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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문

5대 재벌개혁 과제

김남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부회장

■ 재벌로의 경제력집중 억제 

■ 재벌 계열사 부당지원행위 규제

■ 총수의 전횡·비리 견제를 위한 회사 지배구조의 개혁,

■ 재벌 독과점의 억제와 소비자운동의 활성화

■ 입법과 행정, 집단교섭과 집단소송 등을 망라한 재벌개혁 

Ⅰ. 왜 재벌개혁인가?  

헌법 제119조 제2항은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

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하여 재벌 기업집단이 계열사를 확대하여 경제력을 집중시켜 시장지배력을 

가지고 이를 남용하여 관련시장을 독과점으로 지배해 나가는 경우 국가의 시장개입을 통해 이를 바로잡

을 수 있음을 밝히고 있고, 대기업만이 아니라 중소기업, 자영업자, 노동자, 소비자 등 경제주체간의 조화

를 통한 경제민주화를 국가의 기본적인 경제질서로 천명하고 있다. 

그러나 효율적인 경제성장과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재벌 대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국가정책의 결

과, 계열사 부당지원과 복잡한 순환출자를 통해 문어발식으로 계열사를 확장하여 재벌 기업집단으로의 

경제력집중이 심화되고, 자동차, 조선, 전자, 반도체, 영화, 통신 등 주요산업마다 2-4개의 재벌 대기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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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장을 독과점으로 지배하는 경제력을 남용현상이 심화되어 왔다. 중소기업들은 대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하청˙협력업체로 수직계열화 하는 정책이 추진되어, 전속거래계약이 일반화 되고 전속거래 

구조에서 납품단가 인하, 기술탈취 등 불공정행위가 일상화 되었다. 1987년 민주항쟁 이후 정치민주화의 

흐름을 타고 김영삼 정부 등이 주창한 경제민주화는 시장방임주의로 흘러 재벌이 시장을 독식하는 현상

을 시장자율이라는 이름으로 방임하고, 재벌 대기업들이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영위하던 골목상권, 적

합업종 등에 진출하여 재벌 대기업에 수직계열화 되지 않고 있던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경쟁력은 더

욱 취약하게 되었다. 김영삼 정부 이래로 작은정부, 규제완화를 지향하는 신자유주의적 국정운용기조가 

고착되면서 노동자나 중소기업 등 경제적 약자 보호 공익적 규제도 지속적으로 완화되어 비정규직이나 

중소기업 노동자의 경제적 지위도 크게 약화되었다. 1980년대 대기업에 90% 수준이던 중소기업 노동자

의 임금은 2015년 경에는 58% 수준으로 떨어져, 중소기업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 등 일을 해도 빈곤

을 벗어나지 못하는 근로빈곤층이 600만에 달하게 되었다.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은 하청업체 중소기

업이 대기업보다 더 높은데, 중소기업 노동자의 저임금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인건비 비

중이 더 높다는 것은 중소기업의 수익성 하락으로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을 인상할 여력이 낮다는 것을 의

미한다. 청년들이 중소기업 취업을 기피하면서 장기 실업으로 남는 청년실업의 원인에는 이러한 대기업

과 중소기업의 격차가 큰 원인이 되고 있다. 근로빈곤층이 500만명 이상으로 확대되어 가계의 소득이 정

체되고 내수경제가 위축되는 원인에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가 주요원인으로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시장지배와 경제력남용을 규제하고 경제주체간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를 실현해야 한다는 헌법

의 경제질서 이념은 현실에서는 심각하게 훼손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역대 정권들은 헌법 제119조 제2항에서도 천명하고 있는 경제민주화의 이념을 충실하게 실천하

지 못하고, 오히려 747, 474 등 단기적인 경기부양 공약의 이행을 위해 재벌의 대규모 투자에 의존하는 재

벌 친화적 경제정책에 의존하는 행태를 보여주었다. 재벌 기업집단으로의 경제력 집중이 방치되다 보니 

한국경제는 재벌 기업집단과 중소기업, 소상공인, 노동자 등 다른 경제주체 사이의 경제력의 균형이 무너

지고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었다. 그 결과 2016년말-2017년초에 진행된 촛불혁명에서는 이러한 불평등, 

불공정한 현실에 저항하는 민심이 폭발적으로 분출하였다. 국정농단 사건에서 나타난 경제권력(재벌)과 

정치권력 사이의 정경유착의 음습한 고리에 대한 비판 등 부정부패와 우리 사회의 적폐의 척결을 요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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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불평등, 불공정한 사회를 개혁하기 위한 재벌개혁, 갑을개혁, 노동개혁, 재정개혁, 부동산개혁 등 경

제민주화 정책 추진에 대한 열망이 강하게 표출하였다. 문재인 정부는 재벌개혁, 갑을개혁 등 경제민주화

와 관련한 많은 공약을 제시하였지만, 집권 절반을 지난 이 시점에서 보면, 역대 정권처럼 재벌 대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를 통한 경제살리기에 힘이 실리면서, 재벌개혁 등 경제민주화 정책을 뒤로 밀리는 상황이

다. 그러나 재벌개혁 등 경제민주화 정책은 경기가 좋아지면 다시 추진하고자 마냥 미를 수 없는 것이다. 

아니 오히려 경제력집중과 양극화 등 구조적인 원인으로 경기가 장기침체되는 현상이 뚜렷해지는 시기에 

재벌개혁이 힘있게 추진되어야 한다.   

경제력집중의 폐해는 크게 1)무분별한 계열사 확대 등 재벌 기