 육아휴직은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양
육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휴직으로 총 12개월을 신청할 수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는 육
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단축해서 일할 수 있는 일종의 시간제 육아휴직으로 역시 총 12개월
을 신청할 수 있지만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사용기간을 합하여 최장 1년을 넘
지 못한다. [표 3]은 현재 시행 중인 육아휴직제도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이다.
2013년 6월 ‘고용률 70% 로드맵’에서 정부는 여성 고용가능성 제고를 위해 육아휴직의 기
능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로드맵에 따르면 정부는 육아휴직과 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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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현행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대상

- 2013년 12월 말 현재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 중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
녀를 둔 근로자
- 만 8세 이하로 상향 조정된 법안이 2014년 1월
중 시행 예정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 중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둔 근로자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 제외)

급여

-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 지급
-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월 통상임금의 40%
지원(상한액 월 100만 원, 하한액 월 50만 원)

고용센터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육아휴직급여액x근로시간 단축률) 지급

사업주장려금
기간

-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장려금 지급
- 신규로 대체인력을 채용한 경우 대체인력 채용장려금 지급
최장 1년,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각각 1년
씩 사용 가능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쳐 최장
1년 사용 가능 (1회 분할 사용 가능)

자료: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moel.go.kr/policyinfo/woman/view.jsp?cate=4&sec=2&smenu=2

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최장 1년인 기존의 제도를 바꾸어 2014년부터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각각 1년씩 보장되는 제도를 검토한다. 또한, 육아휴직 신청도 네거티
브 방식으로 바꾸어 육아휴직을 원하지 않는다는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 한 출산휴가가 자

대상자를 대폭 늘리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일반 근로자와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기존의 육아휴직제도를 만 9세 이하의 자녀를 둔
일반 근로자 및 공무원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확대·개편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로드맵 발표 후
약 6개월이 지난 2013년 12월 26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4)에 따라 육아휴직 대상 아동의 연령이 현행 만 6세에서 만
8세로 상향 조정된 법안이 늦어도 2014년 1월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육아휴직의 기간연

4)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5건의 법률안을 병합 심사하여 환경노동위원회 대안을 마련하였고 위원회안으로 제안되어 본회의 의결
됨(의안번호 1908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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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적으로 육아휴직으로 이어지게 하는 방안인 자동육아휴직제의 실행도 검토한다. 육아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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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과 자동육아휴직제도는 2014년에 시행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육아휴직 신청 근로자를 대체할 인력을 구하기 어렵고, 여성 인력 채용의 비용이 더욱 상
승할 것이라는 우려로 인해 로드맵에 제시된 육아휴직제도 강화 방안에 관한 찬반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아빠의 달’ 공약에 대한 논란도 거세다. 자녀 출산 후 3개월 내에
남성에게 30일간 유급휴가를 부여해 주는 일종의 남성출산휴가인 박근혜 대통령의 ‘아빠의
달’ 공약은 높은 비용으로 인해 실현 가능성이 떨어져 선심성 공약이라는 비난을 받아왔다.
2013년 12월 현재 ‘아빠의 달’ 도입은 예산 편성의 난항에 부딪혀 시행 여부가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나) 외국의 입법사례

대부분의 국가에서 유급 출산전후휴가를 시행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육아휴직은 국가별
로 기간과 유급의 여부에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OECD 국가들은 육아휴직제

[표 4] 미국, 스웨덴, 독일, 프랑스의 육아휴직제도
국가
미국

스웨덴

육아휴직 기간
12개월 동안 총 12주간

프랑스

소득보장

전일휴가
분할휴가

무급

실질적 휴가기간으로 계산해 12주간

시간단축근로

자녀가 1년 6개월될 때까지

전일휴직

자녀가 8세가 될 때까지

시간단축근로

자녀가 8세가 될 때까지 부모 합계
450일 동안 부모급여 지급

전일휴직,
보호한 때부터 3년간 7
시간단축근로
세까지

미취업자 또는 불안전취업자에게 자
녀출생일부터 24개월간 정부지원금
지급

친자녀
독일

형태

위탁자녀및 양자

친자녀

양자

3세가 될 때까지

- 무급원칙
- 다만 사업주가 부담하는 사회보장
3세 이전 1년간(최장 3
전일휴직,
시간단축
비에서 셋째 자녀부터 정액의 양육
년까지 2번 연장가능)
근무(1/5이상 단축)
부모급여 지급
- 시간단축근무의 경우 양육부모급여
의 반액을 지급
가정에 온 날부터 3년간

주: 각 국 모두 자녀를 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함.
자료: 이삼식(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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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도입 이후 휴직 기간을 늘려왔지만, 경기 침체의 여파로 인해 유급휴가 기간을 줄인 국가
도 있다. 스웨덴의 경우 1990년대 초반 극심한 경제 침체 이후, 1994년에 고용보호 휴가 기
간을 450일에서 360일로 축소하였으나 2013년 현재 다시 450일 간의 유급휴가기간이 보장
되고 있다. 독일의 경우도 2007년 개혁을 통해 유급휴가 기간을 축소시켰다.5) 육아휴직급여
를 받을 수 있는 근속 요건도 나라마다 차이를 보인다. 스웨덴은 출산예정일 이전 240일 동
안 고용, 프랑스는 2년 근속을 요하는 반면, 독일은 근속 제한요건이 없다. [표 4]는 미국, 스
웨덴, 독일, 프랑스의 육아휴직 제도를 간략히 소개하고 있다.

다) 문제점과 평가

우리나라의 육아휴직제도 이용자 수는 해마다 늘고 있는 추세로 이는 육아휴직제도가 정
착 중임을 의미한다. [표 5]를 보면 2006년 48,972명이었던 육아휴직자 수는 2012년 총
64,084명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남성 육아휴직자도 꾸준히 증가하였지만, 2012년 현재 육아
휴직자 중 97%는 여성으로 육아휴직자의 대다수는 여성이다. 출산전후휴가자 중 육아휴직
을 이용하는 근로자의 비율도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 2012년 현재 69%를 기록하고 있다. 일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48,972

58,368

68,526

70,560

75,742

90,290

93,394

75,965

여자

13,440

20,875

28,790

34,898

40,914

56,735

62,294

56,734

남자

230

310

355

502

819

1,402

1,790

1,871

계

13,670

21,185

29,145

35,400

41,733

58,137

64,084

58,605

27.6

34.8

40.3

47.2

51.8

64.3

68.6

77.2

출산전후
휴가자(A)
출산전후
휴가자(B)

(단위: 명, %)

비율(B/A)

주: 2013년 자료는 1월부터 10월까지의 이용자만을 포함
자료: 도남희(2013), 고용정보원 고용보험DB

5) OECD (2011), Doing Better for Families, OECD Publis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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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출산전후 휴가자 대비 육아 휴직자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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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대기업에서 자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자동육아휴직제도의 시행이 확산되면 육아휴직 이
용률이 더 높아질 것이라 예상된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은 [표 5]가 제시하는 비율이 육아
휴직 이용률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 통계는 고용보험 가입자만을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에 출
산하기 전이나 혹은 출산전후휴가를 이용 후 노동시장을 이탈한 여성 근로자는 포함되어 있
지 않다.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전에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는 여성 근로자까지 포함하여 육아
휴직의 이용률을 계산하면 이용률은 현저히 떨어질 것이다.
낮은 이용률과 더불어 육아휴직제도의 인식률 또한 낮다는 것도 육아휴직제도의 문제점으
로 지적된다.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실시한 기업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제도 실태에 대한 설
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보고서6)에 의하면, 영유아 자녀를 가진 20~40대 초반 남녀근로자
1,000명 중 현재 다니고 있는 사업장에서 육아휴직제도를 시행 중이라 답한 근로자의 비율
은 약 27%,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도를 시행 중이라 답한 근로자의 비율은 약 5%에 불과한
반면, 기업의 인사담당자 혹은 복지지원 실무진 8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그 비율이
각각 79%, 38%로 나타났다. 이는 근로자들에 대한 제도의 홍보가 더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
하기도 하지만, 육아휴직을 원하는 근로자의 육아휴직 실제 사용에 한계가 있음을 의미하기
도 한다.
정부의 육아휴직제도 강화 방안이 근로자와 기업과의 충분한 협의 과정이 없이 발표되었
다는 점도 문제이다. 육아휴직제도의 강화는 기업이 여성 고용을 기피하는 요인으로 작용하
여 여성 고용률을 하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7) 강화된 육아휴직제도는 기업의 고용
보험 부담을 높이고 여성의 기대근속연수를 더욱 떨어뜨려 여성 고용의 직접비용을 증가시
킬 뿐만 아니라, 고용유연성이 현저히 낮은 한국의 현 상황에서 육아휴직 사용자의 대체인력
확보가 어려워져 여성 고용의 간접비용도 증가시키기 때문이다. 따라서 강화된 육아휴직제
도는 여성 근로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아닌 페널티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6) 도남희(2013), ‘기업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지원 현황과 과제’, 이슈페이퍼 2013-08, 육아정책연구소
7) 이진영(2013), ‘여성고용률 제고정책, 기업에게 여성 고용의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KERI 칼럼, 한국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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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역시 재원 조달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육아휴직자 수가 빠르게 증
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의 총액이 고용보험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빠르게 상승
하고 있지만, 육아휴직 급여 재원 관리에 대한 구체적 정부 정책이 제시된 바 없어 우려된다.

라) 정책 방향

육아휴직제도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날로 증가하고 있고 실제로 이용자 수도 빠르게 증가
하고 있지만, 선진국에 비해 제도에 대한 인식과 이용률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육아휴직
제도를 활성화하여 여성 고용 가능성을 제고하려면 정부 일방의 강화된 육아휴직제도방안보
다는 근로자 및 기업과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에 여성 고용 비용의 상승 등의 부작용을 최소
화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기업에게 자율권을 주는 방안도 검토해 볼 만하
다. 근로자와 기업 양자 간의 합의에 의해 도출된 방안이 마련된다면 각 기업이 처한 특수한
환경과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방안을 시행할 수 있어 육아휴직 이용률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
이다.
또한 육아휴직 사용자를 대체할 수 있는 적절한 인력을 바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되
어야 할 것이다. 고용의 유연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장기적 방안도 물론 필요하지만 정부기

해 볼 만하다.
마지막으로 가족친화적인 기업 문화를 조성하여 육아휴직제도의 정착에 힘써야 한다. 이
를 위해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이용률을 높여 자녀 양육이 모의 책임이 아닌 부모의 책임
이란 인식을 확산시켜야 할 것이다. 구체적 방안의 예로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시 소득 보
전율 개선과 남성 육아휴직 이용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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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교무상교육

가) 정책 동향

고교무상교육은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확대하여 균등한 교육
기회를 실현한다는 측면에서 현재 중학교까지로 되어 있는 무상교육을 고등학교로 확대하는
것을 말한다. 2012년 4·11 총선에서 야당의 경우는 전면적 실시를, 여당의 경우는 여건을 고
려하여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온도차가 존재하였는데 2012년 12월 대선을 앞두고 여당
과 야당의 후보들은 고교무상교육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되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입장을 밝
힌 바 있다. 당시 박근혜 대선후보는 대통령 임기인 5년 안에 전면 무상교육을 실현하여 균
등한 교육기회를 실현하겠다고 발표하였으며 야당의 문재인 대선후보도 부모의 소득과 상관
없이 국가가 고등학교까지 교육을 책임질 수 있도록 고교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실시할 것
이라고 발표하였었다.
박근혜 대선후보의 대통령 당선 이후 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박근혜정부 국정과제에서
는 지역별·소득계층별·교육비 항목별로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고교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을 명시하였으며 이후에는 2014년부터 농어촌 지역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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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에 전면실시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교육부는 2013년 9월 26일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5,329억 원 증액된 54조 3,661억 원으로 발표하면서 정부에 예산 반영을 요
청한 누리과정, 초등돌봄교실, 고교무상교육 예산은 재정난을 이유로 전혀 반영하지 않아 현
실적으로는 고교무상교육의 시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교육부 당국자는 고교무상교육을 완
성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데 국고와 지방비 비율 배분 문제 등 복잡한 문제가
있어서 도입을 유보한다고 밝힌바 있다. 결국 현재로서는 예산이 없어 도입이 무산된 상황이
며 공약도 임기 내 완성하는 방향으로 수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나) 문제점과 평가

먼저 고교무상교육이 균등한 교육기회 실현이라는 원래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얼마나 효과
적인지는 미지수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5년부터 이미 중학교까지 무상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중학교 졸업생의 고등학교 진학률도 1975년에 74.7%, 1990년에 95.7%, 1995년에
98.5%로 계속 증가해 2000년에는 99.5%를 기록함으로써 현재 거의 모든 중학교 졸업자가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있다. 이미 거의 모든 중학교 졸업자가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상황에서
고교무상교육을 통해 균등한 교육기회를 실현한다는 원래의 목적이 현실과 얼마나 부합되고

그리고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고교무상교육이라는 공약을 경쟁적으로 내놓은 것은 교육
의 효과성보다는 포퓰리즘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더군다나 전면적인 고교무상교육을 시
행하기 위해서는 현 정권 하에서 한 해 평균 약 1조 2천억 원8)에 가까운 비용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만큼 실제로 실행한다면 다른 예산을 줄이거나 증세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새누
리당도 4.11 총선공약으로 고교무상교육을 검토했다가 당시에는 예산문제로 인해 사실상 포기하고 장기과제로 남겨둔 것으
로 알려졌다)9).

8)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정과제에서 제시된 내용에 따라 시행하였을 경우 소요되는 비용 추계임(조경엽·유진성(2013)).
9) 경기일보 – 경기교육청 ‘고교무상교육’ 실효성 없다(2012.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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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무상교육이 오히려 고교 교육의 질을 저하시킬 가능성도 적지 않다. 교육이 사적재화
임을 감안할 때 공공성에 입각한 국가의 교육에 대한 개입은 초등교육에 대해서만 지극히 제
한적으로 그 정당성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중등교육까지 의무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
에 현실적인 상황에서 중등교육까지는 정부의 개입을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다.10) 그러나 여
기에 고교무상교육까지 시행되면 고등학교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더욱 확대되어 학교의 자
율성을 제약하고 획일화된 교육을 부추겨 오히려 고등학교 교육의 질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고교무상교육 시행을 위하여 기존의 다른 중등교육예산을 줄이게 된다면 교육의 질
은 하향평준화되는 문제를 초래하여 모든 학생이 학교는 공짜로 다니지만 모든 학생이 열악
한 환경에서 수업을 하게 되고 모든 학생이 낙후된 교육환경에서 생활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공립학교에 한해서 무상교육을 제공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11) 최근 미국경제가 악화되면서 가
장 기본적인 수업은 무상으로 지원하되 기존의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고급 프로그램은 예산
부족으로 아예 폐지하거나 혹은 학생이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존속시키는 사례가
늘고 있다. 요컨대 전반적인 교육의 질 저하가 우려되는 가운데 학생이 부담해야 하는 기타
추가적 비용은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로12), 학생의 비용만 증가하고 교육의 질은 저하될 것으
로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무상교육이 아니며 학부모들
이 교육비를 지불하고 있다. 참고로 우리나라에서 논의되고 있는 고교무상교육은 공립과 사
립 구분 없이 모든 고등학교에 무상교육을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 미국의 경우와는
다르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고교무상교육을 실행에 옮긴다고 하더라도 고교무상교육 시행을 위한 재원마련 방안은 여

10) 안재욱 외(2011) - 교육관계법 개정방향과 개정안
11) 미국에서 공립학교의 경우는 국가가 무상으로 지원을 하지만 사립학교의 경우는 학부모가 비싼 수업료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
라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시행하지는 않고 있음. 중등교육 이하에서 미국의 사립학교 비중은 전체 학교 수의 약 25%
수준이며(2009~10학년도) 평균 수업료는 8,549달러(2007~08학년도)인 것으로 조사됨
- Council for American Private Education(http://www.capenet.org/).
12) Wall Street Journal – Public Schools Charge Kids for Basics, Frills(2011.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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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고교무상교육 시행 시 거시경제변수 변화 예측(%)13)
GDP

고용

근로소득

소비자물가

실질임금

2013

-0.19

-0.12

0.53

-0.71

0.65

2014

-0.26

-0.19

0.21

-0.47

0.40

2015

-0.34

-0.26

-0.10

-0.24

0.16

2016

-0.41

-0.33

-0.42

0.00

-0.08

2017

-0.47

-0.40

-0.73

0.25

-0.33

연평균

-0.34

-0.27

-0.13

-0.26

0.16

전히 논란거리이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약 1조 2천억 원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새정부 초기부터 고교무상교육을 위한 구
체적인 재원조달 로드맵은 제시되지 않은데다가 올해에도 예산이 마련되지 않아 도입시기가
요원해지고 실현가능성에 대한 의구심도 증대되고 있다.
고교무상교육의 경제적 효과를 살펴보면, 고고무상교육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제시한
내용과 일정에 따라 시행했을 경우를 가정하면, 고교무상교육은 부자들에게까지 혜택이 배
분되기 때문에 소득재분배효과가 크지 않은 반면(지니계수가 일 년 동안 평균 0.02% 감소) GDP와 고
용에는 부정적인(음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가장 바람직한 정책 방향은 고교무상교육은 지양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
이라 할 것이다. 거의 100%의 고교진학률을 기록하는 상황에서 막대한 재정 부담을 초래하
는 고교무상교육을 시행해야 할 이유가 크지 않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고등학교 무상
교육을 무리하게 시행하게 되면 실제로 필요한 다른 교육예산을 감소시켜 오히려 전반적인
교육의 질이 저하될 가능성도 높다.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한다면 부담능력이
충분한 고소득층에게까지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13)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정과제에서 제시된 내용에 따라 시행하였을 경우 소요되는 비용 추계임(조경엽·유진성(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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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바람직하다. 중학교 무상교육의 경우 연간 수업료와 입학금, 교과서 값 등이 면제되지
만14), 기타 추가비용은 학부모가 부담해야 하므로 향후 재원이 확보되더라도 무상교육의 대
상을 확대하기보다는 중고등학교 저소득층에게 급식비, 기타 학교 생활비 등의 실질적 지원
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중요한 것은 고등학교 교육의 핵심 문제가 어떻게 전면적 무상교육을 시행할 것인가가 아
니라 어떻게 질 높은 교육을 모든 학생에게 제공할 수 있는가라는 것임을 주지할 필요가 있
다. 그러므로 어떻게 무상교육을 시행하느냐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공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어떻게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학습여건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 또 이를 위
해 재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정책방안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창의성 및 다양성 교육의 실현을 통한 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다만 이러한 혜택으로부터 누락되는 저소득층에 한하여 재정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저소득층을 넘어서 지원하는 경우에도 최대 지원 범위는 소득분위 7
분위를 넘어서지 않도록 조정하는 것이 좋다. 소득분위 하위 7분위를 초과하게 되면 지원에
따른 소요비용은 증가하는 반면 소득재분배효과는 오히려 떨어져서 정책의 실효성이 저하되
기 때문이다.15)
정부가 고등학교에까지 무상교육을 강행하는 경우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차별성을 부
각하여 재원비용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국가 및 지자체가 주인인 국공립
학교에 한해서는 무상교육을 강행한다고 하더라도 민간이 주인인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등록
금과 학교운영의 자율권을 주고 교육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미국
의 경우도 사립학교의 경우는 학생 및 학부모가 수업료를 부담하고 있으며 무상교육의 대상
에서 제외되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14) 2012년에 헌법재판소가 공립중학교에서 학교운영지원비를 걷는 것은 의무교육의 취지에 어긋나는 위헌이라고 결정하면서 학
교운영지원비도 면제 항목에 포함.
15) 조경엽·유진성(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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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반값 등록금

가) 정책 동향

반값 등록금의 시초는 2006년 5·31 지방선거에서 당시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현 교육과학기술
부 장관)이 제기한 ‘교육비 부담 절반 줄이기 정책’이었으나 2011년에 민주당이 무상급식, 무상

도 여론에 따라 이에 동조하는 양상을 나타냈다. 반값 등록금의 이슈는 비싼 등록금이라는 사
회적 여론에 편승하여 나타난 현상으로 이후 다양한 형태의 등록금 관련 공약이 제기되었으
며 2012년 4·11 총선과 12월 대선에서도 주요한 복지공약의 하나가 되었다.
2012년 12월 대선에서 민주통합당의 문재인 대선후보는 기존의 민주통합당 반값 등록금 정
책을 고수하며 일괄적인 반값 등록금을 주장하였으나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는 대학생
모두에게 반값 등록금을 동일하게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을 8분위까지
확대하여 등록금의 평균 부담을 절반으로 줄이는 정책을 제시하였다.
박근혜 대선후보의 대통령 당선 이후 2013년 2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정과제에서는 실
제 등록금 대비 소득수준별 지원을 추진하고 든든학자금(ICL) 대출자격을 전면 확대하는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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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무상보육에 이어 반값 등록금을 주장하면서 크게 이슈화되었다. 그 이후에는 여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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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2013년 기준 국가장학금 지원금액*
구분

Ⅰ유형

소득분위

1학기 지원금액

2학기 지원금액

총 금액

기초생활수급권자

225만 원

225만 원

450만 원

1분위**

225만 원

225만 원

450만 원

2분위

135만 원

135만 원

270만 원

3분위

90만 원

90만 원

180만 원

4분위

67.5만 원

67.5만 원

135만 원

5분위

56.25만 원

56.25만 원

112.5만 원

6분위

45만 원

45만 원

90만 원

7분위

33.75만 원

33.75만 원

67.5만 원

33.75만 원

33.75만 원

67.5만 원

8분위
Ⅱ유형

대학별 자체 노력계획에 따라 자율적으로 지원

*등록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
**차상위계층은 1분위로 간주
자료) 한국장학재단(http://www.kosaf.go.kr/)
주1) 등록금 범위 :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다만, 기타 징수금 미포함)
주2) 교내•외 장학금 수혜로 Ⅰ유형 지급금액이 1만 원 미만일 경우 지원 제외

연계 맞춤형 반값 등록금 정책을 명시하였다. 이에 발맞추어 정부는 등록금부담 완화를 위해
2013년의 국가장학금 예산을 2012년보다 5000억 원 늘어난 2조 2500억 원으로 산정하였다
가 2013년 초 다시 기존의 예산보다 5250억 원 늘어난 2조 7750억 원의 예산을 국회에서 통
과시켜 반값 등록금의 실행의지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2013년 초에는 현재 시행 중인 국가장
학금 지원정책(부분적인 소득연계형 반값 등록금 정책)을 더욱 강화하여 2014년부터 실질적인 등록금
부담액이 반값이 되는 소득연계형 반값 등록금을 전면 시행하겠다고 언급하였다.
하지만 2013년 9월 26일 정부에서 발표된 2014년 예산안에서는 셋째 자녀부터 대학 등록
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포함하는 대신 반값 등록금의 전면시행을 위한 예산은 포함되지 않아
(8,150억 원이 미반영) 2014년도에는 반값 등록금의 전면적 도입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

행계획도 2015년부터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것으로 수정되었으나 2013년의 경우에서 보는 것
과 같이 재원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또다시 전면적 도입은 연기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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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문제점과 평가

학생이 대학을 졸업하면 대학 졸업 이후 모든 편익을 누리는 당사자는 학생 자신이므로 편
익에 대한 대가로서 학생 스스로 자신의 등록금을 스스로 지불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며, 이
런 의미에서 국민 세금으로 대학에 진학하는 이들의 비용을 대신 지불하는 반값 등록금이 과
연 타당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많다. 국민 세금으로 대학에 진학하는 이들의 비
용을 지불하게 되면 대학에 가지 않는 고졸자가 대졸자의 비용을 대신 지불하는 촌극을 야기
할 수 있어 문제가 될 수 있다.
또한 학력 인플레 심화와 청년실업 및 대졸실업 증가도 우려된다. 반값 등록금과 같은 정
부 지원은 수요자의 대학진학 비용을 낮추어 대학진학률을 더욱 상승시키고 학력 인플레를
심화시킬 것으로 전망되며(우리나라 대학진학률은(70~80%) 이미 미국이나 일본의 대학진학률보다 높다) 학력
인플레의 심화로 인한 대학 졸업자의 양산은 결국 청년실업과 대졸실업을 야기하고 취업의
질을 저하시켜 사회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재수생 수 증가 및 사교육비 증대도 문제이다. 반값 등록금으로 대학교육 비용이 낮아지면
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이고 초과수요는 재수생을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사회적으로 인
력자원의 낭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대학진학을 위한 재수, 삼수생의 증가는 사교

반값 등록금은 부실대학의 구조조정을 지연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반값 등록금은 국민들
의 세금으로 일반대학뿐만 아니라 부실대학까지도 지원하는 문제를 야기하여 한계 부실대학
의 수명을 연장시키고 대학 구조조정을 지연시키게 된다. 부실대학 정리가 지연되면 결국 대
학교육의 질이 저하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새정부에서는 반값 등록금을 시행하기 위해서 정부 재정, 대학 자체 장학금, 대학 자구노
력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한다는 입장으로 (기존의) 대학 자체 장학금 2조 원, 대학 자구노력 1
조 원, 국가재정 4조 원을 통해 재원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16) 따라서 정부의 재원 외에 추

16) 민주당에서는 한명숙 의원이 2012년 5월 30일 등록금 인하를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하여 내국세의 일정 부분을 고등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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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반값 등록금 시행 시 거시경제변수 변화 예측(%)17)
GDP

고용

근로소득

소비자물가

실질임금

2013

-0.35

-0.23

0.48

-0.53

0.71

2014

-0.51

-0.45

-0.78

0.53

-0.33

2015

-0.54

-0.47

-0.79

0.51

-0.32

2016

-0.58

-0.49

-0.81

0.49

-0.32

2017

-0.64

-0.52

-0.83

0.46

-0.31

연평균

-0.53

-0.44

-0.56

0.27

-0.11

가로 대학의 자구노력으로 마련해야 하는 1조 원의 재원이 필요하며 여기에 든든학자금 대출
확대에 소요되는 비용도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를 모두 합하면 실제로는 5년 동
안 연평균 약 2조 7천억 원이 추가로 필요할 전망이다. 반값 등록금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이
렇게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데 재원조달도 문제이고, 재정이 확보되더라도 해당 재원을 대
학 등록금에 지원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지도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빈곤아동, 보
육양육비, 노인, 장애인 등 저소득층 및 사회취약 계층에 대한 선별적 지원,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원 활용 등 지원이 더 절실한 부문도 많은 만큼 자원배분의 우선순위를 다시 한 번 검
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정책 내용에 따라 새정부가 소득연계형 반값 등록금을 원래의
계획대로 2014년부터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경우(민간부담을 포함한 총 비용을 고려하는 경우) 이로 인
한 소득재분배효과도 크지 않을 것을 것으로 예상된다(지니계수가 일 년 동안 평균 0.05% 감소). 다만
소득연계형 반값 등록금은 주로 소득분위 하위 80%에게 혜택이 주어지므로 고교무상교육의
소득재분배효과보다는 조금 더 나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GDP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
은 고교무상교육이 초래하는 음의 효과보다 더 크게 나타나(음의 절대값이 더 크게 나타남) 더 부정
적일 것으로 예측되었다.

 재정교부금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의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을 발의하였으나 새누리당은 국가장학금을 시행하고 있어 다
른 대학재정지원 방안에는 관심이 없는 등의 이유로 동 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17)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정과제에서 제시된 내용에 따라 시행하였을 경우 소요되는 비용 추계임(조경엽·유진성(2013)).

Part.4 정책리스크 복지 ┃ 343

다) 정책 방향

기본적으로는 대학 등록금은 수요자와 공급자 사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문제이
다. 반값 등록금의 도입은 소득재분배와 수익자부담 원칙과도 맞지 않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많은 부작용을 유발할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대학 등록금은 자율적으로 결정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다만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에 한해서만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대학 등록금을 선별적으로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중요한 것은 무조건적인 대학 등록금 인하보다는 대학교육의 질과 교육효과를 함께 고려
하면서 등록금을 조정하는 정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부실대학 정리를
통해 국고보조금 낭비를 최소화하고 이를 교육의 질 향상과 등록금 인하를 위해 사용하는 방
안을 검토할 수 있으며, 교육시장 개방으로 학교 간 경쟁을 통한 등록금 인하를 유도하는 한
편 교육여건 개선을 모색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대학 내 임금체계 개
선을 통해 대학 내 불필요한 고비용 구조를 개선하여 대학의 등록금 인하 여력을 증대시키는
방안이나 재원조달의 문제없이 실질적인 등록금 인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는 기여
입학제 도입을 신중하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논의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비싼 등록금에 대한 여론이 적지 않아 대학 등록금

방식을 통한 대학 등록금 부담완화 방안(소득연계형 반값 등록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면 이를
수용하되 추가로 정책을 보완 및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컨대 현재의 소득연계형 등록금 지원 방안은 8분위까지 지원하고 있어서 거의 보편적 지
원에 가깝기 때문에 지원대상의 소득분위를 낮추는 대신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18) 또한 최근에 성적요건을 폐지하자는 주장도 있지만 실제로 대
학에서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대상자에 대해 일정

18)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나 소득하위 1분위에 대한 지원액이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들이 상대적으로 등록금이 많은 사립
대학교에 진학하는 경우에는 추가 부담이 불가피하므로 저소득층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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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방안 논의가 불가피하고 따라서 현재 추진 중인 소득수준별 차등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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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 이상의 성적기준 요건을 부과하는 것은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성적기준을
조정하거나 성적기준 미달 시 횟수기준으로 면책범위는 마련하더라도 성적기준을 완전히 폐지하는 것은 지양할 필요가 있
다). 그리고 향후 지원액수의 증가에 있어서도 지원액수를 한 번에 증가시키기보다는 경제여

건을 고려하여 정책의 속도와 규모를 조정하면서 점진적으로 증가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필
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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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가) 정책 동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현황 및 제도 변경 추진배경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전신은 1961년부터 시행되었던 생활보호제도이다. 90년대 후반

하지 못하였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되면서 2000년 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기존의
생활보호제도를 대체하여 13년째 운영 중이다. 시혜적이고 단순보호차원의 생활보호제도와
는 달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자립 및 자활서비스를 제공하여 생산적 복지를 구현하는
종합적인 빈곤대책으로 평가되어 왔다([표 9] 참조).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가로부터 생계 지원
을 받더라도 일할 능력이 있으면 직업훈련 등 자활 관련 사업에 참여한다는 조건 아래 생계
비를 지급한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동시에, 일할 수 있는 사람에
게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다.
기초생활보장 단위는 가구 단위로 모든 세대원을 보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히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인을 단위로 하여 특정 가구원에게 급여를 행할 수 있다. 수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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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위기에 따른 대량 실업하에서 생활보호제도가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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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생활보호제도와의 주요 차이점
생활보호제도
성격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가에 의한 보호적 성격(보호대상자, 보호기 •저소득층의 권리적 성격(수급권자, 보장기관, 생
관 등)
계급여 등)

•인구학적 기준에 의한 대상자 구분
•대상자 구분 폐지
- 거택보호자：18세 미만 아동, 65세 이상 노인 - 근로능력이 있는 조건부생계급여 대상자는 구
대상자 구분
등 근로무능력자
분(연령기준 외에 신체•정신적 능력, 부양, 간
- 자활보호자：경제활동이 가능한 근로능력자
병, 양육 등 가구 여건을 감안)
대상자
선정기준

급여 수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소득과 재산기준 이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2003년부
인자
터 실시)
•생계보호
- 거택보호자에게만 지급
•의료보호
- 거택보호 : 의료비 전액 지원
- 자활보호 : 의료비의 80%
•장제보호, 해산보호 등

자활지원계획

•생계급여
- 모든 대상자에게 지급하되 근로능력자는 자활
관련사업과 연계하는 조건부로 지급
•주거급여
- 임대료, 유지수선비 등 주거안정을 위한 수급품
•긴급급여
- 긴급필요 시에 우선 급여 실시
•의료, 교육, 해산, 장제보호 등
•근로능력자 가구별 자활지원계획 수립
- 근로능력, 가구특성, 자활욕구 등을 토대로 자
활방향 제시
- 자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궁극적인 자활 촉진

-

자료 : 보건복지부 지역복지 (http://team.mw.go.kr)

자격은 소득인정액 기준19)과 부양의무자 기준20)을 동시에 충족할 때 부여된다. 소득인정액은
최저생계비([표 10] 참조) 이하여야 하며,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군입대·
[표 10] 2012년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소득인정액 기준)

(단위 : 원/월)

가구규모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최저생계비

553,354

942,197

1,218,873

1,495,550

1,772,227

2,048,904

2,325,580

현금급여 기준

453,049

771,408

997,932

1,224,457

1,450,982

1,677,506

1,904,031

[주1] 8인 이상 가구의 최저생계비 : 1인 증가 시마다 월 276,67원씩 증가
[주2] 8인 이상 가구의 현금급여기준 : 1인 증가 시마다 월 226,525원씩 증가
[주3] 현금급여 기준은 최저생계비에서 현물로 지급되는 의료비·교육비 및 타법지원액(주민세, TV수신료 등)을 차감한
금액으로서, 소득이 없는 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최고액의 현금급여 수준
자료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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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7개 지원 급여혜택 종류 및 주요 특징
급여혜택 종류

주요 특징

생계·주거 급여

「가구별 최저생계비 - 의료비·교육비·타법 지원액(예 : 주민세, TV수신료) 등의 현물급여
- 가구 소득인정액」으로 산정된 현금급여로서, 생계 및 주거 급여를 일정 비율로 지급(각
각 80.652%, 19.348%)

의료급여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한 의료비 지원

교육급여

초·중·고생의 입학금·수업료·학용품비·교과서대·부교재비 등 지원

해산·장제급여
자활급여

출산 및 출산예정 시 1인당 50만 원, 장제 시 1구당 50만 원 지원
근로능력자 대상 자활근로·자산형성·탈수급 등 지원

자료: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2012)

해외이주·구속수감·행방불명·가족관계 단절 등을 이유로 부양을 사실상 받을 수 없거나 부
양능력이 없는 경우여야 한다. 이 두 가지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대상에 한 해 현재 7종의
급여혜택([표 11] 참조)이 지원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기초생활보장지원 예산의 지속적인 증가 추세 속에 활발히 시행
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지원 예산(국비)은 2000년 2.4조 원에서 2006년 5.4조 원, 2012년
에는 7.5조 원으로 꾸준히 증가해 왔다. 제도가 도입된 이후 가정해체, 빈곤, 실직의 증가로
인해 수급자 수가 2000년 149만 명에서 2006년에는 154만 명으로 증가했다. 2012년 통계

소득 및 재산의 공적자료가 연계된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도입하여 적극 활용하였기 때문
이다.

19) (소득인정액 기준)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재산종류별 소득환산율
† 기본재산액: 보장가구의 기초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금액
20)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의 범위 :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딸 등)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
[예외] ① 부양의무자가 출가한 딸, 배우자와 이혼·사별한 딸인 경우, ② 부양의무자가 출가한 딸에 대한 친정부모인 경우
● 부양능력 미보유 판단 기준 : 부양의무자 소득 <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 최저생계비 합’의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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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139만 명으로 감소세를 보였는데, 이는 2010년 정부가 부정·중복 수급을 막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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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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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수급률은 총 인구대비 비율을 의미
자료 :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각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지난 10년간 빈곤 감소에 기여하는 등 빈곤층 생계지원 측면에서
효과적인 복지정책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기초보장
수급가구들의 절대빈곤율과 빈곤갭은 급여 수급 후 각각 0.8%p, 29.2% 감소하여 빈곤층 완
화에 기여했다고 분석됐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필요한 몇몇 문제점 또한 지적
되고 있다. 우선,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비수급 빈곤층이 상당하다는 점이다. 지난
2012년 최저생계비 이하의 절대빈곤층은 179만 5,000가구21)였으나,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2년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는 82만 1,879가구에 불과했다. 따라서 이 해에 97만 3,121가
구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임에도 불구하고 보호를 받지 못했고, 이런 비수급 빈곤
층의 비율은 절대빈곤 가구의 54.2%에 달한다. 이렇듯 상당한 사각지대가 생기는 이유는 엄
격한 부양의무자 기준과 높은 재산의 소득환산율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21) 통계청, 「2013 가구 금융·복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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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기초보장 수급가구들의 급여 수급 전·후 빈곤감소 분석
기초보장 수급가구

급여 수급 전

급여 수급 후

감소효과

절대빈곤율

10.3%

9.5%

-0.8%p

빈곤갭

31.2만 원

22.1만 원

-29.2%

[주1] 기초보장 급여 수급 전·후의 각 수치는 ’03년, ’06년, ’09년의 평균값
[주2] 절대빈곤율=최저생계비 이하를 버는 가구비율, 빈곤갭=빈곤선-빈곤가구 평균소득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생활보장제도 재정평가 및 재정추계 기본모형 개발연구」, 2011

수급가구의 유형이 다양하고 이에 따라 필요로 하는 지원의 유형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획일적인 급여를 제공하는 것도 개선이 필요한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노인세대, 소년소
녀가장세대, 모자세대, 부자세대, 장애인세대 등 다양한 가구유형별로 급여 욕구의 차이를
반영할 수 있는 탄력적인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으나, 이에 대한 급
여체계 개선은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맞춤형 급여체계의 구축을 통해 기존 통합급여에서
욕구를 고려한 개별급여로의 전환이 시급하다.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또 다른 문제점은 수급자의 탈수급과 자립이 원활하게 이루어지
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수급자 비율을 생애주기별로 보면 근로능력이 있고 한창 경제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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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

25
20

21.2

15

9.5

10

5.6
2.3
1.0

5
0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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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세대
자료 :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각년도

2007
노인세대
부자세대
기타

2008

2009

2010

2011

2012

소년소녀가장세대
장애인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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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수급가구의 가구유형별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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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생애주기별 일반수급자 분포
40

36.4

35
28.9

30
25
20

16.3

15

11.3

10

4.9

2.2

5

1.0

6.3

3.9

2.2

1.0

2.5

청년기
(20~39세)

중년기
(40~64세)

0
영유아기
(0~5세)

학령기
(6~11세)

청소년기
(12~19세)

노년기
(65세 이상)

연령별 총 인구수 대비 수급자 비율

전체 수급자 중 연령별 비중
자료 : 보건복지부, 「2012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표 13] 생애주기별 남녀의 수급자 비율 현황
영유아기
(0~5세)

학령기
(6~11세)

청소년기
(12~19세)

청년기
(20~39세)

중년기
(40~64세)

남성

2.7

5.8

여성

1.9

4.2

노년기
(65세 이상)

19.0

11.1

42.3

19.1

14.2

11.4

31.9

36.4

자료 : 보건복지부, 「2012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표 14] 일반수급자의 경제활동 유무 현황
구분

2011년

(단위 : 명, %)

2012년

소계

경제활동인구

비경제활동인구

소계

경제활동인구

비경제활동인구

일반수급자

1,379,865

236,909

1,142,956

1,300,499

193,101

1,107,398

구성비

100

17.2

82.8

100

14.8

85.2

[주] 일반수급자수는 전체 수급자수에서 시설수급자수를 제외한 수치
자료: 보건복지부(2012)

수행해야 할 20세와 64세 사이의 수급자가 전체 수급자의 47.7%를 차지한다. 연령별 총 인
구수 대비 수급자 비율은 노년기(65세 이상)가 6.3%로 중년기(40~64세) 2.5%, 청년기(20~3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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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청소년기(12~19세) 3.9% 등에 비해 가장 높지만, 수급자 중에서의 연령별 비율을 살펴보
면, 노년기 수급자 28.9%, 중년기 수급자 36.4%, 청년기 수급자 11.3%로, 청년 및 중년 수급
자의 비율이 상당함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남성 수급자에게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
난다([그림 3], [표 13] 참조). 물론 청년 및 중년 수급자가 모두 근로능력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하
지만 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중 상당수의 근로능력자([표 14] 참조)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의
자립·자활 및 탈수급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 2012년 기준, 기초
생활보장 일반수급자 약 130만 명(82만1,879가구) 중 근로능력자인 경제활동인구수는 193,101명
으로, 2011년 236,909명에 비해 다소 감소했으나, 여전히 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전체에
서 15% 가량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빈곤층 지원 확대 정책 동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생계비 이하 빈곤계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자활을 이끌
어내기 위해 운용하고 있는 복지정책이다. 기초수급자 자격이 있는 빈곤층은 4인 가족의 경
우 매달 149만5,550원의 생계급여와 함께 주거·의료·교육·해산·장제·자활 등 총 7개의 급
여를 지급받게 된다. 이들에게는 임대주택 입주자격과 함께 임대료 할인, 각종 공과금과 세

비, 교과서비, 교재비, 대학등록금과 수업료도 지원된다.
정부는 빈곤계층 지원을 더욱 확대하는 방향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보완할 계획이
다. 정치권의 복지확대 기조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빈곤층 지
원에 대한 정치적 필요성이 증대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기존 제도의 광범위한 사각지대를 보
완하기 위한 움직임이기도 하다. 기존의 제도는 수급자격조건이 획일적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수의 최저생계비 이하 저소득층이 사회보장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사
각지대가 존재한다는 것이 정치권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비수급 빈곤층의 기본적인 생활에
대한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기초생활보장 수급 기준을 완화하고 급여체계를 개편하는 여러 방안을 제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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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의 면제 또는 할인혜택이 주어지며, 의료비는 대부분 무료이고, 중·고생자녀의 학비, 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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왔다. 2013년 4월 새누리당과 보건복지부는 당정 협의를 열고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을 최저
생계비 130% 미만에서 185% 미만으로 조정하는 안을 마련했다. 또한, 5월에는 유재중 의원
의 대표발의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했고, 이는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
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 개정안은 기초생활 수급자 기준 및 부양의무자의 재산·소득 기준을
완화하여 비수급 빈곤층의 비율을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데 중점을 뒀다. 최저생계비 계측 조
사를 폐지하고 빈곤실태 조사를 통해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사람을 수급자로 선정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또한 부정수급 단속을 강화하고 적정급여를
책정하는 방안도 포함되었다. 특히 사회보장위원회가 「맞춤형 고용·복지」의 실질적인 컨트
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위상을 강화하여, 현행 최저생계비제도를 주관하는 중앙
생활보장위원회가 담당하던 수급자 선정 및 급여 수준의 설정과 관리를 사회보장위원회가
맡도록 하였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권은 존치되나, 사회보장위원회(사회보장기본
법 제20조)의

심의·조정을 거친 경우에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이 생략될 수 있게

된다.
민주당은 기초생활보장 수급 기준 완화를 위한 부양의무자 기준 및 소득환산지수 조정안과
상대적 빈곤선 도입 및 최저생계비 상향안을 제시하며 기초생활보장 수급에서 제외되는 103
만 명 중 70%를 보장범위에 포함되도록 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밖에도 비수급 빈곤층 긴급
복지지원을 확대할 것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획일적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는
수급자격 기준과 보장 기준을 개별 욕구에 맞게 분리·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박근혜정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선정 기준 완화를 위해 출범 초기부터 차상위계층 기
준을 현행 최저생계비 120%에서 중위소득 50%로 확대 개편하고자 추진 중에 있다. 정부는
2013년 9월 제4차 사회보장위원회를 열어 기초생활보장제 개편방안 및 맞춤형 복지전달체
계 구축 방안을 확정했다. 통합급여체계를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개별 혜택을 주는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최저생계비 가구에 통합적으로 지급하던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2014년 10월부터 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자활급여 등 급여별로
기준을 나누어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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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는 중위소득 수준 정도인 소득을 가지고 있으면 부양능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지만 앞으
로는 ‘중위소득+수급자가구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
로 간주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추진
하고 하위법령을 마련해 2014년 10월부터 맞춤형 급여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나) 문제점과 평가
문제점

정부와 양당이 제시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안에는 논란이 예상되는 몇 가지
쟁점 사항이 있다. 우선, 최저생계비 계측 조사를 폐지하고 현실성 있는 빈곤실태 조사를 통
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기준을 정하는 방안은 정부가 소
득인정액 기준을 임의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경기 변동이
나 예산 사정에 맞춰 정부가 소득인정액을 재량적으로 변경하게 됨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급
여가 ‘재량급여’로 후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수급자 선정 기준과 급여 수준 등 최저생계비 제도를 주관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의 심의·의결권을 존치하면서 사회보장위원회에게 심의·조정권을 부여하는 것은 심의기구

적 행정 집행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대해서는 정부 및 양당 모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으나 완화 수준
에서는 이견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제4차 사회보장위원회를 통해 부양의무자 소
득인정액 기준을 최저생계비가 아닌 중위소득 수준까지 포함하는 단계로 발전시키는 안을
발표하였지만, 진보진영과 인권단체에서는 현재 논의되는 수준으로는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
기 힘들다고 비판하고 있다. 또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2013년 10월 보건복지부 국정 감사에서 민주당 김성주 의원
은 부양의무자 기준이 노인 수급 탈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결국 노인 비수급 빈곤층 발
생의 주요한 원인이 됨을 지적하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주장했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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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과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지만 완전 폐지하면 연간 7조 원이 추가 소요된다며 지금으로선 폐지에 어려움이 있음을
호소하고 있다.
현실적이지 못한 최저생계비 인상도 상대적 빈곤 가구의 심화를 부추기게 될 주요 요인으
로 지적되며 논란거리로 부상하고 있다. 차상위계층 기준 확대나 상대적 빈곤선 도입은 궁극
적으로 빈곤층 예방 및 축소를 위한 정책적 목적을 지닌다. 그러나 중앙생활복지위원회에서
발표한 최저생계비는 4인 가구 기준 2013년 154만 6,399원에서 2014년 163만 820원으로
5.5%의 물가상승률 정도로만 인상된 수준이어서 상대적 빈곤을 오히려 심화시킬 수 있는 요
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크다.
또 다른 쟁점화 요소로 획일적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는 수급자격 기준 및 보장 기준을 개별
욕구에 맞게 분리·적용하는 개편안을 들 수 있다. 정부는 이 개편안을 2014년 10월부터 시행
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관련 법안에 대한 여야의 입장 차가 상당해 국회 통과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이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는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
법 개정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생계급여 등에서 오히려 대상자
숫자가 축소된다는 추계가 있어 전반적인 제도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행 통합
급여체제 선정 기준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중위소득의 38%) 이하이면 되지만, 맞춤형 개별
급여체계하에서는 생계는 중위소득 30% 이하, 의료는 중위소득 38% 이하, 주거는 중위소득
40~50%, 교육은 중위소득 50% 이하로 선정 기준을 조정하고자 하였으나 이에 따라 맞춤형
개별급여체제가 도입되게 되면 생계비의 경우는 지원 대상이 오히려 축소(31%(현금급여 기준선은
중위소득의 31% 수준)⇢30%)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평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선정 기준을 완화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인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확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부양의무자 기준 등 기존의 사각지대 요인에 대한 합의 및
개선이 이뤄지지 않아 그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통합급여체계의 맞춤형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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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급여체계로의 전환에 차질이 발생했고, 최저생계비가 상향 조정되지만 인상치가 현실적이
지 못해 상대적 빈곤 가구가 심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수급자 선정 기준 완화로 인한 수급대상자 수 증가가 초래할 정부의 재정 부담에 대한 해소
방안 부재도 정책 효과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정부의 기초생활보장 관련 연도
별 추가 소요비용은 5년간(2013~2017년) 연평균 1조 700억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
며 간접비용까지 포함할 시에는 최소 연평균 1조 771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22)
아울러, 복지체계 전반을 고려한 근로유인책의 수립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지 않
고 있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근로유인책이 보완되지 않을 경우 탈수급 기피 유인이 증
대될 수 있는 문제점도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 정책 방향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고령사회(노인인구비율 14%)에 도달하는 데 18년, 초고령사회(노인인구
비율 20%)에 도달하는 데 불과 8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재까지 OECD 국가들 중

가장 빠른 수준을 보였던 일본(각각 24년, 12년)보다도 심각한 실정이다. 세계최저 수준으로 떨어
진 출산율은 고령화 속도를 더욱 가파르게 만들고 있다. 1970년 4.53명이었던 우리나라의 합

다. 저출산·고령화의 심화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확대 시행이 불가피해지고 있음에도 불
구하고 이를 위한 재원 확보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작금의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전제조건의 확립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점이다.
보편적 복지가 아닌 선별적 복지정책의 기조하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혜자를 확대
하는 것이 바람직한 전제조건이 아닐까 싶다. 보편적 복지하에서의 기초생활보장 수혜자 확대
는 소득재분배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고 재정부담도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22) 조경엽·유진성, 「박근혜정부 복지정책의 비용추정 및 경제적 효과 분석」, 2013
23) 여성 1명이 가임기간(15~49세)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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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기초생활보장지원 예산 현황

(단위 : 억 원, %)

사업명

’10년 예산

’11년 예산

’12년 예산

기초생활보장 예산(국비)

70,534 (100)

72,887 (100)

74,851 (100)

생계·주거급여

30,120 (42.7)

30,447 (41.8)

28,812 (38.5)

의료급여

34,995 (49.6)

36,718 (50.4)

39,812 (53.2)

기타

5,419 (7.7)

5,724 (7.9)

6,226 (8.3)

[주1] 지방비는 제외된 수치로서, 지방비 포함 시 기초생활보장 재정지출 규모는 ’10년 9.1조 원,
’11년 9.4조 원, ’12년 9.6조 원
[주2] ( ) 안은 총 예산 대비 각 항목의 비중
자료 : 기획재정부(2012)

이러한 전제조건의 확립 속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공적부조제도로서 효율적인 역할
을 수행하도록 하는 논의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근로무능력자로 구성된 가구에 대한 부양
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고 근로능력가구에 대해서는 현행 수준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저
생계비 기준의 제한적 상향 조정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공적부조제도로서의 역할 제고
에 필요한 부분이다. 상대적 빈곤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최저생계비의 개념과 상충되는 상대
적 개념이므로 이를 배제하고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현실에 맞게 최저생계비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또한, 복지체계 전반을 고려한 근로유인책 수립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논의되고 있
는 정책들은 빈곤가구 실태조사와 수급자 선정 기준 완화 등을 통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지
원 강화 및 제도의 확대 시행에 중점을 두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본 취지에 부합
하며 자활·자립을 촉진하고 탈수급할 수 있는 근로연계 방안 제시가 뚜렷하지 못한 상황이
다. 생산적 복지를 실현하고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선 기초생활보장 수혜자 중 근로능
력이 있는 수급대상자들의 근로유인을 촉진할 수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의 점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당장의 빈곤 및 소득분배의 불평등 완화에 초점을 맞춰 논의하고 있는 기
초생활보장 정책들은 근로여부와 무관하게 일정소득을 보장해 줌으로써 근로가능 수급자들
의 근로의욕 상실을 초래하고 있다. 근로활동을 통해 소득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게 되면, 기
초수급자 자격이 박탈되어 생계급여와 함께 80여 개의 저소득층 지원사업 혜택 중 상당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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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에 일괄 포기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탈수급 유인 약화로 인한 스스로 빈
곤에서 벗어나려는 의지의 저하는 결과적으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재정 부담을 초
래하여 지속성을 저해할 것이다. 따라서, 근로능력수급자에 대한 근로·탈수급 유인체계 제
고를 위해 노동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동기 부여를 위한 수급기간 및 급여체계의
개선이 시급하다. 현재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혜택자들에 대해 설정된 수급기간 제한이 없다.
그리고 근로소득 증가로 인해 탈수급할 경우, 일괄 지급받던 7가지 급여혜택이 일시에 중단
되어 가처분소득에 큰 변화를 초래한다. 그에 반해 근로소득공제는 자활근로소득에만 적용
되어 일반시장 취업자에 대해서는 근로유인이 부족하고, 생계·주거 급여 및 의료급여가 기
초생활보장지원 예산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반면, 근로능력 수급자의 자활과 탈수급을 지
원하는 자활급여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매우 작아 근로유인 기능이 떨어지는 실정이다([표 15]
참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근로능력이 없는 빈곤층에 대해서는 보호를 강화하되, 근로능

력이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자발적 근로 및 탈수급 노력을 경주할 수 있도록 근로연계성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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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기초연금

가) 정책 동향 24)

정부는 2013년 9월 기초연금제도를 구체화한 정부안을 확정하고 10월에 ‘기초연금법’ 제정
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 기초노령연금은 65세 이상 대상자 중 소득 상위 30%를 제외한 소
득계층에게 월 최대 96,800원, 부부의 경우 최대 154,900원까지 지급하고 있는데, 기초연금
제도 정부안은 소득 중하위 70% 대부분의 노인에게 20만 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것을 골
자로 하고 있다.25) 부부의 경우에는 최고연금액에서 20% 감액된다.
그런데, 기초연금제도는 국민연금 소득이 있는 약 38만 명의 노인에게는 감액된 연금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2012년 12월 말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를 기준으로 기초연금 대상자를
추정해 보면 10∼15만 원을 수급할 노인인구는 대략 18만 명이고, 15∼20만 원을 수급할 노

24)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3. 9.25 참고
25) 엄밀하게 말하면, 소득인정액 기준 상위 30%와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 등 특수직역연금*수급권자와 그 배
우자는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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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인구는 20만 명으로 예상된다. 20만원 최대연금액을 온전히 수급할 노인인구는 약 353만
명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이러한 차등적인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국민연금 가입자가
오래 가입할수록 유리하게 기초연금을 설계하였다고 발표했다.26) 즉,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을 함께 받는 수급자가 무연금자에 비해 본인이 기여한 것보다 더 많은 연금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한 총 연금액에서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를 제외한 순공적
연금액이 무연금자의 기초연금액보다 많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기초연금액은 기초연금액
에다 국민연금수급자부가연금액을 더한 것이다. 기본연금액의 핵심인 ‘기준연금액’은 기초연
금법 시행일 당시 국민연금 A값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인 20만 원으로 규정되었다.27)

[기초연금 급여 산식]
연금액 = (기준연금액 - 조정계수[2/3]×A급여) + 국민연금수급자부가연금액
기본연금액

또한 보건복지부는 2007년 국민연금 개혁으로 청장년층의 소득대체율이 2028년에 40%까

표했다. 그러나 이번 정부안은 모든 노인에게 20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에 비해 형평성 논란
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26)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기초연금 도입을 위한「기초연금법」제정안 입법예고” 2013. 10.02 참고
27)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3. 10.0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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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 기초연금 전환에 따른 수급자 변동
연금액

<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

< 기초연금 수급자 >

20만 원

-

353만 명

15~20만 원

-

20만 명

10~15만 원

-

18만 명

9.7만 원

391만 명

-

제외(소득상위 30%)

207만 명

207만 명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3. 9.25.

나) 문제점과 평가

엄밀하게 살펴보면, 기초연금 정부안은 국민연금 가입자와 무연금자 간의 형평성 논란을
완전히 해소시키지 못하고 있다. 여전히 국민연금 가입자가 기초연금 수급 시 불리한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전술한 기초연금 급여 산식을 보면, 기준연금액에서 ‘조정계수(2/3)×A
급여’를 차감하기 때문에 국민연금 가입자는 기초연금 급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정

[표 17] 현 세대와 미래 세대의 국민연금 가입기간별 기초연금액

(단위: 만 원)

가입기간

① 현재 세대 노인(’14.7월 수급자)

② 미래 세대 노인
(’28년 이후 소득대체율 40%)

10년

20

20

11년

20

20

12년

19

20

13년

18

20

14년

17

20

15년

16

20

16년

15

19

17년

14

19

18년

12

18

19년

11

17

20년

10

17

⋮

⋮

⋮

30년

10

10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3. 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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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8] 기초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의 재정소요 비교

(단위: 조 원)

2014~2017년

2020년

2030년

2040년

정부안

39.6

17.2

49.3

99.8

기초노령연금

26.9

13.7

53.6

111.6

70% 20만 원

40.7

17.8

53.6

111.6

100% 20만 원

57.1

25.5

74.3

157.8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3. 9.25.

부안대로라면 평균소득대체율 40% 기준, 가입기간이 1년 증가할 때마다 기초연금액이 월 6
천 7백 원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가입기간 1년 증가에 따른 국민연금 급여의 증가로
이를 상쇄하고도 남음이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 가입자가 더 많이 받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형
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 기초연금은 일반 국민의 세금을 통해 마련한 재원으로 지급하는
것이고 국민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보험료로 기초로 마련한 것이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가입자로서 받는 온당한 급여액을 기초연금과 연계해서 더 많이 받는다고 해석하는 것은 논
리의 비약이다. 그럼에도 ‘기초연금법’ 제정안은 국민연금 가입자와 무연금자 간의 형평성 논
란은 존재하지만 기초연금의 장기 재정건전성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다. 더욱이 소득수준에

킨다고 볼 수 있다.
[표 17] 에서 보면, 현재 세대 노인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 노인들의 경우에도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늘어날수록 기초연금 수급액은 감소한다. 현재 세대 노인의 경우에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2년 이상인 가입자부터 19만 원으로 줄어들어 가입기간 20년부터는 10만 원의 기초
연금을 수령하게 된다. 미래 세대 노인의 경우에는 국민연금 가입기간 16년부터 그 이상인 경
우에는 1만 원 적게 받게 되는데 30년부터는 10만 원을 받게 된다.
기초연금의 또 다른 문제점은 재원마련이다. 기초연금 급여 지급에 소요되는 재원은 전액
조세로 조달될 예정이다. 현재의 기초노령연금이 지속될 경우 2014∼2017년 4년 동안 26.9
조 원이 소요될 전망이나 하위 70%에 대해 월 20만 원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기간 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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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9] 기초노령연금 및 기초연금 단기 재정 소요 추계
2014년 상반기 2014년 하반기
(기초노령연금)
(기초연금)
총액
재정 소요

(단위: 조 원, 천 명)

2015년

2016년

2017년

10.3

10.9

11.4

2.2

4.8

국비

1.6

3.6

7.7

8.1

8.5

지방비

0.6

1.2

2.6

2.8

2.9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3. 9.25.

조 원으로 약 13.8조 원의 추가재원이 필요하다. 만약 모든 소득계층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57.1조 원으로 현재 기초노령연금 소요액의 2배가 넘게 된다.
2014년 상반기 기준으로 기초노령연금은 약 2.2조 원 지출이 예상되는데, 국비는 1.6조 원,
지방비 0.6조 원이다. 2014년 하반기부터 기초연금으로 전환되면 기초연금 대상자의 70%가
20만 원을 지급받게 되므로 늘어나는 지출에 대한 재원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빠르게 진행되
는 고령화로 인해 65세 이상의 인구비중은 증가한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본격적인 은퇴가 시
작되면 기초연금 지출액은 더욱 가파르게 증가할 것이다. 2013년 정부의 세수는 감소하여 적
자재정인 상황인 데다가 2014년에도 저성장 지속으로 세수부족 상황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
지 않다. 더욱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원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최근 몇 년 사이에 무상보육 등
의 복지제도가 확대되어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초연금의
추가적 재원 마련은 결코 녹록치 않을 것이다. [표 19]를 보면 2014년 기초노령연금은 2.2조
원을 예상하지만 하반기에는 4.8조 원으로 상반기의 2배가 넘는 재원을 필요로 한다.28)
한편, 국회예산정책처는 보건복지부의 기초연금 재정소요 추계보다 실제 더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14∼2017년 동안 3.7조 원을 지방정부가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할 것으로
예상했다.29)

28) 2014년도 정부 예산안에 기초연금은 5.2조 원으로 편성됨.
29) 국회예산정책처 (2013) p.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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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논의할 수 있는 기초연금에 대한 문제점은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의 사후관리 계
획이 미비하다는 것이다. 기초연금법 제정안에 따르면, 수급자가 수급권을 상실하거나 소득·
재산의 변동 등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수급권이 없는 사람이 기초연금을 수급하거나, 과다 청구된 경우에는 과다 지급된 금
액을 환수하도록 되어 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자
를 가산하여 환수하도록 하고 있다.30) 그러나 이 같은 조치는 과다청구의 유인을 제한하기 어
려운 것으로 보인다. 적발되었을 경우의 기회비용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2012년 기준 기초
노령연금 부정수급자가 약 5만 명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기초연금으로 전환되어 최고 월연
금액이 20만 원으로 인상될 경우에는 부정수급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31) 환언하면,
기초노령연금 대상자가 되기 위해 소득이나 재산을 축소 신고할 유인이 높아지고 도덕적 해
이가 확산될 수 있다.

다) 정책 방향

기초연금 도입에 따른 전술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부정책이 보다 면밀히 설계
되어야 할 것이다. 형평성과 효율성을 바탕으로 한 합리적 정책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한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선택권이 없는 강제성 국민연금에 가입했기 때문에 기초연금에 대
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겪어야 한다면 이에 대한 합리적 설득과 합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기초연금은 의무지출이기 때문에 중장기적 차원에서의 재원 마련 방안이 필요
하다.32) 기초연금 재원조달 방안이 수반되지 않을 경우 정부의 구조적 재정적자로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33) 재원마련은 결국 조세수입이 증가해야 한다. 그런데 올해 새정부

30)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3. 10.02 참고
31) 국민연금의 경우에도 부정수급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32) 기초연금은 일종의 entitlement program임.
33) 국회예산정책처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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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들어서면서 지하경제 양성화, 비과세·감면축소를 추진했지만 세수는 오히려 감소했다.34)
또한 기대했던 것과 달리 세무행정이 보다 효율화되지 못해 행정비용이 감소하지 않았다. 더
욱이 경제활동의 위축에 따른 세수부족 현상이 나타났다. 그러므로 기초연금 재원마련에 대
한 근본적 세수 확보방안은 무엇보다 경제성장이 우선시되어야 할 것이고 세무행정 개선을
통한 비용절감이 뒤따라야 한다.
한편, 기초연금 재원조달에 대한 지방정부와의 재정 분담에 대해서도 원활한 합의가 도출
되어야 한다. 예컨대, 최근 서울시는 기초연금 재원의 서울시 분담률을 현행 30%에서 10%로
감축할 것을 요청했다.35) 무상보육 등 복지의 확대로 지방재정이 어려워진 탓이다. 중앙정부
가 추진하는 기초연금과 같은 제도에 대해 지방정부가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
정부 간의 합리적 분담률이 있어야 할 것이다.36)
마지막으로, 기초노령연금의 부정수급을 사전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정부의 구체적 시행령
이 있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수급대상자의 소득 및 재산 정보를 담은 정부종합전산망을 가
동해서 부정수급을 예방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여전히 사각지대는 존재한다.37) 최근에 65세
이상 노인이 자신의 재산을 자녀 또는 손자로 명의 변경하는 등의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
단 기초노령연금의 수급자격을 획득한 후 다시 본인 명의로 재산을 되돌려놓는 것이다. 2012
년에 약 2만3천여 명이 금융재산과 소득과 재산을 허위 신고 또는 고의 누락해서 기초노령연
금을 부정으로 수급했다. 따라서 기초연금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전에 자산조사와 소
득파악률을 높여야 할 필요가 있다.

34) 지난 7년(2005~2012년) 동안 국세수입 증가율은 연평균 7%에 육박하지만 같은 기간 국가채무도 증가하여 그에 따른 이자비
용은 약 10%임(국회예산정책처, 2013).
35) 이투데이, “[박원순 시장 서울시정 2년] “기초연금, 서울시 분담률 10%로 줄여달라” 호소, 2013. 11.14.
36) 지방정부의 채무에 대해 중앙정부가 외면할 수 없기 때문에 지방정부입장에서는 도덕적 해이의 유인이 존재한다. 따라서 지방정
부의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자체의 방만한 재정운용에 대한 다각적인 견제장치를 만들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지방재
정영향평가제도의 도입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37) 한국경제신문, “재산 숨기고 타내는 노령연금…2012년 부정수령 2.5배로 급증 5만명” 2013. 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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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4대 중증질환

가) 정책 동향

지난 19대 대선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공약인 건강보험보장성 확대방안이 국정과제로 구
체화되어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2013년 6월 보건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
보장강화 계획’을 통해 2016년까지 4대 중증질환과 관련된 의료서비스에 대해 건강

보험을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임을 밝혔다.38) 2010년 기준 우리나라의 4대 중증질환 환자
수는 약 179만 명이다. 암 환자가 104만 명으로 가장 많고 희귀난치 질환 65만 2천 명, 심장
질환 7만 명, 뇌혈관질환 2만 9천명 순이다([표 20] 참고).
[그림 4]에서 4대 중증질환의 건강보험 적용범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초음파 검
사에 대해 전체비용 중 본인부담금을 5∼10%로 결정하였다. 2014년에는 자기공명영상(MRI),
PET(양전자방출단층촬영) 등 영상검사와 항암제 등 고가 의약품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2015년에는 방사선 치료 및 심장·뇌수술 재료, 그리고 2016년에는 암진단용 유전자 검사 등

38) 동아일보,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위해 건보료 인상 불가피,” 201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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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0] 4대 중증질환 환자 수 및 진료비 규모(추정)
1인 평균의료비(만 원)

구분

환자 수
(천 명)

총 진료비

본인

비급여

암

1,040

469

23

100

48,774
(100%)

35,938
(73.7%)

2,446
(5.0%)

10,389
(21.4%)

심장질환

70

1,088

54

216

7,639
(100%)

5,739
(75.1%)

381
(5.0%)

1,520
(19.9%)

뇌혈관질환

29

1,187

66

227

3,422
(100%)

2,578
(75.3%)

190
(5.6%)

654
(19.1%)

희귀난치
질환

652

383

37

44

24,967
(100%)

19,658
(78.7%)

2,388
(9.6%)

2,921
(11.7%)

-

84,802
(100%)

63,913
(75.4%)

5,405
(6.4%)

15,484
(18.3%)

계

1,790

474

-

총 진료비 공단부담금 본인부담금

미급여

(선택진료, 상급병실료 제외 시)
→ 7,897

이 포함될 예정이다. 그러나 대선 공약집에 포함되어 있었던 선택진료비, 상급병실, 간병비
등 환자의 선택에 의한 비용은 보험급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4대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이 확대되면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건강보험료는 인상될 것
[그림 4]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비급여 10.2%
현행

향후

급여
89.8%

필수적 의료
5.9%

비용효과 미흡
3.6%

미용성형 등
0.7%

선별급여
3.6%

비급여
0.7%

본인부담 상향조정
(본인부담상한제 미적용)

신의료기술
진입

필수급여
95.7%
본인부담 5~10%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3년 주기 재조명

건강보험 관리(가격 설정, 청구심사 등) 영역 99.3%
주: 비급여 비율 10.2%는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차액을 제외한 수치로서, 건강보험공단의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와는 차이가 있음
자료: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3.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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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부
국고지원
건강 보험
심사평가원
진료비
심사 청구

심사결과 통보

계약
수가
험
보
건강
급
4대 중증질환 포함
비지
진료
의료서비스 제공

의료기관

2,945%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공단

본인부담

보험료
2,945%

기업

국민
보험료
본인부담 중
일부 지급

민간
의료보험

주: 이은경(2010)을 기초로 김상우(2013)에서 재작성한 그림을 편집 추가함.

이다. [그림 5]에서 보면 국민건강보험 공단의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인 국민과 기업으로부터
보험료 수입을 통해 건강보험재원을 마련한다. 여기에 건강보험료 수입의 20%만큼 국고지
원이 추가된다. 건강보험 가입자가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면 일정부분은 본인이 부담하고 나
머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불한다. 현재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5.89%의 건강보험료

비는 감소하지만 결국 의료기관이 진료비 인상해 달라고 요청할 것이므로 보험료가 인상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나) 외국의 건강보험 보장수준

외국의 경우 4대 중증질환만을 지원하는 보장성 비교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반적인 건강
보험 보장성만을 비교할 수 있다. [표 21]은 OECD 국가의 건강보험 보장수준을 나타내고 있
다. 2011년 자료로 비교할 때, 입원의 경우 OECD 평균은 85.5%이고 우리나라는 59.8%를 기
록하고 있다. 치과를 제외한 외래의 경우 OECD는 76.7%이고, 우리나라는 57.7%이다. 흥미
롭게도 의약품은 우리나가 OECD보다 보장수준이 높다. 그러나 전체 개인의료비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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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가 74.9%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55%를 나타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치과 보철과
한방 첩약 등이 제외되어서 엄밀한 비교에는 한계가 있다.

다) 문제점

정부가 발표한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계획’에 기대만큼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우려도
적지 않다. OECD 국가에 비해 평균적으로 국민의료비대비 본인부담지출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같은 정부의 기본방향에는 공감하지만, 구체적인 시행계획이나 건강보험 재정문
제 등에 대해 구체적 방안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본다.39)
우선적으로,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소요 재원 추정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 문
제다.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2013∼2017년 누계 기준으로 약 9조 원의 건강보험 재정
이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계획’에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고 2014년에만 약 9300억 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추산과 달리 국회예산정책처는
4대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 확대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적어도 14조7000억 원의 재원
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40) 또 다른 연구에서는 4대 중증질환에 대해 건강보험급여
로 100% 충당할 경우 연간 약 5.45조 원이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41) 그러므로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어느 정도의 재원이 필요한지 구체적인 데이터를 통해 명
확한 수치가 필요하다.
또 다른 문제점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재원 마련 방안에 관한 것이다. 복지부
는 2012년 말 기준 4.6조 원의 건강보험 누적적립금을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건강보험재정 효
율적 관리를 통해 운영비를 절감하는 등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이 같
은 방안으로는 전술한 소요재원 예상치보다 부족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인상이나 건강소비

39) 청년의사 http://www.docdocdoc.co.kr/news/newsview.php?newscd=2013062700028
40) 주간조선, “‘4대 중증질환’ 재원 9조 원 전쟁” 2013.11.04 재인용
41) 한국경제연구원 (2013)

Part.4 정책리스크 복지 ┃ 369

[표 21] 건강보험 보장 수준의 국제 비교
입원

외래(치과 제외)

의약품

(2011년 기준)

전체 개인의료비

99.2

Estonia

97.3

Luxembourg

84

Netherlands

86.7

Netherlands

98.7

Denmark

93.4

Netherlands

78.4

Norway

84.7

Sweden

98.3

Czech
Republic

91.8

Germany

75.6

Denmark

84.2

Czech
Republic

96.9

Luxembourg

86.3

Spain

71

Czech Republic

83.8

Slovak
Republic

95.1

Canada

85.8

Japan

70.7

Japan

82.5

Poland

94.7

Finland

85.6

Slovak
Republic

69.4

Luxembourg

82.3

Denmark

94.4

Sweden

84.1

Switzerland

68.9

Sweden

81.8

Norway

94.2

New Zealand

83.7

France

68

New Zealand

81.4

France

93

Japan

83

Austria

67.6

Estonia

79.7

Estonia

93

Netherlands

80.5

New Zealand

65.6

Iceland

79.6

Japan

90.5

Australia

80.5

Belgium

64.3

France

79.4

Slovenia

90.5

Slovak
Republic

80.3

Czech
Republic

62.5

Austria

77.6

Hungary

87.9

Norway

80.2

Korea

60.8

Germany

76.8

Finland

87.4

Iceland

80.1

Sweden

58.3

Finland

75.9

Canada

86

OECD
Average

76.7

OECD
Average

56.9

Belgium

75.3

Spain

86

Austria

75.7

Finland

55.9

OECD Average

74.9

New Zealand

85.8

Spain

74.7

Slovenia

55.9

Slovak Republic

73.8

OECD
Average

85.8

Slovenia

74

Norway

54.3

Slovenia

73.8

Austria

85.1

Germany

73.6

Denmark

52.7

Spain

73.1

Germany

83.9

France

73.3

Australia

50

Poland

70.5

Luxembourg

79.4

Belgium

73

Hungary

49

Canada

69.3

Belgium

79

Poland

65.9

Estonia

48.5

Australia

67.6

Australia

74

Switzerland

61.4

Iceland

42.1

Switzerland

65

Switzerland

73.9

Korea

57.7

Poland

39.4

Hungary

64.4

Korea

59.8

United States

56.9

Canada

37.8

Korea

55

United States

56.9

Hungary

55.4

United States

31.9

United States

47.4

주: 국제비교를 위하여 개인의료비 지출액 중에서 공공재원의 비중을 산정한 것으로서 건보공단의 보장률과는 차이를 보임. 또한 전체
개인의료비 공공비중에는 치과가 포함되어 있어서 더욱 보장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자료: OECD Health Data 2013, 김상우(2013)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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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건강보험 재정수지 현황

(단위: 억 원, %)

2001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수입(A)

90,173

166,377

185,514

215,979

248,817

264,989

286,991

329,413

364,685

보험료

88,516

163,864

182,567

212,530

244,384

259,352

281,650

323,995

358,535

기타수입

1,657

2,513

2,947

3,449

3,916

4,365

4,202

4,082

4,604

517

1,272

1,139

1,335

1,546

차상위지원
법정정부지원
(B)

26,250

36,948

38,362

36,718

40,262

46,828

48,614

50,361

53,507

일반회계

26,250

27,695

28,698

27,042

30,023

36,566

37,983

40,794

43,434

9,253

9,664

9,676

10,239

10,262

10,631

9,567

10,073

지출(C)

140,511

191,537

224,623

255,544

275,412

311,849

348,599

373,766

388,035

보험급여비

132,447

182,622

214,893

245,614

264,948

301,461

336,835

361,890

376,318

관리운영비

7,101

8,535

8,966

9,734

9,841

9,724

11,077

11,040

11,387

기타지출

963

380

764

196

623

664

687

836

330

당기수지
(A-C)

-50,338

-25,160

-39,109

-39,565

-26,595

-46,860

-61,608

-44,353

-23,350

정부지원후
당기수지
(A+B+C)

-24,088

11,788

-747

-2,847

13,667

-32

-12,994

6,008

30,157

누적재정수지

-18,109

12,545

11,798

8,951

22,618

22,586

9,592

15,600

45,757

건강증진기금

주: 1. 현금흐름 기준
2. 일반회계 가입자지원에 과징금지원액 포함
(2009년 42억 원, 2010년 54억 원, 2011년 79억 원, 2012년 75억 원)
3. 2002년, 2006년 및 2007년 기금지원액은 담배부담금 수입 감소에 따른 실지원액 반영
(2002년 △ 1,064억 원, 2006년 △ 1,048억 원, 2007년 △ 563억 원)
자료: 보건복지부(2013), 김상우 (2013)에서 재인용

세와 같은 추가적 증세 방안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다. 이미 건강보험료가 매년 1.7∼2.6% 정
도 인상되고 있는 추세다. [표 22]에서 보면, 2012년 건강보험 수입은 36.5조 원인데 비해 지
출은 38.8조 원으로 약 2.3조 원의 적자가 발생했다. 정부의 건강보험 국고지원 5.4조 원이
있었기 때문에 누적 재정수지가 4.6조 원으로 나타난 것이다. 지난 2001년 이후 지속적으로
건강보험 당기수지는 적자였고, 정부의 국고지원이 있었어도 적자인 해가 6차례 있었다.42)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전년 대비 사용량이 10% 이상 늘거나 금액이 50억 원 이상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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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하면 약값을 내리겠다는 내용의 제도 개편안을 내놓고 이르면 2013년 말부터 시행하겠다
고 밝힘에 따라 제약업계가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이 같은 약가연동제 강화에 따라 제약업
계의 수익구조가 악화될 것이기 때문이다.43) 약가연동제는 약의 예상 사용량이 전년 대비 60%
이상 늘어났을 때 약값을 깎는 제도다. 약 사용량이 늘어나면 제약회사의 수익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소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는 제도다. 결국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재원 마련방안이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도출되지 않으면 예기치 않은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

라) 정책 방향

4대 중증질환의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건강보험의 재정 확보방안이 구체
화되어야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건강보험확대에 따른 재원마련의 현실적 방
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지난 해 누렸던 건강보험 흑자금액의 급속한 소진은 불가피할 것이다.
그러므로 건강보험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건강보험체계의 근본적인 개혁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단기적으로 현재의 건강보험 관리운영에 대한 효율성을 제고
할 필요가 있고, 장기적으로는 건강보험 수요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먼저, 건강보험 재정안정화 방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건강보험 관리운영 및 급여
지출에 대한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것이다. 건강보험 자격을 타인에게 불법으로 대여하거나
타인의 건강보험증을 도용하여 건강보험을 부정 수급하는 사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
다. 2009년 약 33억 원이었던 부정수급액이 2012년 말 약 113억 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는
현재 건강보험증을 대여해 주는 사람과 환자만이 처벌을 받고 의료서비스를 공급하는 의원

42) 건강보험료 수입에 대한 20%의 국고지원이 「국민건강보험법」 과 「국민건강증진법」에 명시되어 있음. 그런데 보험료 ‘예상’ 수입
에 대해 국고지원을 하는데, 실제로 과소 추계가 일반적이어서 실제지원 비율은 15~18% 수준임(김상우 2013).
43) 주간조선, “‘4대 중증질환’ 재원 9조 원 전쟁” 2013.11.04 참고
44) 김영신·송원근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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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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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병원은 법적 제재를 받지 않아 의원이나 병원에 오는 환자의 건강보험증에 대해 면밀한
확인을 할 유인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료공급자가 건강보험증에 대한 철저한 확인을 하
는 것만으로도 건강보험의 누수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건강보험의 재정안정화를 위해 고려할 수 있는 또 다른 방안은 다수의 건강보험 공급자를
통한 경쟁체제를 조성하는 것이다.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단일 독점적 건강보험체제를
주요 선진국의 경쟁형 다보험자체제로 전환하면 가입자의 보험 선택과 변경을 통해 보험자
의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45) 네덜란드, 독일, 스위스와 같은 국가에서는 보험자가
보험료, 공제액 및 급여의 범위, 계약관계 의료기관의 정보 등을 제공하여 건강보험 가입자
가 보험자를 선택하고 변경할 수 있다.46) 복수의 보험자 체제가 구축된다면 보험자 간 경쟁을
통해 보험가입자는 다양한 서비스를 공급받고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보다 효율
적인 건강보험 관리운영체계로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화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47)

45) 김영신·송원근(2013) 참고.
46) 신의철·김호종(2013) 참고
47) Rosenau & Lako(2008)는 다보험자 경쟁체제로 의료 서비스의 질과 비용 측면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제시하고 있음(신의철·
김호종,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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Ⅸ. 결 론

현 정부의 복지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증세가 필요하고 증세 없는 복지 확대는 재정건
전성의 악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또한 복지 확대를 위해 증세를 하게 되면 증세로 인해 투
자, 근로의 유인이 감소되어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현재와 같이 저성장이

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증세가 불가피한 경우 이는 오히려 저성장의 문제를 더욱 심화시켜
궁극적으로 복지재원 조달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따라서 복지 확대는 저성장과 복지재원 부
족의 악순환을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현 정부 복지정책의 문제점이 재원조달의 어려움과 재정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 그에 따
른 증세와 증세로 인한 성장제약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박근혜정부가 제안한 복지정책의 또
다른 문제점은 복지확대의 근로유인 감소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근로능력이 부족
해 자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인간적인 삶을 보장해 주기 위한 복지 제공의 근간은 국민기
초생활보장제도로 대표되는 공적 부조이다. 정부가 제안한 공적 부조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자를 확대하고 기존의 국민연금에 더해 기초연금을 도입하여 사각지대를 축소하며 사회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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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된다면 재원의 부족으로 인해 기존의 복지제도 유지마저 위협할 수 있다. 복지재원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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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복지체계 전반을 고려한 근로유인책 수립에 대한 논의는 없
다. 근로연계방안에 대한 고려 없이 정책의 중점을 공적 부조의 확대 시행에만 두게 되면 근
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들의 자활, 자립 및 탈수급 유인이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정책기조하에서는 유럽이나 남미의 대중영합적 복지정책의 결과물인 복지에의 과도한 의존,
즉 복지병이 우리나라에서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는 심각한 수준이다. 고령화 속도는 OECD 국가들 중 가장 빠른
수준이고 출산율도 최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저출산·고령화의 심화는 국
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공적 부조의 확대 시행이 불가피함을 보여주고, 특히 고령화
의 심화는 근로능력이 부재한 노령인구가 증대할 것임을 말해 준다. 근로능력이 부재한 인구
의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근로연계방안에 대한 고려 없이 공적 부조를 확대하는 것은 지
출의 급증에 따른 재정 악화의 문제와 더불어 근로능력이 있는 취약계층의 탈수급 기피 유인
을 증대시키는 문제점이 있다. 재정건전성 악화에 따른 복지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
와 함께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의 근로 유인을 촉진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
한 이유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보편적 복지의 확대는 예산의 제약 및 재정건전성 악화로
인해 복지혜택이 필요한 취약계층에의 선택과 집중을 어렵게 함과 동시에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의 근로유인마저 감소시킬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는 이런 시각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현 정부의 복지정책을 평가하고 정책방향을 제
시했다. 무상보육, 고교무상교육, 반값 등록금 등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는 정책들은 재원 부
담에 따른 지속가능성 여부가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소득분배를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다.
빈곤층 지원 확대를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편과 기초연금의 도입은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고 선별적 복지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가능하나 근로유인책 부재
와 더불어 재원의 문제는 여전히 존재한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취약계층에 집중할 수 있는
효율적인 선별적 복지, 근로연계성이 제고되는 생산적 복지의 방향으로 정책들의 재검토가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만 0~5세 아동에게 지원되는 무상보육정책은 전 소득 계층을 대상으
로 하기 때문에 재원 부담의 문제와 더불어 정책의 효과성도 떨어질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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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정책 목표인 보육부담의 완화와 출산률 제고 달성을 위해 양육수당은 영유아 연령에 따라
한정 지원하고, 보육료는 소득 계층별로 차등 지원하는 방안과 함께 부모의 근로소득과 양육
수당의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시행 중인 육아휴직에 대해서는 가족친화적
인 기업 환경의 조성, 남성 육아휴직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와 더불어 고용보험 내 육아휴
직급여에 대한 요율의 별도 신설 혹은 육아보험과 고용보험을 분리하는 방안을 통해 급증하
는 육아휴직급여액을 철저히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고교무상교육은 5년간 연평균 약 1조 2천억 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나 실행 필요성이 낮
고 오히려 학교 교육의 질이 저하될 우려도 적지 않아 재고되어야 한다. 고교무상교육은 저
소득층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확대하는 것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최대 지원 범위는 소득분위
7분위를 넘어서지 않도록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반값 등록금은 대학교육 편익의 수혜
자 대신 국민세금으로 비용을 지불한다는 점에서 타당성이 떨어지며, 학력 인플레 심화, 청
년실업 및 대졸실업 증가, 부실대학의 구조조정 지연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 또한 소득재분
배 효과는 크지 않은 반면 GDP와 고용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저
소득층에 한해 선별적으로 등록금을 지원하고 대상자의 성적기준 요건도 유지하는 방향으로
정책 보완을 제시했다.

부양의무자 기준, 최저생계비 기준, 근로유인책 수립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근로무
능력자 가구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고 근로능력가구에 대해서는 현행 수준
유지가 필요하며, 최저생계비 기준과 관련 상대적 빈곤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배제하고 물
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현실에 맞게 최저생계비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수립
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들의 근로·탈수급 유인체계 제고를 위
해 노동활동 참여 동기 부여를 위한 수급기간 및 급여체계 개선이 시급함을 지적했다. 기초
연금의 도입과 관련 정부의 보다 면밀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 기초연금 도입에 따른 국민
연금 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는 합리적 설득과 합의가 있어야 함을 지적했다. 또한 정부안
이 기초연금 대상자에서 소득 상위 30%를 제외하는 등 재정 불안에 대한 우려를 완화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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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기는 하나 의무지출인 기초연금에 대해 중장기적 차원에서 재원 확보 방안이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기초연금 재원조달과 관련 지방정부와의 재정 분담에 대해서도 원활한 합
의가 도출되어야 함도 지적했다.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도 보험료 인상
과 재정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어 재정안정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을 제시했다. 현재 국
민건강보험공단의 단일 독점적 건강보험체제를 선진국처럼 가입자의 보험 선택과 변경을
통해 보험자의 효율성과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기대할 수 있는 경쟁형 다보험자체제로 전
환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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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요약표)

여성·육아·보육
아젠다

세부과제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급

항목
내용

•0~5세 아동을 둔 전 계층에 보육료 및 양육수당을 지급
•양육수당: 0세 20만 원, 1세 15만 원, 2세~5세 10만 원 지급
•보육료: 0세 39.4만 원, 1세 34.7만 원, 2세 28.6만 원, 3세~5세 22만 원 지급

평가

•지방정부의 재원 부담으로 인해 정책의 지속가능성 여부가 불투명
•월 평균 양육비가 오히려 증가할 가능성 존재
•소득 기반의 차등지원정책에 비해 소득재분배 효과도 떨어짐

정책 방향

•양육수당은 영유아 연령에 따라 한정 지원하고, 보육료는 소득 계층별로 차등지
원하는 방안으로 개편
•정부에서 인가한 어린이집의 질적 향상을 위한 방안과 부모의 근로 소득과 양육
수당의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함께 시행하여 현 정책을 보완해야함

내용

•육아휴직: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최대 1년간 제공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는 일종의 시간제
육아휴직 제도
•육아휴직급여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가 정률제로 지급사업주 장려금 지급
•육아휴직 대상 아동을 현행 만 6세에서 만 8세로 상향조정되는 법안이 2014년 1
월 중 시행될 예정

평가

•대체인력 부족, 여성 고용 비용 증가 등의 부작용 논란이 계속되어 시행 여부
불투명
•육아휴직제도의 이용률이 낮은 현 상황에서 강화된 육아휴직제도를 시행하면
이용률이 더 떨어질 가능성 존재

여성·육아·
보육

임신·육아
를 위한
근로 여건
개선

주요 사항

정책 방향

•기업과 근로자의 협의를 통한 기업 맞춤형 육아휴직제도 시행
•대체인력 확보 방안 마련
•가족친화적인 기업 환경 조성을 위해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이용률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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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아젠다

세부과제

고교
무상
교육

교육

주요 사항

내용·
쟁점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확대하여 균등한 교육기회를 실현한
다는 측면에서 현재 중학교까지로 되어 있는 무상교육을 고등학교로 확대
•원래는 2014년부터 농어촌 지역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2017년에 전면 실시한
다는 계획이었으나 재정난으로 인하여 새정부 임기 내 완성하는 방향으로 계획이 수정

평가

•진학률이 100%에 육박하고 있어 교육기회의 평등을 목표로 하는 의무교육의 필요성 낮음.
•다른 중등교육예산의 감소를 초래하여 고교교육의 질을 저하시키는 등 고교교육의 하향
평준화를 유발
•국가의 개입으로 학교의 자율성을 제약하고 획일화된 교육을 부추겨 오히려 교육의 질을
하락시킬 가능성
•고교무상교육은 소득재분배효과는 크지 않은 반면 GDP와 고용에는 부정적인 효과를 미
칠 것으로 전망됨.

정책
방향

•고교무상교육을 지양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수정 필요
•무상교육의 전면적 시행보다 교육환경 개선, 학습여건 향상, 창의성·다양성 교육 확대 등
실질적으로 공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필요
•정부가 부득이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강행하고자 한다면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를 구분
하여 차별적으로 시행하고 재원비용을 최소화해야 함 - 미국의 경우도 사립학교의 경우
학생 및 학부모가 수업료를 부담

내용·
쟁점

•2013년 2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정과제에서는 실제 등록금 대비 소득수준별 지원을 추진
하고 든든학자금(ICL) 대출자격을 전면 확대하는 소득연계 맞춤형 반값 등록금 정책을 명시
•2014년부터 실질적인 등록금 부담액이 반값이 되는 소득연계형 반값 등록금을 전면 시행
하겠다고 언급하였으나 예산부족으로 일단 시행시기가 2015년으로 연기

평가

•대학졸업 후 받는 편익은 대학생 스스로 누리는데 이를 일반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수익
자부담원칙에 위배되며 고졸자도 대졸자의 비용을 대신 지불하게 되어 형평성 문제 야기
•학력 인플레에 따른 문제를 심화시켜 청년실업과 대졸실업을 심화시키고 재수생을 양산
하여 사교육비를 증가
•한계 부실대학의 수명을 연장시켜 대학 구조조정을 지연시키고 고등교육의 질적 저하를
초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정과제의 시행계획을 가정하는 경우 5년간 연평균 약 2조 7천억
원이 추가로 필요한데 막대한 재원의 조달방안도 문제이며 재원이 확보되어도 자원배분
의 우선순위를 다시 한 번 검토할 필요
•반값 등록금은 소득재분배 효과는 크지 않은 반면 GDP와 고용에는 음의 효과를 미칠 것
으로 예상

정책
방향

•대학 등록금은 시장에서 수요자와 공급자 간에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이며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에 한하여 선별적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
•부실대학 정리를 통해 국고보조금 낭비를 최소화하고 이를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사용
•교육시장 개방으로 학교 간 경쟁을 통한 등록금 인하를 유도하고 교육여건의 개선을 모색
•대학 내 임금체계 개선 등 대학 내 불필요한 고비용 구조를 개선하여 대학의 등록금 인하
여력을 증대
•실질적으로 대학등록금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기여입학제 도입도 고려
•현재 추진 중인 소득연계형 반값 등록금의 강행이 불가피하다면 지원대상의 소득분위는
낮추고 성적기준 요건은 유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보완

반값
등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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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부조
아젠다

세부과제

항목

주요 사항
[정치권-새누리당]
•기초생활수급자 기준 및 부양의무자의 재산·소득 기준을 완화하여 비수급 빈곤
층 비율을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과 함께 부정수급 단속을 강화하고 적정급
여를 책정하는 방안 제시

내용·쟁점

[정치권-민주당]
•기초생활수급 기준 완화를 위한 부양의무자 기준 및 소득환산지수 조정안 제시,
상대적 빈곤선 도입 및 최저생계비 상향안 제시, 개별 욕구에 맞는 수급보장 기
준 적용 등에 중점
[정부]
•기초생활수급자의 선정 기준 완화를 위해 차상위계층 기준을 현행 최저생계비
120%에서 중위소득 50%로 확대 개편하고자 추진
•통합급여체계를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개별 혜택을 주는 ‘맞춤형 급여체계’로의
개편 확정
•부양의무자의 소득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 제시

공적
부조

평가

•수급자격 기준 및 보장 기준을 개별 욕구에 맞게 분리·적용하는 개편안에 대한
여야의 상당한 입장 차 등이 쟁점화 되며 국회 통과에서부터 난항이 예상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 완화 노력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확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부양의무자 기준 등 기존의 사각지대 요인에 대한 합의
및 개선이 이뤄지지 않아 그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
•수급자 선정 기준 완화로 인한 수급대상자 수 증가가 초래할 정부의 재정 부담에
대한 해소 방안 부재도 정책 시행 효과를 저해할 가능성
•소득인정액 기준의 임의 변경 가능성과 심의기구 간의 정책 혼선 우려
•복지체계 전반을 고려한 근로유인책의 수립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어 탈수급 기피 유인이 증대될 수 있는 문제점도 불거질 것으로 예상

정책 방향

•소득재분배 효과 제고 및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선별적 복지정책의 기조하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혜자를 확대하는 방향으로의 정책 전환이 필요
•근로무능력자로 구성된 가구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되 근로능력
가구에 대해서는 현행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
•최저생계비 기준의 제한적 상향 조정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공적부조제도
로서의 역할 제고를 위해 필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본 취지에 부합하며 자활·자립을 촉진하고 탈수급할
수 있는 근로유인책의 수립이 병행될 필요

국민기초
생활보장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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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
아젠다

세부과제

기초
연금

연금
·
보험

항목

주요 사항

내용·
쟁점

•생활형편이 어려운 노년층을 위한 경제 지원의 방안으로 현행 기초노령연금을 올해 7월
부터 기초연금으로 확대 전환
•기초연금제도 정부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상위 30%를 제외한 소득계층에게 월 최
대 20만 원을 제공
•(쟁점) 국민연금 소득이 있는 일부 소득계층의 노인에게 감액된 연금액 지급방안에 대한
형평성 논란

평가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주는 방안보다는 재정부담이
완화되었으나, 여전히 재원마련 마련 방안 미흡
•무연금자에 비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늘어날수록 국민연금 가입자의 기초연금액에 대
한 상대적 불이익 해소되지 못함.
•기초노령연금 관련 부정수급 등 관리방안 미비

정책
방향

•기초연금액의 차별성에 대해 선택권이 없는 강제성 국민연금 가입자에 대한 합리적 설득
과 합의 도출이 필요함.
•자산조사와 소득파악률을 높히고, 기초연금 부정수급 시 불이익을 부과하는 등 부정수급
의 유인을 줄여야 함.
•정부의 의무지출인 기초연금에 대한 중장기적 차원에서의 구체적 재원 조달방안 필요함.

내용·
쟁점
4대
중증
질환
보장성
강화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질환 등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의 단계적 확대
•구체적으로, 4대 중증질환 관련 고가 의약품, 치료, 검사 등을 필수 급여로 포함.
•(쟁점) 4대 중증질환의 보장성확대 대한 구체적 재원 마련 방안
•정부의 4대 중증질환 보장성확대에 대한 소요재원 추정이 명확치 않아 재원마련에 혼선
•고령화에 따른 건강보험 급여지출 증가요인과 함께 보험료 인상이 지속될 것이므로 건강
보험 가입자와 기업의 보험료 부담 더욱 증가 예상

정책
방향

•4대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을 지속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재원 확보방안이 구체화될 필
요성 있음.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단일 독점적 건강보험체제를 경쟁형 다보험자체제로 전환하여
건강보험 관리 운영 및 급여지출의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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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법인세
2013년 세법개정안은 국정 과제를 적극 지원하고 세입기반을 확충한다는 목적하에 직접적
으로 법인세의 과표구간과 세율을 조정하지 않았으나, 간접적으로 비과세·감면의 축소 또는
확대 및 합리화를 통해 법인세 부담, 특히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증대시키
고 있다. 전체 법인세 비과세·감면의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연구·인력개발과 투
자촉진 관련 비과세·감면에서 서비스업 관련 적용대상과 상용형 시간제 근로자, 노인·장애
인 고용, 도서관 등 문화시설 관련 적용범위가 확대되나, 세액공제율이 대기업·중견기업·중
소기업별로 상당히 낮아지고 차등화된다. 한편 이번 정부의 2013년 세법개정안 발표 이후,
진보 진영의 일부 정치권에서는 직접적으로 현행 법인세제의 과표구간 확대와 세율 인상 등
을 통해 법인세 부담을 강화하자는 논의가 있다. 그리고 2013년 말 여·야는 국회에서 최저한
세율을 과세표준 1,000억 원 초과에 대해 현행 16%에서 17%로 1%p 추가 인상하는데 합의하
였고 이에 따라 대기업들의 법인세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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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우리나라의 법인세제에서 명목세율은 낮을지라도 실제 법인세 부담은 상당히 높은 수
준이다. 또한 법인세 부담세액과 감면세액은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높지만 법인세 부담 대
비 감면 비율은 중소기업이 높다. 법인세 부담 증가는 기업들의 투자를 위축시키고 이와 함
께 고용도 위축시키면서 경제성장 둔화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법인세 부담 증가는 단기적
으로 세수 증가를 가져올지 모르지만, 중·장기적으로 오히려 세수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투자·고용 및 경제성장 촉진 → 세입기반 확충을 위해서는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대
기업을 포괄하여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및 세율체계 단순화, 최저한세율 인하 등을 통해 법
인세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일감몰아주기과세
2013년 7월까지 일감몰아주기 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세 첫 신고가 완료된 결과, 1,859억 원
의 증여세가 신고·납부되었다. 이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주주는 전체 신고자의 1.5%인
154명이었으며, 납부세액은 801억 원으로 전체 납부세액의 43.1%를 차지한 상황이다. 2013
년 세법 개정안 내용과 개별 의원안들에서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과세범위에서
제외하거나 축소하고자 하고 있는 실정이며, 배당소득과세와의 이중과세 조정과 자기증여부
분에 대한 과세 제외 등의 개선안이 반영되어 있는 실정이다.
일감몰아주기 거래에 대한 증여세는 현재 개선안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문제점을 안

로 나누어 차별 적용하고 있으며, 과세제외매출액을 설정하면서 다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
단 소속의 법인과 거래한 내용도 일감몰아주기 거래에 포함시키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
은 영업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반대로 영업손실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
금액 환급이 없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들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이 아무리 개선된다고 하더라도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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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아닌 내용을 증여로 ‘의제’함에 따라 발생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치유할 수 없다는 점에 따
른 것이다. 따라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에 따라 일감몰아주기 거래의 과세를 하는
것을 과감하게 폐지하고, 세제의 근본적인 논리와 체계에 맞는 과세제도를 갖추는 것이 필요
하다.

3. 사내유보금과세의 재도입 논의
일부 정치권에서 기업이 투자하지 않고 사내유보한다는 비판과 함께 1991년 도입되어 2001
년 폐지되었던 적정유보초과소득과세의 재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과거에는 비상장회사가 배
당을 부당하게 이연하여 배당소득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
의 주주 간 과세 형평성만을 목적으로 하였으나 실효성이 없어 폐지되었다. 현재 재도입안의
특징이자, 구제도 또는 외국입법례와의 차이점은 사내유보금을 투자와 고용을 유도하는 목표
를 포함하는 것이다. 그러나 과세 재도입을 해도 투자 증가의 실효성에 대해 기대하기 어려운
것은 유보금과 투자는 개별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우리나라 기업은 유보율의 증가와 동시에
투자증가율도 상승하였고 도입 국가들조차 우리와 마찬가지로 현금성 자산의 증가와 투자위
축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가 투자증대의 해결책이라 볼 수 없다. 더
불어 기존 과세제도의 문제점을 답습할 뿐만 아니라 기업활동을 왜곡할 것이다. 현재 전 세계
적인 기업의 현금성 자산 증가는 불확실성에 의한 예비적 동기에 의한 것으로 정책의 방향은
이전의 문제점을 답습할 구 과세제도의 재도입보다는 대상에 대한 신중하고 정확한 이해와 함
께 현금성 자산 보유 동기나 투자 인센티브를 직접 변화시킬 수 있도록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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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득세
2013년 세법개정안은 세입기반 확충과 과세형평 제고라는 명분 아래 직접적으로 소득세
과표구간과 세율을 조정하지 않는 대신, 간접적으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여 고소
득층에 소득세 부담을 더욱 집중시키고 있다. 한편 이 같은 정부의 2013년 세법개정안 발표
이후, 진보 진영의 일부 정치권에서는 직접적으로 현행 소득세제의 최고 과표구간 확대 또는
최고세율 인상 등을 통해 고소득층에 소득세 부담을 강화하자고 논의하고 있다. 그리고 2003
년 말 여·야는 국회에서 소득세 최고세율 38%가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현행 3억 원 초과에서
1억 5,000만 원 초과로 확대하였는데 이로서 고소득층의 세부담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현행 우리나라 소득세는 지하경제의 큰 규모와 비과세·감면의 급속한 증가로 인해 세입기
반이 좁고 약한 것이 문제이다. 이러한 소득세의 세입기반이 좁고 약한 상황에서 고소득층에
대한 세부담 증대는 오히려 세부담의 누진도를 더욱 높여 소득재분배 기능을 더욱 약화시킬
수 있다. 일반적으로 세부담의 누진도와 소득재분배 효과 간 상관관계는 역U자로 나타내는
데 현행 소득세는 세부담의 누진도가 이미 상당히 높아 소득재분배 효과는 오히려 낮아지고
있는 상태에 있다(성명재, 2011.05). 따라서 현행 소득세는 소득재분배 기능이 미약한 것이 문제
이나 그 원인이 고소득층의 낮은 세부담이 아니라 전 소득계층에 걸친 과도한 비과세·감면
으로 인해 소득세가 세수를 확보하는 세제로서 기능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고소득층에 대한 세부담 증대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서민·중산층에게 전가되어 서민·
중산층의 생활은 악화될 수 있다.

가 우선될 것이 아니라, 자영자에 대한 과표양성화를 전제로 국민개세주의 원칙에서 모든 소
득계층을 포함하는 비과세·감면 축소 및 합리화가 바람직하다. 한편 세입기반 확충뿐만 아
니라 과세효율 제고를 위해 소득세율 인하에서 부가가치세율 인상으로의 세수중립적 전환
등 부가가치세의 역할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Ⅴ. 정책리스크 조세

향후 소득세의 세입기반 확충과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서는 고소득층에 대한 세부담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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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금융소득 및 자본이득과세
기존부터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는 대주주인지 여부와 상장주식(코스닥 및 코넥스 포함)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 왔다. 상장주식인 경우,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
였는데, 2013년에도 ‘대주주’의 기준을 지속적으로 하향 조정하고자 하고 있다. 현재 대주주
의 판정 기준은 지분 2% 또는 50억 원 이상 보유(코스닥 및 벤처의 경우에는 4% 이상 또는 40억 원, 코넥스
기업의 경우에는 4% 이상 또는 10억 원)이다.

하지만 새로이 발의된 의원안들에서는 주식 양도소득을

전면적으로 과세하고자 하는 입장에서부터 대주주의 기준을 지분 1% 또는 30억 원 이상 보
유로 조정하고자 하는 입장까지 나누어 제시되어 있다. 특히 주식 양도소득을 전면적으로 과
세하고자 하는 안의 경우에는 일반 누진세율 구간을 채택하고, 단기 차익에 대해서는 40%의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자본소득에 대해서 세원을 넓히고자 하는 경향은 파생금융상품 거래에서 발생
하는 자본이득을 10%(또는 20%) 세율로 과세하고자 하거나, 귀금속 및 보석류 거래이익을 기타
소득으로 분류하고 과세하고자 하는 안에서도 확인된다.
국민개세주의(國民皆稅主義)의 입장에서 금융소득과 자본이득에 대해 포괄적으로 과세를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할 수 있지만, 금융소득과 자본이득에 대해서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자 하는
점은 수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대부분의 안들이 주식 양도소득에서의 ‘대주주’ 판정 기준을 낮
추는 방향만 고려하여 세원을 확보하고자 할 뿐, 금융소득과 자본이득 과세제도 전반의 합리
성을 재검토하고자 하는 점은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금융소득과 자본이득에 대해서
무리한 과세가 이루어지게 되는 경우 동결효과(lock-in effect) 등의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점도 고
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미국이나 일본과 같이, 일반 주주에게까지 자본이득 과세를 하는 방
향으로 납세자 범위를 넓혀가되, 양도소득 일정액 이하의 소액주주들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고,
단기에 발생한 양도소득인지 아닌지 여부에 따라 세율을 달리 적용하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특히 장기 보유한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
함으로써 투자 목적의 자본에 대해서는 적극 우대하는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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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잠재성장률에도 훨씬 못 미치는 2%대의 저성장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한국경제의 가장 시
급한 과제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고 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는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는 것
이다. 현 정부의 조세정책도 이런 관점에서 평가하고 정책대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박근혜
정부가 제시한 창조경제는 요소투입형 추격형 성장전략의 한계를 극복하고 과학기술과 인적
자본을 바탕으로 혁신에 기반한 성장전략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혁신을 촉진시킬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창조경제는 공허한 구호에 그
치고 말 가능성이 높다. 2013년도 정부의 조세정책에는 분명 이런 고민이 담겨 있다. 그러나

있다. 이는 법인세 부담의 증대, 고소득층 소득세 인상 등 2013년도 세법개정안의 결과를 통
해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애초에 증세 없는 복지재원 조달을 공언하였으나 이는 복지정책의 구조조정 없이
는 불가능한 일이고 또한 정부가 얘기한 증세의 개념도 정확하다고 할 수 없다. 정부는 세율
인상 없이 비과세 감면 축소와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세수를 증대시킨다는 계획이었는데

Ⅴ. 정책리스크 조세

정부는 조세정책 결정에 있어 복지재원 조달을 위한 세수 확보 및 형평성에 우선순위를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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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감면 축소를 통한 세부담 증대도 역시 증세라고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는 법인세 최
저한세율 인상,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의 확대를 통해 세율인상까지 단행함으로써 증세는 없
다는 정부의 공언은 허언이 되고 말았다.
현 정부는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와 맞춤형 고용·복지를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박근혜정
부의 국정 목표는 성장·고용·복지가 선순환되는 경제와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국정 목표에 따라 현 정부는 출산에서 노령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복지를 생애주
기별로 제공하는 맞춤형 복지정책을 제시하였다. 박근혜정부 복지정책에 필요한 추가비용은
5년간 최소 104조 원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세출구조조정과 복지행정 개혁, 그리고 비과세
감면 축소 및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복지재원을 조달한다는 계획이나 현실성이 낮으며, 특
히 예산삭감이 필요한 세출구조조정이나 복지행정 개혁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는 것은 현실
성이 없다. 또한 지하경제 양성화로 세수를 확보하는 것도 단기적으로만 가능한 일이라는 것
은 2013년의 경험을 통해 알 수 있다. 현 정부의 복지정책에 필요한 추가비용이 조세로 전가
될 경우 1인당 조세부담액은 연평균 약 48만 원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나 현재 세법개정안에
따른 4년간 1인당 조세부담액 증가액은 연평균 6만 원 미만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복지지출의 급증에 따른 재원의 조달을 위해서는 대규모 증세가 불가피하다.
대규모 증세는 투자, 근로 유인을 감소시켜 성장을 제약하므로 중장기적으로 세수 확보에
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단기적으로 증세가 복지재원 조달에 기여할 수 있으나 궁극적으
로는 세수 확보에 도움이 되지 못하며 복지재원을 세수로 충당하는 것도 어려워진다. 따라서
복지재원 조달 문제에 있어서는 증세보다 복지정책의 구조조정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바
람직하다. 그러나 정부가 공약한 복지정책을 축소하거나 기존의 복지제도만을 유지한다고
해도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어 복지지출의 증가와 그에 따른 재원조달의 문제는 여전
히 남는다. 따라서 세수 확보와 세입기반 확충을 위한 세제개편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이
런 관점에서 볼 때 2013년 세법개정안에서 정부가 의도했던 세제개편 방향은 큰 틀에서 긍정
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즉, 세율인상을 가능한 억제하는 대신 광범위하게 분포한 비과세 감
면을 축소하는 것은 특히 미약했던 소득세의 세수기능을 회복시켜 세입기반을 확충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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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세제개편 방향이라고 볼 수 있다.
2013년 정부와 국회를 통해 확정된 세법개정안은 정부가 애초 의도했던 세제개편 방향과
는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나아갔다고 평가할 수 있다. 비과세 감면의 축소는 국제적으로도 높
은 수준인 법인세 부담만을 증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했고 소득세제의 경우 비과세 감면에 대
한 정비는 미미하고 면세점 인하 효과도 없어 세입기반 확충이라는 목표도 달성하지 못했다
고 평가할 수 있다. 바람직한 세제개편은 효율적인 조세체계의 확립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제
고시키고 세입기반을 확대하는 것이다. 기술진보와 혁신의 주체인 기업들이 기업가정신을
발휘하고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어야만 투자, 고용 및 경제성장이 촉진되고 이를 통해 세
입기반이 확대된다. 따라서 법인세 증세, 특히 대기업 증세에 의존해 세수를 확보하려는 것
은 ‘투자·고용 및 경제성장 촉진 → 세입기반 확대 → 세수증가 → 재정건전성 제고와 복지
재원 확대’라는 선순환 구조의 확립과는 거리가 멀다. 이와 같은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기 위
한 효율적인 조세체계는 법인세 부담 완화를 통한 조세 효율성 제고, 소득세의 세수확보 기
능 정상화, 그리고 부가가치세 역할 확대를 통한 세입기반 확충으로 요약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효율적인 조세체계 확립이라는 관점에서 2013년도 현 정부의 조세정책을 평가
한다. 먼저 기업과세 관련 정책으로 법인세, 일감몰아주기과세 등 현재 시행되고 개정된 조
세정책에 대해 평가하고 바람직한 정책대안을 제시한다. 또한 정치권 일각에서 논의되고 있
는 사내유보금과세에 대해 정책의 목표인 투자 촉진의 실효성이라는 측면에서 평가한다. 개
인소득 관련 세제의 경우 2013년에 변화된 소득세제에 대해 세입기반 확충과 과세형평성 제
고라는 관점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평가하며 정책대안을 제시한다. 대주주 기준의 확대를

의와 투자 효과에 입각해 평가하고 대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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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으로 하는 자본이득 및 금융소득 과세 개정안에 대해서도 세원 확대를 위한 국민개세주

394 ┃ 2014 정책리스크 쟁점과 평가

Ⅱ. 법인세

가) 정책 동향

지난 대선에서 승리한 여당은 법인세의 명목세율을 인상하지 않는 대신, 대기업에 대해 실
질 세부담을 높여나갈 것을 밝혔고 이는 2012년 세법개정에서 반영되었다. 당초 정부가 내놓
은 2012년 세법개정안은 최저한세율을 과세표준 100억 원 이하에 대해 10%, 100억~1,000
억 원에 대해 11%로 종전과 같이 유지하고, 1,000억 원 초과에 대해서만 14%→15%로 인상하
기로 하였다. 그러나 국회에서는 이를 수정하여 최저한세율을 과세표준 100억~1,000억 원
에 대해 11%→12%, 1,000억 원 초과에 대해 14%→16%로 더욱 인상하였다.1)
이후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새정부의 대선공약 이행과 국정과제로서 대기업보다
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 또는 합리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2013년 세법개
정안은 국정과제를 적극 지원하고 세입기반을 확충한다는 목적하에 직접적으로 법인세의 과

1) 최저한세율은 각종 공제·감면의 적용으로 기업들이 납부할 세금이 일정 수준 아래로 내려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세율 하한선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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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구간과 세율을 조정하지 않았으나, 간접적으로 비과세·감면의 축소 또는 확대 및 합리화
를 통해 법인세 부담, 특히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증대시키고 있다. 전체
법인세 비과세·감면의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연구·인력개발과 투자촉진 관련
비과세·감면의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10),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11),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조특법 §26) 등
에서 서비스업 관련 적용대상이 확대된다. 이 중에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조특법 §26)는 상용
형 시간제 근로자, 노인·장애인 고용, 도서관 등 문화시설 관련 적용범위도 확대된다. 그러
나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11),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
한 세액공제(조특법 §25의2),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25의3)에서 세액공제율이
10% → 3%(대기업)·4%(중견기업)·5%(중소기업)로 상당히 낮아지고 차등화된다. 또한 의약품 품질
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25의4)에서도 세액공제율은 7% → 3%(대기업)·4%(중
견기업)·5%(중소기업)로 낮아지고 차등화된다. 한편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조특법 §9)과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104의15)에서 적용기한이 종료된다.
한편 이번 정부의 2013년 세법개정안 발표 이후, 진보 진영의 일부 정치권에서는 직접적으
로 현행 법인세제의 과표구간 확대와 세율 인상 등을 통해 법인세 부담을 강화하자는 논의가
있다. 2013.11.05.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홍종학 국회의원 주최로 열린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세제개편의 개선방향”이라는 세제개편 대토론회에서는 법인세제의 과표구간과 세율을
현행 10%(2억 원 이하)·20%(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22%(200억 원 초과) → 10%(2억 원 이하)·22%(2억 원
초과 100억 원 이하)·25%(100억 원 초과 1000억 원 이하)·27%(1000억 원 초과)로

수정하여 현행 3단계 누진

그리고 2013년 말 여·야는 국회에서 최저한세율을 과세표준 1,000억 원 초과에 대해 현행
16%에서 17%로 1%p 추가 인상하는데 합의하였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1년 기준 과세표준
1,000억 원 초과 기업은 27개인데, 결국 이번 최저한세율이 인상될 경우 대기업들이 영향을
받아 세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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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체계에서 4단계 누진세율 체계로 개편하자는 안이 제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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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연구·인력개발과 투자촉진 관련 주요 법인세 비과세·감면의 개정 내용
구분
R&D 준비금 손금산입제도 적
용기한 종료
(조세특례제한법 §9①)

현 행
■ R&D 준비금* 손금산입
* 미래의 R&D 투자를 위해 미리 적립하
는 금액
•준비금 적립 한도: 매출액의 3%
•과세이연: 준비금으로 계상 후 3년 이
내 실제 R&D에 사용 시 3년 거치 3년
분할 익금산입
•적용기한: ’13.12.31.

연구개발업에 대한 R&D 비용 ■ R&D비용 세액공제
세액공제 허용
•지원대상: 기업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
(조세특례제한법 §10, 조세특례
개발 전담부서
제한법 시행령 별표6)
<추 가>
•지원비용
－ 연구개발비: 전담연구원 인건비, 견
본품·원재료·시약류 구입비,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비 등
－ 인력개발비: 위탁훈련비 등
•세액공제율: 3~25%

개 정 안
■ 적용기한 종료

－ 연구개발서비스업* 중 연구개발업**
의 자체연구개발
* 연구개발업 + 연구개발지원업
** 영리를 목적으로 이공계 분야의 연구
와 개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거나 위
탁받아 수행하는 산업
 <적용시기> ’1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
도분부터 적용

비연구전담부서 직원의 인력개 ■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
•(좌 동)
발비를 R&D 비용 세액공제 대 •연구개발비
상에서 제외
－ 전담부서 연구원 인건비
(조세특례제한법 §10, 조세특례
－ 연구용 견본품, 부품, 시약비
제한법 시행령 별표6)
－ 연구·시험용 시설 이용 비용
－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비
－ 발명보상금, 기술정보비 등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력개발비를 연구소 또
－ 국내외의 전문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
는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의 위탁교육훈련비
인력개발비로 한정
－ 사내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 등
 <적용시기> ’1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
도분부터 적용
유망 서비스업에 대한 R&D 세
제지원
(조세특례제한법 §10, §11, 조세
특례제한법 시행규칙 §7)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
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지식기반서비
스업에 대해 R&D 세제지원
* R&D 비용세액공제, R&D 설비투자세
액공제 등
•정보서비스, 건축공학 관련 서비스, 소 •부가통신, 출판, 영화 등 제작 및 배급,
프트웨어개발공급, 의료 및 보건 등 11
광고, 창작예술관련 서비스업 등 5개 유
개 업종
망 서비스업종
<추 가>
 <적용시기> ’1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
도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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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R&D 설비투자 세액공제율 차
등적용
(조세특례제한법 §11①)

현 행
■ 연구·인력개발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
•공제대상 시설
－ 연구시험용 시설
－ 직업훈련용 시설
－ 신기술사업화 설비 등
－ 세액공제율: 10%

•적용기한: ’15.12.31.

개 정 안

•세액공제율 차등화
－ 대 기 업: 10% → 3%
－ 중견기업: 10% → 4%
－ 중소기업: 10% → 5%
•(좌 동)
 <적용시기> ’14.1.1. 이후 투자분부터 적용

■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공제대상 시설
－ 에너지절약형시설
－ 절수설비·기기
－ 신·재생에너지 생산설비를 제조하기
위한 시설
•세액공제율: 10%
•세액공제율 차등화
－ 대 기 업: 10% → 3%
－ 중견기업: 10% → 4%
－ 중소기업: 10% → 5%
•적용기한: ’13.12.31.
•적용기한: ’16.12.31.
 <적용시기> ’14.1.1. 이후 투자분부터 적용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율
차등적용
(조세특례제한법 §25의3①)

■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공제대상 시설
－ 대기오염방지시설, 소음진동방지시
설, 방음·방진시설 등
－ 수질오염방지시설, 가축분뇨처리시
설, 폐기물처리시설 등
－ 해양오염방제 장비 등
－ 온실가스 감축시설 등
•세액공제율: 10%

•적용기한: ’13.12.31.

•세액공제율 차등화
－ 대 기 업: 10% → 3%
－ 중견기업: 10% → 4%
－ 중소기업: 10% → 5%
•적용기한: ’16.12.31.
 <적용시기> ’14.1.1. 이후 투자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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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율 차등적용
(조세특례제한법 §25의2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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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현 행

개 정 안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 ■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차등적용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25의4①)
•공제대상 시설
－ 품질이 우수한 의약품을 제조·공급
하기 위한 시설*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따
른 의약품 및 생물학적 제제 등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의 적용 대상이 되는
시설
•세액공제율: 7%
•세액공제율 차등화
－ 대 기 업: 7% → 3%
－ 중견기업: 7% → 4%
－ 중소기업: 7% → 5%
•적용기한: ’13.12.31.
•적용기한: ’16.12.31.
 <적용시기> ’14.1.1. 이후 투자분부터 적용
상용형 시간제근로자에 대한 고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시 고용 증가인
용창출투자세액공제 확대
원 계산
(조세특례제한법 §26, 조세특례 •상시근로자: 1명
제한법 시행령 §23)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 근로
자: 0.5명
<추 가>

•(좌 동)
•(좌 동)
•일정요건*을 갖춘 상용형시간제 근로
자 : 0.75명
* 지원요건(①+②+③+④)
① 시간제근로자를 제외한 상시근로자
수가 전년도 대비 감소하지 않을 것
②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을 것(상
용직)
③ 상시근로자와 시간당 임금, 복리후
생 등에서 차별이 없을 것
④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의130% 이
상일 것
 <적용시기> ’1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
도분부터 적용

노인·장애인 고용 시 고용창출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적용 시 고용증
투자세액공제금액 한도인상
가 1인당 세액공제한도 증가금액
(조세특례제한법 §26①, §144③) •마이스터고 졸업자: 2,000만 원
•청년(15~29세, 군필자 최대 35세):
1,500만 원
•기타 근로자: 1,000만 원
<추 가>
•노인(만 60세 이상)·장애인: 1,500만 원
 <적용시기> ’1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
도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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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현 행

도서관 등 문화시설 투자시 고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
용창출투자세액공제 허용
•사업용 유형자산(토지, 건물 제외)
(조세특례제한법 §26, 조세특례 •업종별 공제대상 자산
제한법 시행규칙 §14)
<추 가>

개 정 안
■ 대상시설 추가
•(좌 동)
－ 도서관·박물관·미술관·공연장의 건물
*1. 「도서관법」에 따른 공공도서관
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3.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
 <적용시기> ’1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
도분부터 적용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제도 ■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광물자원 개발 ■ 적용기한 종료
(조세특례제한법 §104의15①)
을 위해 투자·출자하는 경우 3% 세액
공제
•적용대상
－ 광업권·조광권 직접 취득
－ 광업권 등을 취득하기 위해 외국법인
에 출자
•적용기한: ’13.12.31.

나) 문제점과 평가

현행 우리나라의 법인세제에서 명목세율은 낮을지라도 실제 법인세 부담은 상당히 높은 수
준이다. 우리나라의 법인세 법정 최고세율은 24.2%(지방세 포함)로 OECD 평균 25.5%보다 낮
을지라도, 우리나라의 법인세 부담률(지방세 포함)은 2009년 기준 3.7%로 OECD 국가들(칠레와
멕시코 제외)의 평균 2.8%보다 높고 OECD 32개국 중에서 4번째로 높아서 실제로 법인세 부담

독일 1.3%, 프랑스 1.5%, 일본 2.6%로 OECD 평균에 비해 동일하거나 낮고 우리나라에 비하
면 더욱 낮다.
현행 우리나라의 법인세제하에서 법인세 부담세액과 감면세액은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높지만 법인세 부담 대비 감면 비율은 중소기업이 높다. 2011년 기준, 전체 법인세 부담세액
37조 9,619억 원 중에서 대기업은 31조 1,861억 원으로 82%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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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매우 높은 수준이라 볼 수 있다. 한편 주요국들의 법인세 부담률은 미국 1.7%, 영국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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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6조 7,758억 원으로 18%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전체 법인세 공제·감면세액 9조 3,315
억 원에서 대기업은 6조 9,964억 원으로 75%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은 2조 3,351억 원
으로 25%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전체기업의 법인세 공제·감면율 19.73%와 비교하면 대
기업은 18.32%로 낮은 반면 중소기업은 25.63%로 상당히 높다.2)
그리고 국회예산정책처(2013.08)에 의하면 최저한세율을 과세표준 1,000억 원 초과에 대해
현행 16%→17%로 1%p 인상할 경우, 대기업들의 법인세 부담은 2014년에 1495억 원, 2015년
3056억 원, 2016년 3242억 원, 2017년 3430억 원, 2018년에는 3628억 원까지 증가할 것으
로 추계되고 있다. 즉, 향후 5년간(2014~2018년) 대기업들의 법인세 부담은 연평균 2,970억 원
이 늘어나게 되는 셈이다.
법인세 부담 증가는 기업들의 투자를 위축시키고 이와 함께 고용도 위축시키면서 경제성
장 둔화를 초래할 수 있다. OECD(2008)에 의하면 명목 법인세율이 35%에서 30%로 5%p 감소
할 경우 장기적으로 자본 대비 투자 비율은 약 1.9%p 증가한다. Lee & Gordon(2005)에 따르
면 명목 법인세율을 10%p 인하할 경우 GDP가 약 1.1%p 증가되며, Djankov et al.(2008)에 의
하면 실효 법인세율을 10%p 인하할 경우 GDP 실질 성장률이 약 1%p 증가한다.
또한 법인세 부담 증가는 단기적으로 세수 증가를 가져올지 모르지만, 중·장기적으로 오히
려 세수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 국내 기업들에 대해 법인세 부담을 증가시키면 국내 투자는
감소하고 해외로 자본은 유출되어 국내 고용이 감소할 수 있다. 그리고 국내 투자와 고용의
감소로 생산이 감소해 세입기반이 축소되어 세수가 감소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다) 정책 방향

투자·고용 및 경제성장 촉진 → 세입기반 확충을 위해서는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을
포괄하여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및 세율체계 단순화, 최저한세율 인하 등을 통해 법인세 부
담을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공제·감면율 = 공제·감면세액/(부담세액 + 공제·감면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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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간 조세경쟁에 대응하여 국가경쟁력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법인세 최고세율을 경쟁
적 수준으로 인하하는 것이 필요하다. 각 국가들은 자국 내 자본의 해외 유출을 막고 해외 자
본의 자국 내 유치를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경쟁적으로 인하하고 있다. OECD 국가들의 지
방세를 포함한 법정 최고 법인세율은 1985년에 평균 48.5%에 달했으나 이후 41.3%(1990년) →
36.7%(1995년) → 32.6%(2000년) → 28.2%(2005년)로 하락하여 2010년에는 25.6% 수준에 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은 2010년 기준 24.2%로 OECD 평균보다 조금 낮은 수준이지만,
체코(19%), 헝가리(19%), 아일랜드(12.5%), 폴란드(19%), 슬로바키아(19%) 등의 유럽 국가들이나 홍
콩(16.5%), 대만(17%), 싱가포르(17%) 등의 주요 아시아 경쟁국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또한 현행 3단계의 누진세율 체계를 단계적으로 단일세율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법인세에 누진세율 체계가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재분배 기능이 없고, 법인세 부담의 전
가와 귀착의 정도가 불분명하여 대부분의 국가들은 단일세율 체계를 적용하고 있다. 2011년
기준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OECD 33개국 중 21개국이 법인세에 단일세율 체계, 10개국이 2
단계 누진세율 체계, 2개국이 3단계 이상 누진세율 체계를 적용하고 있다.
그리고 최저한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조세의 복잡성만 가중시키는
최저한세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최저한세율을 적용
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 캐나다, 대만 등을 제외하면 찾아보기도 어렵다. 그리고 최고 법인세
율 대비 최저한세율은 우리나라가 73%(16%/22%)로 미국 51%(20%/39%), 캐나다 52%(15%/29%), 대
만 40%(10%/25%)보다 높아 세계 최고 수준이라 볼 수 있다. 법인세율은 점차적으로 인하되었
던 반면 최저한세율은 오히려 증가해 일반기업에서는 실제 법인세 부담이 줄어들지 않는 경

증대나 유치를 위해 법인세 부담을 완화하고 있는 추세에 역행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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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가 발생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처럼 최저한세율 인상 혹은 도입은 국제적으로 자국 내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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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일감몰아주기과세

가) 정책 동향

2011년 말에 신설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에 따라 2013년 7월까지 일감몰아주기
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세 신고가 완료되었다. 증여세 신고 결과, 신고대상자 10,658명 중
96.9%인 10,324명이 증여세 1,859억 원을 자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1인당 납부세액
은 평균 1,800만 원이었다. 12월 말 사업연도 종료 전체 법인 447,000개 중 1.4%인 약 6,400
개 법인이 과세대상이었으며, 이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주주는 전체 신고자의 1.5%인
154명이었으며, 납부세액은 801억 원으로 전체 납부세액의 43.1%를 차지하였다.3)
이번 세법 및 시행령 개정에서는 일감몰아주기 거래의 증여세 과세와 관련하여 자기증여
로 논란이 된 부분을 수정하고,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이중과세 논란이 있는 내용을 조정
하는 등의 내용이 반영되었다.
2013년 4월에는 감사원에서 『주식변동 및 자본거래 과세실태』 감사결과 보고서를 발표하

3) 이상 국세청 보도자료(2013),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첫 정기신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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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일감몰아주기 거래의 증여세 과세제도 개요
구분

현 행
일반
법인

증여
의제
이익
계산

납세
의무자

중소ㆍ중견
기업

개 정 안
•계산방식
- 수혜법인 세후영업이익×(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정상거래비율×1/2)×(지배주
주 주식보유비율-한계보유비율)
- 정상거래비율(30%) / 한계보유비율(3%)
•계산방식
- 수혜법인 세후영업이익×(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정상거래비율)×(지배주주 주
식보유비율-한계보유비율)
- 정상거래비율(50%) / 한계보유비율(10%)
•중소/중견기업 범위
- 중소기업 :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제1항)
- 중견기업 : 조세특례제한법상 R&D 세액공제 적용 시 중견기업(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4항)

•주식보유비율이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지배주주 등
- 수혜법인(내국법인)의 지배주주 및 친족으로서 주식보유비율이 3%(중소ㆍ중견기업 10%)를 초과하
는 주주
•주식보유비율에는 간접보유비율 포함

수혜
법인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기업회계기준상 매출액 기준)이 30%(중소ㆍ중견기업 50%)를 초과하는 법인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 특수관계법인 매출액/총 매출액

증여
시기

•수혜법인의 법인세법상 사업연도 말일

신고납부
기한

•수혜법인 법인세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되는 날

출처 : 이성태, “일감과세 부과의 프로세스와 기업의 의무” (2013 the bell 기업 경영전략 Forum 자료)를 세법 개정 내용에 맞게 수정ㆍ재구성

였는데, 해당 보고서에서는 2004년~2011년까지의 일감몰아주기 거래를 변칙 증여행위로 보

고 있다. 특히 해당 보고서에서는 국세청에 대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에 따라 감사 지적 사례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하
고, 완전포괄주의에 관한 구체적 집행기준을 마련하라고 통보하고 있다. 또한 기획재정부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2조 및 제42조 등을 입법보완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요구
하고 있다.4) 그러나 이러한 감사결과보고서 내용은 소급과세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과 더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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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이 과세하지 않았다는 감사 사례 내용을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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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2013년 의원 세법개정안 동향 및 내용
구분

현 행
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안
(의안번호 6122)
장병완 의원
대표발의안
(의안번호 6787)

의원안

개 정 안

•일감몰아주기과세 범위에서 중소기업 배제

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안
•일감몰아주기과세 범위에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배제
(의안번호 6878)
설훈 의원
대표발의안
(의안 번호 7726)

•설훈 의원 외 12인 (의안 번호 7726 / 2013.11.)
- 수혜법인의 세후 영업이익 × 정상거래비율의 1/2를 초과하는 특수관계 법인거래
비율 × (주식보유비율 –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대적 주식보
유비율 – 한계보유비율)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bill)

어 과세근거가 빈약하여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만으로는 과세하기에 어렵다는 문제점을 무시
한 것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5)

나) 문제점과 평가
① 세법 개정 내용 평가

이번 세법 개정 내용과 개별 의원들의 발의안들을 살펴보게 되면 기존에 꾸준히 제기되어
왔던 ‘자기증여’ 문제와 ‘내부거래’ 부분 중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분(과세제외매출액)을 확대
하는 등의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 또한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는 부분과 증여의제이익으로 계
산되어 과세되는 부분이 중복됨에 따라 발생하는 ‘이중과세’ 문제도 합리적으로 조정해 보고

4) 감사원(2013), 『감사결과보고서-주식변동 및 자본거래 과세실태-』(특정감사), 31~32면 참조.
5) “‘2조 세금전쟁’…일감몰아주기 ‘소급과세’ 물 건너가나”, 조세일보 2013. 7.10.(2013.12. 2 방문 확인) http://www.joseilbo.
com/news/htmls/2013/07/2013071018840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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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하는 긍정적인 내용도 있다. 하지만 2014년 1월에 통과된 세법 개정 내용에 따르게 되면
정상거래비율과 한계보유비율을 중소·중견기업과 일반기업으로 나누어 적용하게 된다. 이
에 따라서 일반기업의 경우에는 일감몰아주기 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세 시 정상거래비율의
1/2을 적용받게 되지만, 중소·중견기업의 경우에는 정상거래비율 그대로 적용받는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
2)에 따르게 되면 정상거래비율과 한계보유비율 수치 자체도 중소·중견기업과 일반기업으로

차등화되어 있는 상황이다.
또한 일련의 개선 방안들이 세법 개정 내용에 담겨져 있지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의3은 여전히 법인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만나는 접점에서 증여라고 보기 어려운 부
분을 증여로 의제하고 있다는 근본적인 문제가 남아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서 파생되어 나오
는 문제들은 여전히 남겨져 있는 상황이다. 이하에서는 세법 개정 이후에도 여전히 문제가 되
는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② 과세제외매출액 산정방식에 대한 문제점

기존에는 특수관계법인에서 제외되는 범위를 설정하고 그에 따라서 일감몰아주기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와 일감몰아주기 거래에는 해당되지만 매출액에서는 제외하는 범위의 거
래로 보는 경우(과세제외매출액)를 혼합하여 사용하였다. 하지만 이번에 개정된 세법 시행령에서
는 ‘과세제외매출액’의 범위를 설정하는 방식으로 일원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특수관계법
인에서 제외됨으로써 일감몰아주기 거래의 범위에서 벗어나던 영역은 일감몰아주기 거래에

다. 이 과정에서 기존에는 특수관계법인에서 제외되는 범위가 온전히 과세제외매출액의 범
위에 포함되지 못하면서 과세상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다. 기존에는 타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의 소속 기업의 경우에는 특수관계법인에서 제외되어 있었지만, 시행령 개정 내용에서
는 이를 과세제외매출액의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기존 시행령에서 다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기업을 특수관계법인의 범위에서 제외하였던 것은 경영의 독자성에 근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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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해당되지만, 과세제외매출액으로 과세에는 반영되지 않는 방식으로 전환되기에 이르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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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었는데,6) 개정 시행령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다시 무시하는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다.7)
또한 기존 수출목적의 국내거래와 해외거래를 분리하여 차별하고 있었던 부분을 시행령 개
정을 통하여 해결하고 있는 바람직한 부분도 있지만, 이 과정에서 산업 영역 간의 차별이 지
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문제점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즉 수출 목적의 국내거래와 해외거래
중 과세제외매출액으로 보는 영역은 제품 또는 상품 거래만이 해당될 뿐, 서비스 또는 용역
거래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부분은 기존 제조업 중심의 관점에서
법제도가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다.8)
이와 더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입법 이전에 체결된 장기거래계약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2012년 1월 1일 이후 거래 부분부터 과세 적용 대상에 해당된다. 이에
대해서 ‘소급과세’이므로 위헌이라는 지적이 있으나, 이는 법리상 부진정소급(不眞正遡及)에 해
당되어서 위헌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법정책적으로는 배려대상에 포함시
켜 기존에 체결된 장기거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 만료까지 배제하는 것으로 보았어야 할 필
요성은 충분히 제기될 수 있다.

6) 삼정KPMG(2013), 『경제60년사와 일감몰아주기』, 율곡출판사, 131면.
7) 이와 별도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을 특수관계법인 범위에서 삭제하는 것은 최초 입법예고된 시행령 부칙 제9조의 문리해석(文
理解釋)상 소급과세 문제의 논란을 불러올 수 있었다. 12월 결산 법인을 기준으로 볼 때, 2013년 일감몰아주기 거래 증여세 과세
신고 기한은 2014년 6월인 반면, 시행령 시행은 2월에 공포된 후이었으며, 시행령 부칙상 관련 개정 시행령 내용의 적용 시점은
시행령 시행 후 최초 신고기한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 기획재정부는 내년 신고분부터 해당 내용을 적용한다고 해명하였으
며(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보도해명자료, “2014. 2.16(일), 머니투데이(인터넷판) 등 「한경연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소급과세
문제있다”」 제하 기사 관련”, 2014. 1.17.), 최종 공포된 시행령에서는 경과조치 조항(시행령 부칙 제14조)을 규정하고 있다. 한
편 경과조치가 없었던 채, 최초 입법예고되었던 시행령 부칙조항의 내용과 최종 공포된 시행령에서의 경과조치 조항 내용은 다음
과 같다.
 [입법예고 당시 시행령 개정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부칙 제9조(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에 관한 적
용례) 제3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최종 공포된 시행령 부칙 제14조 규
정 내용은 별도로 없음)
 [최종 공포 시행령 부칙] 제14조(특수관계법인의 범위 및 과세제외매출액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수혜법인이 속한 기업
집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말한다)이 아닌 다른 기업집단에 소속되어 있는 기
업은 제34조의2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종전의 제34조의2 제3항 제3호에 따른다.
8) 삼정KPMG(2013), 앞의 책, 340~34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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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기업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문제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제1항에서는 법인의 업종별로 특성을 반영하여 시행령에 구
체적인 기업 내부거래의 정상거래비율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4항에서는 일률적으로 30%(중소·중견기업의 경우에는 50%)로 규정하고 있다
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지적은 해당 조항이 입법된 이래, 지속적으로 있어 왔지만 개선되
지 않고 있다.9)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의 경우에는 영업이익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
는 있지만, 영업손실이 발생한 과세연도에 증여세를 환급해 주는 내용은 반영되어 있지 않
다.10) 예를 들어 2012년에는 영업이익이 있어서 증여의제이익이 발생하였고, 그에 따라서
2013년 신고 시에는 증여세를 납부했지만, 2013년에는 영업손실이 발생하게 된 경우라면
2014년 신고 시에 2013년에 납부했던 증여세를 환급해 주는 내용은 없다. 오히려 실적이 좋
은 기업과 주주에 대해서 과세상 차별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다) 정책 방향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은 입법 당시부터 간접출자법인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
어 대주주의 재산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 부담 문제, 계약자유의
원칙 위반 문제, 과잉금지 원칙의 위반 문제 등의 위헌 논란에도 시달린 상황이다. 앞에서 살
펴본 바와 같이 감사원은 2004년~2011년까지의 일감몰아주기 거래에 대해서 증여세 완전
포괄주의에 따른 과세방안을 검토하라는 결과보고서까지 내면서 소급과세의 문제를 일으키

불구하고, 일감몰아주기 거래에 대해서 무리하게 증여의제 개념을 끌어들여 증여세를 과세
하면서 발생한 것이다. 또한 이러한 문제는 차후 과세불복의 문제로 이어질 위험성까지 내포

9) 김현진(2013), “일감몰아주기(Tunneling) 과세에 관한 입법적 논의 토론문 5”, 『100인 초청 학술대회 :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세법개정 방안』, 한국세법학회, 189~190면.
10) 최승재(2012), “일감몰아주기 규제의 문제점 및 위헌성 검토”, 『KERI Brief』 12-06, 한국경제연구원,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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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증여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증여세 과세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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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11)
정부는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의 법제 프레임 내에서
해결해 보고자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지배주주의 주식 한계보유비율
을 변경한다던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정상거래비율을 조정하고 과세제외매출액으로
인정되는 폭을 넓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방식의 해결은 근본적인 해
결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과세상의 발생하는 모순점들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생각된다. 특히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만의 증여세 과세부담을 완화해 주고자 하는 경우에
는 ‘일감몰아주기 거래’에 대해서 과세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부정하는 것과 같다. 정
부 및 국회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을 통해 일감몰아주기 거래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고자 할 때에는 ‘일감몰아주기 거래’ 자체가 문제라고 보고 과세하고자 한 것이기 때문
이다. 따라서 기업의 규모별 차별이 해당 조항의 과세 내에 반영된다면 대기업의 일감몰아주
기에 대해서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할 명분은 사라지게 되며, 해당 조항이 위헌에 해당될 가
능성만 높아지는 결과를 낳게 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과 관련하여 무수히 지적되고 있는 문제점들의 해결책을 모
두 법제에 반영하는 것은 해당 조항을 폐지하는 것과 같다. 따라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
조의3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바람직한 정책 방향은 조속한 시일 내에 해당 조항을
폐지하는 것이다.

11) “내년 일감몰아주기 ‘세액’ 늘고, ‘과세대상’ 줄어든다”, 조세일보 2013년 10월 8일(2013.12. 2. 방문 확인), (http://www.
joseilbo.com/news/htmls/2013/10/2013100819650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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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사내유보금과세의 재도입 논의

가) 정책 동향

기업이 사내에 현금 또는 자금을 쌓고 있으나 투자와 고용을 하지 않는다는 비판과 함께 일
부 정치권에서는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 재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과세를 통해 기업의 유보
금을 강제적으로라도 유출하게 함으로써 경제선순환을 기대한다는 취지이다. 국회예산정책
처의 ‘2011~2015년 세원확대 및 세제합리화 방안’에 포함되었고, 2012년 민주당 추미애 의
원의 정책토론회뿐만 아니라 최근 같은 당 이인영 의원 대표발의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안’이 제출되었다. 현재 논의 중인 재도입안은 폐지되었던 구 제도와 거의 흡사하나 과세의

적정유보초과소득과세12)는 1991년 도입되어 네 차례의 개정을 거쳐 약 10년 남짓 시행되다
2001년 폐지되었다. 비상장법인이 사내유보를 통해 의도적으로 배당을 회피하여 주주의 배

12) 구 법인세법 제55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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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평성과 더불어 투자, 또는 사회적 책임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데에 그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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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적정유보초과소득과세제도 비교
구 적정유보초과소득세
(1991년 도입 - 2001년 폐지)
과세 목표 과세의 형평성

추미애의원 정책토론자료집
(2012.09.27)
과세의 형평성과 사회적 책임

비상장법인으로 자기자본 100억
대상 법인 이상인 법인과 대규모기업집단 소 상호출자제한집단 소속법인
속법인
과세
대상금액
세율

특징

유보소득-적정유보소득
15%
•폐지 (2001)
•실효성이 없음
•유보금정책 자의성 불인정
•대규모기업집단 불공평조세

이인영의원 대표발의안
(2013.11.20)
과세의 형평성과 투자
비상장, 상장법인으로자기자본
300억 이상인 법인과 상호출자제
한집단 소속법인

구 법인세법과 동일(사회적책임준
구 법인세법과 동일
비금을 신설하여 손금산입)
22%

15%

•목표에 사회적책임을 추가하며
사회적책임준비금을 신설
•상호출자제한집단에 한정
•구 과세와 유사한 형태

•목표에 투자를 추가
•상장기업, 상호출자제한집단도
포함
•구 과세와 유사한 형태

당소득에 대한 과세를 할 수 없게 함으로써 상장법인의 주주와의 과세에 있어서 형평성을 달
성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13)
적정유보소득에 대한 정의는 수입배당금액을 제외한 사업연도소득에서 공제액을 제외한
금액의 50% 또는 자기자본의 10% 중 큰 금액을 말하며 사업연도소득과 이 적정유보소득의
차를 초과유보소득이라 한다. 따라서 초과유보소득에 15%의 추가 법인세를 자기자본총액
100억 이상의 비상장법인과 대규모기업집단 소속의 비상장법인에게 징수하였다.
그러나 배당정책에 대한 일률적인 정부 개입, 과세의 불공평성, 법인과 주주에 이중과세의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또한 시행 결과 기업의 부채비율 증가와 같은 재무구조의 악화를 가져
왔고, 배당촉진에 실효성도 나타나지 않았다.14) 더욱이 자기자본의 확충을 통한 기업재무구
조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IMF가 폐지를 권고하였다. 결국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한 세
제상 불이익조항이라는 평가와 함께 기업하기 좋은 조세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폐지되었다.

13) 기존의 비상장법인과 상장법인의 차등세율적용제도인 지상배당과세제도와 유보이익증가분과세제도를 대체함.
14) 양대석, 이병철, 『적정유보초과소득과세제도의 실효성 연구』, 한국국제회계학회 2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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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외국의 입법사례 15)

기업의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가 존재하는 국가는 매우 한정적임에도 미국과 일본의 유
사한 제도가 재도입 주장의 근거로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두 국가의 과세안은 현재 논의안
과는 다르다.
미국은 주주의 배당소득세 회피를 위해 기업이 배당하지 않고 사내에 유보했을 때 징수하
는 징벌적 조세인 Accumulated Earnings Tax(유보이익세)16)를 시행하고 있다. 예외법인을 제
외하고 비공개법인과 공개법인 모두를 과세대상으로 하나 실질적으로는 사내유보를 통해 조
세경감이 가능한 비공개법인에게만 적용되고 있다. 그런데다 그 유보가 조세 회피 목적이 아
닌 사업상 합리적인 필요임을 입증할 수 있으면 과세의 대상이 되지 않고 이 판단을 국세청
이 아닌 법원이 최종적으로 내리는 것이 특징이다.
일본의 특정동족회사에 대한 특별세율(特定同族會社の 特別稅率)17)은 비동족회사와 동족회사18)의
주주배당소득에 대한 과세 형평성을 목적으로 한다. 사내유보로 조세회피가 가능한 동족회
사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2005년 일본변호사협회와 세무사연합회가
이론적 근거의 부족함과 그 폐해로 폐지를 건의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미국과 일본은 배당의 부당한 이연을 방지하기 위한 과세 형평성만을 목적으로
도입된 과세를 시행하고 있다. 배당을 회피할 유인이 있는 기업에게만 적용되고 있고, 특별
히 미국은 개별기업의 유보금 정책의 자의성을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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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미국 Internal Revenue Code(IRC), 일본 法人稅法, 국회예산정책처의 『법인의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방안 연구』, 2011
참조
16) 미국 IRC §531~§537
17) 일본 法人稅法 제67조
18) 일본 法人稅法 제2조 제10항의 정의에 따르면 “회사의 주주 등 (회사가 자기주식 또는 출자한 경우의 회사를 제외) 3인 이하 및
이들과 시행령에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개인 및 법인이 회사가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 총수 또는 총액의 100분의 50을 초
과하는 수의 주식을 보유하거나 출자를 한 경우 기타 시행령에서 정하는 경우에 그 회사를 말한다.”(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http://world.mole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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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문제점과 평가

재도입안의 기존 과세제도 또는 외국의 법령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자 문제점은 입법취지
에 있다. 과세의 형평성과 함께 투자 또는 사회적 책임을 목표로 한다. 배당에 대한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알려진 구 제도를 재도입하려는 것은 배당소득 이연방지보다는 후자인 투자와
사회적 책임에 초점을 맞춘 주장으로 볼 수 있다. 부당한 유보를 통해 주주 간 불평등성을 해
결하려 만들어진 제도를 이와 관계없는 투자증대 목적을 위해 재도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더욱이 일부에서는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비상장, 상장 기업만을 과세대상으로 검토하고 있
으나 이는 단순히 유보금의 크기로만 대상을 정하는 것으로 과세의 주목적인 주주 간 형평성
에도 적합하지 않다.
그럼에도 과세의 재도입을 통해 실제로 투자가 증대될 수 있을지 평가하기 위해서는 먼저
유보금과 투자의 관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 기존의 연구에서 지적되었듯이 유보금과 투자는
개별적으로 해석되어져야 한다. 유보금은 잉여금을 지칭하는데 수익성이 있는 기업활동을
지속하게 된다면 계속 증가하게 된다. 더욱이 이러한 유보금을 증자를 하지 않으면 변하지 않
는 납입자본금으로 나눈 유보율은 시간이 지날수록 과대계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유
보금에는 건물, 토지, 설비투자 등의 투자금이 포함되어 계산되므로 재무상태표상에서 투자
가 증가해도 유보율이 증가하거나 변화가 없을 수 있다.19) 2001년 적정유보초과소득세 폐지
이후 우리나라 상장기업의 유보율은 증가하였지만, 동 기간 투자증가율 역시 대폭 상승하였
다.20) 그리고 유보금과세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과 일본 역시 심각한 투자위축의 현상을 겪고
있음에도 일부 정치권에서는 투자를 하지 않아 유보금이 증가한 것으로 보는 잘못된 인식을
기반으로 재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더 나아가 과세를 강행할 경우 단기간의 세원확보는 될 수 있으나 기업 활동을 왜곡할 수
있다. 법인세에 추가적으로 징수함으로써 기업들에게는 실질적인 법인세율의 증가로 볼 수

19) 임경묵, 『유보율 급증, 정말 문제인가?』, KDI 정책포럼, 제90호, 2008
20) 이병기, 『대기업의 현금보유 및 투자 변화 추이와 시사점』, KERI Brief,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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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기 때문에 법인의 해외이주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기업의 단기간의 조세를 피하기 위한
투자는 토지의 구입과 같은 비생산적인 투자에 집중될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투자 전략의 수
립과 시행을 저해하게 될 것이다. 또한 외국기업과 외국인 투자 비중이 높은 주요 상장사에
대한 배당압력 증가는 국부유출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 무엇보다 실효성이 부족한 데다 과세
의 폐해들로 폐지가 결정되었던 제도를 이론적, 실증적 증거나 대안 없이 재도입한다면 앞서
언급된 기존 제도의 문제점들을 답습하게 될 것은 자명한 일이다.

라) 정책 방향

기업들의 현금성 자산의 증가는 우리나라만의 현실이 아니라 국제적인 현상이다. 이는 글
로벌 금융위기 이후 불확실성의 증가에 따른 예비적 동기에 의한 수요로 평가받고 있다. 우
리나라 비금융업 상장기업의 총 자산대비 현금성 자산의 비율은 유보금에 대해 과세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 또는 일본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이들 국가 역시 투자는 위축되고 경기
회복이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유보금 과세가 투자증대의 해결책이라 볼 수 없다.
일괄적인 과세를 통한 유보금의 강제적 축소라는 성급한 결정보다는 근본적인 정책 개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미국에서는 현재의 현금성 자산의 급증에 대한 원인을 기업환경의 불
확실성, 그중에서도 정부 정책의 불확실성으로 보고 있다.21) 이러한 영향력을 인지하고 장기
적이고 실효성이 있는 정책, 그중에서도 현금성 자산 보유 동기나 투자 인센티브를 직접 변
화시킬 수 있는 정책의 마련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분명히 존재하고, 이를 위해 새로운 투자 기회와 성장동력의 모색은

키는 것은 전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21) CNN Money, “Corporate cash piles are growing — blame Washington”, 2013.10.14. 참조 Sánchez and
Yürdagil, 『Why are U.S. Firms Holding So Much Cash? An Exploration of Cross-Sectional Variation』, Federal
Reserve Bank of St. Louis Review, July/August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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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정부의 일괄적인 개입으로 기업의 생존조건인 수익구조를 왜곡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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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소득세

가) 정책 동향

총·대선을 치른 후 2012년 세법개정은 재정건전성 확보와 복지재원 마련, 소득재분배 제
고라는 배경하에서 고소득층에 대해 비과세·감면을 축소하여 세부담을 높였다. 보험료, 의
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지정기부금, 청약저축, 우리사주조합·창투조합 등 출자,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에 대해 소득세 특별공제 종합한도(2,500만 원)를 신설했다. 또한 개인사업자의
최저한세율을 감면전 산출세액 3,000만 원 이하분에 대해 35%로 현행과 같이 유지하는 반
면, 감면전 산출세액 3,00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5%→45%로 인상했다.
이후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는 새정부의 대선공약 이행계획 및 국정과제로서 고
소득층에 대한 과표구간 조정 및 비과세·감면 축소를 통해 세부담을 높이면서 전 계층에 대
한 실효세율을 상향조정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최고세율 구간 3억 원 초과에
서 2억 원 초과로 변경하고, 개인사업자에 대한 소득공제한도를 2500만 원, 최저한세율 45%
로 강화함으로써 고소득 개인사업자의 공제한도 추가 축소를 제안하였다. 그리고 소득세 면
세점을 낮춰 소득세 면제 비율을 낮출 것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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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세법개정안은 세입기반 확충과 과세형평 제고라는 명분 아래 직접적으로 소득세
과표구간과 세율을 조정하지 않는 대신, 간접적으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여 고소

[표 5]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관련 주요 소득세 비과세·감면의 개정 내용
구 분
소득공제
유지

현 행

개 정 안

■ 근로소득공제(소득세법 47①)
•총 급여의 5~80% 공제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조정
공제율

총급여

공제율

500만 원 이하

80%

500만 원 이하

70%

500~1,500만 원 이하

50%

500~1,500만 원 이하

40%

1,500~3,000만 원 이하

15%

1,500~4,500만 원 이하

15%

3,000~4,500만 원 이하

10%

4,500만 원~1억 원 이하

5%

4,500만 원 초과

5%

1억 원 초과

2%

■ 기본공제
 <적용시기> ’14.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본인 및 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 공제
*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에 맞추어 근로소득 공
■ 공적연금·건강보험 공제
제를 일부 조정
•국민·공무원연금 등 본인부담금, 건강보험 등 보
험료 전액공제
자녀관련
인적공제제
도의 세액공
제 전환(소득
세법 51①,
51의2① →
59의2 신설)

■ 자녀관련 소득공제
■ 자녀세액공제로 통합
•6세 이하 자녀양육비: 1명당 100만 원
•자녀 1~2명: 1명당 15만 원
•출생·입양공제: 출생·입양 당해연도 1명당 200 •자녀 2명 초과: 30만 원 + 2명 초과 1명당 20만 원
만원
 <적용시기> ’14.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다자녀추가공제
* 자녀장려세제(CTC)와 연계하여 중복적용을 배제
－ 자녀 2명: 100만 원
하고 자녀양육 관련 각종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 자녀 2명 초과: 100만 원 + 2명 초과 1명당 200 전환
만원

－ 공제금액: 50만 원

•한부모공제: 한부모 100만 원

■ 현행유지, ’14년 이후 세액공제로 전환

•다만, 부녀자공제 적용대상 조정
－ (좌 동)
·소득금액 1,500만 원 이하자에 한해 적용(총 급여
2,500만 원 수준)
－ (좌 동)
 <적용시기> ’14.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EITC와 중복적용을 배제하여 EITC를 적용받지
못하는 저소득 여성의 사회활동에 대한 지원제
도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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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인적공 ■ 기타 인적공제
제의 ’14년
•장애인: 장애인 1명당 200만 원
이후 세액공 •경로우대자: 70세 이상 경로자 100만 원
•부녀자공제(소득세법 51①)
제로 전환
－ 적용대상: 배우자가 없고 부양가족이 있는 여
성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
·<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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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현 행

개 정 안

특별공제제
도 등의 세액
공제 전환(소
득세법 52
①,②,③,⑥,
→ 소득세법
59의4 신설,
조세특례제
한법 86의3
①)

■ 특별공제
•의료비 소득공제: 총 급여 3% 초과 금액
－ 한도: 700만 원, 본인·장애인·경로자는 없음
•교육비 소득공제
－ 한도: 대학생 900만 원, 초·중·고등학생 300만
원, 본인은 없음
•기부금 소득공제
－ 한도: 법정기부금은 소득금액 100%, 지정기부
금은 소득금액 30%(종교 10%)
•보장성보험료 소득공제
－ 한도: 100만 원
•표준소득공제: 근로자 100만 원, 사업자 60만 원
－ 특별공제 미신청 근로자등 적용

■ 세액공제로 전환
•공제율
－ 15%: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 12%: 연금저축, 보장성보험료,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현행 소득공제한도 등은 유지
－ 특별공제 종합한도: 주택자금 공제, 우리사주
조합 출연금 등 일부 소득공제가 존치되므로
현행공제 한도(2,500만 원)유지
－ 사업자의 경우 기부금은 세액공제 받지 않고
필요경비에만 산입
•표준세액공제: 근로자 12만 원, 사업자 7만 원
 <적용시기> ’14.1.1. 이후 지출분부터 적용(다만, ’13
년 말까지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 이월공제금은 종
전과 같이 소득공제)
* 소득공제를 단계적으로 세액공제로 전환

■ 연금저축·퇴직연금
•한도: 400만 원
■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한도: 300만 원

※ 재수정
내용

■ 14년 이후 전환 항목
•창투조합 등 출자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우
리사주조합출연금, 주택자금 공제

■ 근로소득세액공제(소득세법 §59①)
•근로자에 대해서는 그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
득산출세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

■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조정
•(좌 동)

공제액

50만 원 이하

산출세액의 55%

50만 원 초과

27만 5천 원 + 50만 원
초과 금액의 30%

•공제한도: 50만 원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의 공제한도: 50만 원
(현행) → 66만 원 조정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의 공제한도: 50만 원
(현행) → 63만 원 조정

득층에 소득세 부담을 더욱 집중시키고 있다. 소득을 창출하기 위한 필요경비적인 측면 등을
감안하여 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 공적연금·건강보험료 공제는 현행 소득공제로 유지하나,
근로소득공제는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에 따라 소득계층 간 세부담의 형평성 등을 고려
하여 일부 조정된다. 인적공제 중 자녀관련 소득공제는 자녀세액공제로 통합하고, 기타 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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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는 현행 유지하나 2014년 이후 세액공제로 전환할 계획이다. 또한 특별공제도 소득공제
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지원항목에 따라 공제율을 15%와 12%로 나누어 이원화된다.
그런데 정부는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과 관련하여 근로소득계층의 거센 반발로 인해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및 7,000만 원 이하 구간에 대해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를 상향조정
하여 당초 발표한 2013년 세법개정안을 수정하였다. 정부는 이에 따라 총 급여 3,450만 원부
터 5,5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소득세 부담이 증가하지 않으며 총 급여 5,500만 원부터 7,000
만 원 이하 근로자는 소득세 부담이 2~3만 원으로 거의 늘어나지 않는다고 발표하였다.
한편 이 같은 정부의 2013년 세법개정안 발표 이후, 진보 진영의 일부 정치권에서는 직접
적으로 현행 소득세제의 최고 과표구간 확대 또는 최고세율 인상 등을 통해 고소득층에 소득
세 부담을 강화하자고 논의하고 있다. 2013.11.05.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홍종학 국회의
원 주최로 열린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세제개편의 개선방향”이라는 세제개편 대토론회에서
는 소득세제의 최고 과표구간을 현행 3억 원 초과 → 1억 2,000만 원 초과로 확대하며 최고
세율을 현행 38% → 42%로 인상하는 개편안 또는 최고 과표구간을 현행 3억 원 초과 → 1억
5000만 원 초과로 확대하지만 최고세율은 현행 그대로 유지하는 개편안 등이 제기되었다.
그리고 2013년 말 여·야는 국회에서 소득세 최고세율 38%가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현행 3
억 원 초과에서 1억 5,000만 원 초과로 확대하였다. 이로써 고소득층의 세부담은 더욱 늘어
날 전망이다.

나) 문제점과 평가

반이 좁고 약한 것이 문제이다.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고용구조에서 자영자 비중이
상당히 높아 세무행정상 과표양성화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하경제 규모도 상당히 크다.
우리나라는 2007년 기준 자영자 비중이 31.8%로 상당히 높고, 이에 따라 GDP 대비 지하경
제 규모도 25.6%로 상당히 높다(Schneider, Buehn and Montenegro, 2010.07).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멕시코도 자영자 비중이 34.3%로 상당히 높으며 이와 비례하여 지하경제 규모도 28.8%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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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우리나라 소득세는 지하경제의 큰 규모와 비과세·감면의 급속한 증가로 인해 세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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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히 높다. 이에 반해 미국은 자영자 비중이 7.2%로 상당히 낮으며 또한 지하경제 규모도
8.4%로 상당히 낮다. 또한 소득세 감면의 증가가 국세감면의 증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최
근 2001~2010년 기간 사이 국세부담은 연평균 6.6%, 국세감면은 연평균 9.1%로 증가하여
국세감면이 국세부담보다 연평균 2.5%p 더 빠르게 증가해 왔다. 같은 기간 사이 대형세 중
법인세 감면은 연평균 4.3%, 부가가치세 감면은 연평균 5.6%로 소폭 증가했던 것에 비하면
소득세 감면은 연평균 13.6%로 대폭 증가했다.
이와 같이 소득세의 세입기반이 좁고 약한 상황에서 고소득층에 대한 세부담 증대는 오히
려 세부담의 누진도를 더욱 높여 소득재분배 기능을 더욱 약화시킬 수 있다. 세수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대형세 중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에 비해 소득세는 감면 규모가 상당히
크다. 2001년 이후 국세감면에서 법인세 감면과 부가가치세 감면이 차지하는 비중은 대체로
감소해 왔던 반면, 소득세 감면이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빠르게 증가해 왔다. 최근 2010년
에는 국세감면 대비 소득세 감면의 비중은 50.9%로 국세감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법인세 감면의 비중은 23.5%, 부가가치세 감면의 비중은 15.3%로 소득세 감면 비중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다. 이런 이유는 근로자와 자영자 간 형평과세를 실현한다는 목적으로
자영자에 비해 근로자에게는 근로소득공제, 교육비·의료비 등의 특별공제, 근로소득세액공
제 등 더 많은 공제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소득세의 지나친 비과세·감면으로 인해 면세점이 매우 높고 세부담이 고소득층에
집중되어 있어 세부담의 누진도가 이미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다. 2009년 귀속소득 기준으
로 면세자 비율은 근로소득세의 경우 40.25%, 종합소득세의 경우 28.16%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근로소득세의 경우 상위소득자 11.95%가 전체 근로소득세의 84.73%, 종합소득세의 경
우 상위소득자 7.18%가 전체 종합소득세의 85.50%를 부담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세부담의 누진도와 소득재분배 효과 간 상관관계는 역U자로 나타나는데 현행
소득세는 세부담의 누진도가 이미 상당히 높아 소득재분배 효과는 오히려 낮아지고 있는 상
태에 있다(성명재, 2011.05). 따라서 현행 소득세는 소득재분배 기능이 미약한 것이 문제이나 그
원인이 고소득층의 낮은 세부담이 아니라 전 소득계층에 걸친 과도한 비과세·감면으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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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가 세수를 확보하는 세제로서 기능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고소득층에 대한 세부담 증대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서민·중산층에게 전가되어 서민·
중산층의 생활은 악화될 수 있다. 고소득층에 대한 세부담 증대는 고소득층의 근로의욕을 저
하시키고 내수를 위축시켜 생산이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생산이 감소하면 상대적
으로 이동성이 낮은 저소득층 근로자의 고용부터 감소하게 되어 고소득층에 대한 세부담 증
대에 따른 부담은 저소득층에게 전가될 수 있다. 강석훈(2006)에 따르면 분위별 소득과 경제
성장률 간의 상관계수는 1분위 0.657, 2분위 0.550, 3~8분위 0.5 수준, 9분위 0.462, 10분
위 0.278로 추정되어 고소득층에 대한 세부담 증대로 인해 경제성장이 둔화되면 고소득층보
다는 저소득층의 소득이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다) 정책 방향

향후 소득세의 세입기반 확충과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서는 고소득층에 대한 세부담 증대
가 우선될 것이 아니라, 자영자에 대한 과표양성화를 전제로 국민개세주의 원칙에서 모든 소
득계층을 포함하는 비과세·감면 축소 및 합리화가 바람직하다.
자영자의 소득세 탈세는 부가가치세 탈세에 기인하므로 자영자의 과표양성화를 위해 부가
가치세의 간이과세 폐지와 근거과세 확립이 필요하다. 실제 부가가치율에 비해 업종별 부가
가치율이 대체로 낮아서 간이과세자는 매입액을 스스로 밝히지 않고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받아 부가가치세를 줄이려는 경우가 많다.22) 따라서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실제 부가가
치율보다 높여 간이과세자가 스스로 매입액을 밝히게 하는 등 단계적으로 간이과세자를 일

유도하거나 세금계산서와 영수증 등의 과세자료 발생을 용이하게 하는 등 근거과세를 확립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자영자의 과표양성화에 따라 소득세의 비과세·감면 축소 및 합리화로 근로자와 자영자 간

22)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 매출액×업종별 부가가치율×부가가치세율(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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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과세자로 유도하면서 종국에는 간이과세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또한 기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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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상 차별을 해소하고 면세점을 인하해 나가며 소득세의 세수확보 기능을 회복하는 소득
세 정상화가 시급하다. 우선 자영자의 과표양성화를 전제로 근로자에게 허용되나 자영자에
게는 배제되는 근로소득공제와 근로소득세액공제 등을 축소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등도 자영자의 과표양성화에 따라 폐지를
고려하고, 그 밖에 각종 비과세·감면 등을 재검토하고 내실화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이러한 소득세의 비과세·감면 축소 및 합리화에 의해 세수효과는 상당히 클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예산정책처(2012.10)에 따르면 2011년 전체 조세지출액 29조 6,021억 원 중 법
인세의 조세지출액은 9조 2,043억 원(31%), 부가가치세의 조세지출액은 5조 465억 원(17%)인
것과 비교해 볼 때 소득세의 조세지출액은 12조 9,851억 원(44%)으로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
하고 있다.
한편 세입기반 확충뿐만 아니라 과세효율 제고를 위해 소득세율 인하에서 부가가치세율 인
상으로의 세수중립적 전환 등 부가가치세의 역할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1977년 부가가치세 도입 당시 그대로의 낮은 세율 10%를 유지하고 있어 세율인상의 필요성
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는 과세표준의 잠식이 크지 않아
서 세입기반 확충 측면에서 활용도가 높다. OECD(2006)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C-효율성은
68.9%로 OECD 평균 52.9%보다 높고, 영국(46.4%), 독일(50.5%), 프랑스(45.9%), 일본(65.3%) 등
의 주요국들보다 높다.23) 부가가치세는 소득세보다 조세 효율성 측면에서 더 나은 평가를 받
고 있으며, 또한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부담은 역진성을 가진다고 알려져 있지만 대부분의
기존 연구는 대체적으로 중립적이며 미미한 재분배 효과를 가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김승
래·김형준·이철인, 2008.12).

(

부가가치세수
x100
소비
표준세율

(

23) C-효율성:
뜻함.

x100
, 값이 작을수록 경감세율, 비효율적인 세정 등에 의해 과세표준의 잠식이 크다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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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금융소득 및 자본이득과세

가) 정책 동향

2012년 이전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자본소득과세제도 강화 추세에 따라서 금융
소득종합과세는 기존의 4천만 원 기준에서 2천만 원으로 종합과세의 기준점이 하향 조정되
었다.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 등 개정) 따라서 2013년부터 2천만 원 초과 4천만 원 이하 금융소
득은 분리과세 대상에서 종합과세 대상으로 전환되었다. 또한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는 대주주인지 여부와 상장주식(코스닥 및 코넥스 포함)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 왔다. 비상장
주식인 경우(상장주식의 장외거래 포함)에는 대주주와 소액주주 구분 없이 모두 과세 대상이 되지

과세 대상에 해당된다. 대주주의 기준은 과거 지분율 3% 이상 또는 100억 원 이상 보유였으
나, 현재는 2% 이상 또는 50억 이상 보유(코스닥 기업 및 벤처기업의 경우, 4% 이상 또는 40억 원, 코넥스 기
업은 4% 이상 또는 10억 원)로 그 기준이 개정된 바 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이와 관련하여 개별 의원안에서는 주식의 양도소득 과세제도 중 ‘대주주’의 기준을 좀 더 낮
추는 내용들이 발의되어 있는 상황이다. 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안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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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상장주식(코스닥 및 코넥스 포함)인 경우에는 소액주주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지만, 대주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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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의원들의 세법 개정안 동향 및 내용
구분

내용

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안
(의안번호 6500)

•주식양도소득 과세상 ‘대주주’ 기준 하향 조정
- 주식 등의 합계액 1% 또는 시가총액 30억 원 이상 소유(코스닥의 경우 주식 등의 합계
액 3% 또는 시가총액 20억 원 이상)

박원석 의원 대표발의안
(의안번호 3619)

•주식양도소득 전면과세
- 주식양도소득 전부를 과세대상에 포함시키며, 누진세율체계(6~38%) 적용
- 단기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40% 세율 적용

나성린 의원 대표발의안
(의안번호 7698)

•파생금융상품 거래 이익에 대해 양도소득 과세
- 파생금융상품 거래에 따라 발생한 자본이득에 대해서 10% 세율 적용

홍종학 의원 대표발의안
(의안번호 7751)

•주식양도소득세율 조정 및 파생금융상품 및 금지금(金地金 : Gold bar) 거래 이익에 대
해 양도소득 과세
- 중소기업주식 양도소득세율을 10%에서 20%로 상향 조정
- 파생금융상품 및 금지금 거래에 따라 발생한 자본이득에 대해서 20% 세율 적용

김재연 의원 대표발의안
(의안번호 5144)

•금, 보석, 귀금속류 거래에 따른 소득 과세
- 금, 보석, 귀금속류 등을 거래함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을 기타소득으로 과세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bill)

제3호를 개정하고자 하는데, 해당 안에서는 대주주의 기준을 주식 등의 합계액 1% 또는 시가
총액 30억 원 이상 소유(코스닥의 경우 주식 등의 합계액 3% 또는 시가총액 20억 원 이상)한 자로 낮추어 규
정하고자 하고 있다.24) 또한 주식양도소득 과세제도의 뼈대를 전면적으로 바꾸려는 의원안
도 발의되어 있는 상황이다. 박원석 의원 대표발의안에서는 상장 또는 비상장 여부, 대주주
와 일반 주주인지 여부에 따라 과세 여부가 결정되는 현행의 과세제도 틀을 바꿔 주식 양도
소득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과세하고, 누진세제 체계(6~38%)까지 도입하고자 하고 있다. 특히
해당 안에서는 보유기간 1년 미만의 단기 양도소득에 대해 40% 세율로 과세하는 내용까지
반영되어 있다. 다만, 홍종학 의원 대표발의안에서는 주식양도소득 중 중소기업 주식에 대해
서 양도소득세율을 20%로 조정하는 데 그치고 있다.

24) 정성호 의원 외 10인(2013. 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6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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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파생금융상품 거래에 따라 발생하는 자본이득에 대해서도 구분 계산하여 10%(또는 20%)
세율로 과세하는 안(나성린 의원 대표발의안과 홍종학 의원 대표발의안)과 귀금속 및 보석류 거래이익에
대해서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안(김재연 의원 대표발의안)도 나온 상태이다.

나) 문제점과 평가

개별 의원들의 발의안 내용들은 세수 부족에 따른 세원 확대 필요성과 소득원에 대한 조세
형평 차원에서 자본소득과세를 점차 강화해 나가고자 하는 방안을 구체화하는 과정의 연장
선에 있다. 국민개세주의(國民皆稅主義)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를 포괄적
으로 해나가는 방안은 일면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자본소득에 대해서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지양하고, 과도한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세제 전반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 앞에서 살펴본 정부 개정안과 의원 발의안들의 경우에는 세
원 확대에만 중점을 두고 있을 뿐, 세율에 대한 고려는 하지 않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합리
적인 자본소득세제 개편 방향과는 거리가 있는 상황이다. 특히 ‘대주주’ 기준을 낮추는 방식
으로 세원을 확보하려는 방안을 제시한 것과 단순히 주식양도소득의 장기와 단기 소득에 대
한 세율 차별을 아주 근소하게 두되, 누진율은 높이고자 하는 문제점 등을 드러내고 있다. 또
한 장기적으로 주식을 보유한 사람에 대해서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분리된 과세 체계가 없는
상황은 정부가 추진하는 기업의 투자 활성화 촉진 정책과도 배치된다.
주식양도소득에 대해서 전면 과세가 이루어지고, 일반 누진세율(6~38%) 구조가 적용된다고
가정해볼 때, 다음과 같은 1인당 세부담 증가분 예측이 가능해진다. 여기에서 최근 3년간 주

체 8.7%에 불과하지만, 신고 소득액수의 84.9%인 점과 1건당 평균 약 31억 원을 고려하여,25)
어떤 사람이 약 31억 원인 주식양도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였다고 가정해 양도소득세 부담

25) 송대호(201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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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양도소득세 납부 현황에 따르게 된다면 5억 원이 넘는 주식양도소득을 신고하는 경우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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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분을 추산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주식양도소득세의 전면과세를 실시하면서 누진세율
을 적용하는 개정안에 따르게 되면 1인당 세부담은 약 11억 6천만 원이 된다.26) 이는 동일한
과세표준액수에 세율 10%(중소기업주식거래의 경우) 또는 20%(비상장주식 거래에 따른 세율)를 각각 적용
한다고 가정할 때, 1인당 부담세액인 약 3억 1천만 원 또는 약 6억 2천만 원과 비교해 보면 약
1.9배 또는 3.7배가 증가한 수치이다.

다) 외국의 입법사례

미국의 경우에는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 체계를 세분화하여 접근하고 있다. 우선 이자와 배
당소득에 대해서는 통상소득(Ordinary income)으로 보고 과세를 하지만, 양도소득과 같은 자본
이득(Capital gain)의 경우에는 기간의 장·단기에 따라서 분리하여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1년
초과 장기자본이득(Long-term capital gain)의 경우에는 낮은 세율(15% 또는 20%)로 과세를 하며, 1년
이하 단기자본이득(Short-term capital gain)의 경우에는 통상소득(Ordinary income)과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27)
일본의 경우에는 ‘금융소득과세 일체화 정책’에 따라 배당소득 등 자본소득을 분리하여 일
반세율(20%)로 과세하고 있다. 다만, 상장주식의 양도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경감조치
를 통해서 10% 우대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우대조치에 따른 세제 내용은 2014년 1
월부터 일반세율로 전환될 예정이다. 또한 소액투자자에 대한 우대방안으로 ‘소액투자 비과
세제도’가 2014년 1월부터 시행되는데, 해당 제도는 100만 엔 이하의 소액투자에서 얻는 양
도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 내용을 담고 있다.28)

26) 여기에서 적용되는 누진세율 구간은 종합소득세 적용 세율에서의 구간을 그대로 활용한 것이다
27) Chirlestein, Marvin A. and Lawrence Zelenak(2012), 『Federal Income Taxation』(12th Edition), Foundation
Press, ¶ 16.01-¶ 16.03. 소득자의 소득 구간을 기준으로 하여 비과세되는 금액도 있으며, 미혼자인 경우와 기혼자의
Joint Filing인 경우와의 구간 분화도 있는 등 복잡한 계산체계가 있으나, 여기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간단
하게 대표적인 자본이득세율만을 제시한 것이다. 또한 여기에서는 I.R.C. §1411에 따른 Surtax를 제외한 자본이득세율만을
기재하였다.
28) 홍범교ㆍ송은주ㆍ마정화(2012), “주요국의 채권 자본이득 과세제도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33~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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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은 개인의 자본이득에 대해 단일세율로 분리과세 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장기 자본이
득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단기 자본이득인 경우에는 누진세율로 과세하고 있다.29)

라) 정책 방향

자본이득인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소득, 귀금속 양도에 따른 소득, 주식양도소득 전부 등 여
러 유형의 자본이득에 대해서 과세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국민개세주의(國民皆稅主義)에는 부합
한다. 다만, 주식 양도차익과세에 대한 급격한 기준변화는 자본시장 거래에 영향을 주고, 기
업의 배당성향과 개인의 시간선호율에 따라 그 영향의 크기가 달라지게 만든다. 또한 납세자
가 자산의 처분을 미루면서 동결효과(lock-in effect)가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점도 감안하여야
한다. 따라서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는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해 시장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선
에서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 미국의 경우, 투자 목적의 장기자본이득에 대해서는 우대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에도 소액투자에 따른 양도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비과
세조치가 이루어지는 등의 문제점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단순하게 대주주의 범위 확대가 아니라, 일반 주주에게까지 자본이득과세를 하는 것으로 납
세의무자의 범위를 확장하되, 투기 목적이 의심되는 단기 소득에 대해서는 일반 소득세율을
적용하고, 장기 투자 목적의 대주주 보유 지분에 대해서 적용되는 세율은 낮출 필요성이 있
다. 또한 일본의 경우와 유사하게 일정 금액 이하의 자본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하여 일반의
소액투자자들이 얻는 자본이득에 대해서 과중하게 과세하는 것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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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박명호ㆍ기은선ㆍ정희선(2008), “주요국의 자본이득과세제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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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결 론

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 신년 연두 기자회견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제시했다. ‘비정
상의 정상화’를 기치로 공공부문 개혁, 세제 및 재정 개혁을 공언하였고, 창조경제를 위한 제
도적 기반 마련, 그리고 내수활성화를 위해 서비스산업 규제 및 제도 개선, 투자를 제약하는
규제의 전면적 개혁을 공언하였다. 잠재성장률에도 훨씬 못 미치는 2%대의 저성장이 지속되
는 상황에서 경제의 비효율을 없애고 혁신과 기업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 방향이라
는 측면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정부와 정치
권의 조세정책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 밝힌 정책 방향과는 상충된다고 평가할 수 있다.
2013년 연말 국회에서 통과된 세법들을 살펴보면 법인세의 경우 최저한세율을 과세표준
1,000억 원 초과에 대해 현행 16%에서 17%로 1%p 추가 인상하였고, 소득세의 경우 최고세
율 38%가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현행 3억 원 초과에서 1억 5,000만 원 초과로 확대하였다. 최
저한세율 인상으로 특히 대기업들의 법인세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고 소득세 최고세율 과세
표준 확대로 고소득층의 세부담이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에서 공언했던 증세 없는 복지
재원 확보가 결과적으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은 법인세 최저한세 인상과 소득세 최고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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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확대에서 명백하게 드러난다. 증세를 세율인상에 국한해서 해석하더라도 위 두 가
지 조치는 증세라고 볼 수 있다. 2013년 연말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사항은 조세정책의 방
향에 대한 정치권의 시각을 잘 보여준다.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대한 법인세와 소득세 증세를
통해 복지재원을 확보하고 재정건전성도 유지하겠다는 의도라고 볼 수 있다.
정치권에서 합의한 조세정책의 방향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 밝힌 정책 방향과도 상충
되고 정부가 내놓은 세법개정안의 정책 방향과도 차이가 있다. 2013년 정부에서 발표한 세법
개정안은 기본적으로 세율인상 없이 각종 비과세 감면의 축소 및 철폐를 통해 세입기반을 확
충하자는 것이었다. 물론 비과세 감면의 축소를 법인세의 경우 주로 대기업에 국한했고 소득
세의 경우 소득공제의 세액공제로의 전환에 따른 세부담 증대를 고소득층에 국한했다는 점
에서 정부 세법개정안도 세원의 확대를 통한 세입기반 확충에는 크게 기여하기 어려운 방안
이라고 할 수 있다. 정치권에서 합의한 조세정책의 방향은 비과세 감면의 축소에 그치지 않
고 세율인상을 통해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대해 소위 부자증세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와 같은 방향의 조세정책은 특정 계층의 세부담을 증대시키려는 의도가 있다는 점에서
과세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세원을 넓히고 세입기반을 확충하는 데에도 기여하지 못할 것으
로 전망된다. 비과세 감면을 축소, 폐지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바람직한 조세정책 방향이다.
비과세 감면이 많을 경우 과세베이스가 줄어들어 세율이 높아지고 세제도 복잡해지기 때문
이다. 그러나 법인세의 경우 비과세 감면 축소는 법인세율 인하와 병행 추진되어 실질적 세
부담이 증가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실제 법인세 부담은 경

만 아니라 투자의 위축을 통해 고용도 위축시키면서 경제성장 둔화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법인세 감면세액은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높으나 법인세 부담 대비 감면 비율은 중소기업
이 높기 때문에 대기업에 국한된 비과세 감면의 축소는 세원을 넓히고 세제를 단순화하는 데
에도 기여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법인세 비과세 감면을 축소하면서 동시에 최저한세를 인
상하는 것은 최저한세 도입취지와도 맞지 않으며, 세제의 복잡성을 가중시켜 납세협력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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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국에 비해 높다. 이런 상황에서 법인세부담이 증가한다면 국제적인 조세경쟁에서 뒤질 뿐

428 ┃ 2014 정책리스크 쟁점과 평가

을 높이는 최저한세는 비과세 감면의 정비와 연계해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연구에서
는 법인세 관련 2013년 세법개정안과 국회의 합의 사항을 위와 같이 평가하고, 투자·고용 및
경제성장 촉진, 그리고 세입기반 확충을 위해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을 포괄하여 법인
세 최고세율 인하 및 세율체계 단순화, 최저한세율 인하 등을 통해 법인세 부담을 완화할 것
을 정책대안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일감몰아주기 과세의 현황과 개정논의를 소개하고 그
효과 및 문제점에 대해서 평가하였다. 2012년 7월까지 일감몰아주기 거래에 대한 증여세 신
고가 완료된 결과 1,895억 원의 증여세가 신고, 납부되었고 이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주주는 전체 신고자의 1.5%, 납부세액은 43.1%를 차지한 상황이다. 따라서 중소기업과 중견
기업에 대해서 과세범위에서 제외, 축소하려는 입법 시도가 있는 실정이며, 배당소득과세와
의 이중과세 조정과 자기증여부분에 대한 과세 제외 등의 개선안도 정부 세법개정안과 의원
개정안에 반영되어 있다. 정부 세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중소기업 대주주의 세부담 감소 효
과 약 180억 원, 이중과세 조정에 따른 세부담 감소 효과 약 250억 원 등으로 추정되나, 2014
년부터 일감몰아주기 거래 과세에서의 정상거래비율이 30%에서 15%로 낮아질 예정이므로,
추정된 수준의 세부담 감소 효과가 나타날지 여부는 알 수 없다. 일감몰아주기과세는 개선안
에도 불구하고 해외법인과 국내 판매법인 매출 차별, 기업지배구조 구성에 따른 차별성, 의
결권에 초점을 두지 않고 특수관계법인을 설정하는 문제점, 그리고 영업이익은 과세되나 영
업손실의 경우 과세환급이 없는 등의 문제점을 갖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증여가 아
닌 내용을 증여로 ‘의제’함에 따라 발생하는 근본적인 문제의 치유를 위해 상속세 및 증여세
법 제45조의3에 따른 일감몰아주기과세를 폐지하고, 세제의 근본적인 논리와 체계에 맞는
과세제도를 갖출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기업과 관련된 세제로 야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내유보금과세의 재
도입에 대해서 본 연구에서는 재도입의 필요성이 없음을 명백히 주장하였다. 과거 이 제도는
비상장회사가 배당을 부당하게 이연하여 배당소득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할 목적이었으나
실효성이 없어 폐지되었다. 현재 재도입안의 특징은 사내유보금의 투자와 고용 유도를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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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사내유보금과 투자는 별개이며 특히 우리나라 기업은 유보
율 증가와 동시에 투자증가율도 상승하였기 때문에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가 투자증대의
해결책이라고 볼 수 없다. 현재 전 세계적인 기업의 현금성 자산 증가는 불확실성에 의한 예
비적 동기에 의한 것으로 정책의 방향은 사내유보금과세제도의 재도입보다는 대상에 대한
정확하고 신중한 이해와 함께 현금성자산 보유동기나 투자 인센티브를 직접 변화시킬 수 있
도록 전환되어야 함을 본 연구에서는 강조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소득세 관련 정부의 세법개정안과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은 고소득
층에 대한 세부담 증대가 특징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방향이 소득세의 세수확보기능
과 소득재분배에 기여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현행 우리나라 소득세는 상대적으로 큰
지하경제와 비과세 감면의 급속한 증가로 인해 세입기반이 좁고 약한 것이 문제이다. 이런 상
황에서 고소득층에 대한 세부담 증대는 오히려 세부담의 누진도를 더욱 높여 소득재분배 기
능을 더욱 약화시킬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향후 소득세의 세입기반 확충과 과세형평성 제
고를 위해 고소득층에 대한 세부담 증대가 우선이 아니라 국민개세주의 원칙에 입각해 모든
소득계층을 포함하는 비과세 감면 축소 및 합리화가 바람직하며, 세입기반 확충과 과세효율
제고를 위해 소득세율 인하에서 부가가치세율 인상으로의 세수중립적 전환 등 부가가치세
역할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정책과제로 제시하였다.
세수 부족에 따른 세원 확대 필요성과 소득원천 간 형평성의 차원에서 자본소득과세를 강
화하고자 하는 시도가 정부의 세법개정안과 의원들의 법안 발의를 통해 나타나고 있다. 본 연
구에서는 이와 같은 정책 동향에 대해 소개하고 평가하였다. 의원안의 대부분은 주식양도소

있다. 국민개세주의에 입각해 자본소득에 대해 포괄적으로 과세하는 것은 타당하나 금융소
득과 자본이득에 대해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동결효과 등 부작용 발생 우려가 있어 재
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이나 일본과 같이 모든 주주에 과세를 하는 방향으로
납세자 범위를 확대함과 동시에 양도소득 일정액 이하의 소액주주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고,
장기 보유한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낮은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투자 목적의 자본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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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우대하는 정책을 제안하였다.
바람직한 조세정책은 효율적인 조세체계 확립을 통해 성장을 촉진하고 세입기반을 확대하
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법인세 부담 완화를 통한 조세 효율성 제고, 소득세의 세수확보 기
능 정상화, 부가가치세 비중 제고를 통한 세입기반 확충의 방향으로 세제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방향의 세제개편만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 밝힌 정책 방향에 상응하는 것이
고 복지재원 조달과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도 가능하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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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요 약 표)

기업과세
아젠다

세부 과제

법인세

일감몰아
주기과세

항목

주요 사항

내용·쟁점

•2013년 세법개정의 정부안은 연구·인력개발과 투자촉진 관련 비과세·감면에서
세액공제율을 낮추고 대·중견·중소기업별로 차등화
•2013년 말 여·야는 국회에서 최저한세율 인상에 합의

평가

•법인세 부담, 특히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의 법인세 부담이 늘어날 전망
•현재 우리나라의 실제 법인세 부담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며 법인세 부담 대비 감
면 비율은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높은 실정

정책 방향

•투자·고용 및 경제성장 촉진 → 세입기반 확충을 위해서는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을 포괄하여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및 세율체계 단순화, 최저한세율 인하
등을 통해 법인세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필요

내용·쟁점

•특수관계법인 간의 거래를 일감몰아주기에 따른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
•자기증여 문제, 이중과세, 기업지배구조와 거래 구성 방식에 따른 차별이 발생

정책 방향

•일감몰아주기 거래를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하는 현재의 과세 방식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내용·쟁점

•일부 정치권에서 투자위축의 원인을 사내유보금의 급증으로 보고 폐지되었던
적정유보초과소득 과세를 재도입하는 것을 주장
•유보금과 투자의 관계에 대한 논란과 오해

평가

•외국의 입법사례와 구 제도 모두 과세 형평성만을 위하여 고안된 제도
•유보금과 투자는 배타적이 아닌 개별적인 개념
•과세 폐지 이후 유보율이 증가했지만 동시에 투자증가율 역시 상승하였고 금융
위기 이후 도입 국가들도 투자위축현상을 보임
•무리하게 재도입한다면 과거제도의 문제점을 답습할 뿐 아니라 기업의 해외이
주의 가능성을 높이고 단기간의 비생산적 투자로 기업활동을 왜곡하고 나아가
장기적 투자전략의 수립과 시행을 저해하게 됨

정책 방향

•불확실성으로 인한 현금성자산의 증가와 투자위축은 국제적 추세임을 이해하고
투자와 무관한 과세의 성급한 재도입보다는 현금성자산 보유동기나 투자 인센
티브를 직접 변화시킬 수 있는 정책 개발이 필요

기업과세

사내유보
금과세
재도입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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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자기증여 문제 해결을 위한 일감몰아주기 거래 매출 제외 범위를 확대하는 점
은 긍정적임
•2013년 일감몰아주기 거래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여 발생한 부작용을 본질적
으로 해결하지 않고, 중소·중견기업에 한정하여 과세 예외 범위를 확대하는 모
순을 드러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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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세
아젠다

세부 과제

항목
내용·쟁점

소득세

기업과세

금융소득
및
자본이득
과세

주요 사항
•2013년 세법개정의 정부안은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
•2013년 말 여·야는 국회에서 소득세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확대

평가

•고소득층에 소득세 부담이 더욱 집중될 전망
•현행 소득세는 재분배 기능이 미약한 것이 문제이나 그 원인이 고소득층의 낮은
세부담이 아니라 전 소득계층에 걸친 과도한 비과세·감면으로 인해 소득세가 세
수를 확보하는 세제로서 기능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

정책 방향

•소득세의 세입기반 확충과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서는 고소득층 세부담 증대가
우선될 것이 아니라, 자영자 과표양성화를 전제로 국민개세주의 원칙에서 모든
소득계층을 포함하는 비과세·감면 축소 및 합리화가 요구

내용·쟁점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을 낮추고, 주식 양도차익 등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 범위
를 확대하고자 함

평가

•국민개세주의 관점에서 주식양도차익을 전면적으로 과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만, 주식양도차익에 대해서 납세부담을 지는 ‘대주주’의 기준만을 낮추는 방식은
비합리적임
•단순히 세수 확보를 위한 대응방안 차원에서 자본이득과세 범위를 넓히는 것이
아니라, 자본이득과세 체계 자체를 합리적으로 재편할 필요가 있음

정책 방향

•투자목적의 장기보유주식에서 발생하는 자본이득에 대해서는 저율과세를 하고,
일정 소득금액 이하에 대해서는 비과세하는 방식으로 동결효과 문제에 대비하
여야 함.

2014
정책리스크 쟁점과 평가
1판 1쇄 인쇄 │ 2014년 6월 9일
1판 1쇄 발행 │ 2014년 6월 13일
발 행 처 │ 한국경제연구원
발 행 인 │ 권태신
편 집 인 │ 권태신
등록번호 │ 제318-1982-000003호
주

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FKI타워 45층

전

화 │ 3771-0001(대표) / 3771-0060(직통)

팩

스 │ 785-0270~3

http://www.keri.org
ⓒ한국경제연구원, 2014

ISBN 978-89-8031-686-1

15,000원

2014
정책리스크
쟁점과 평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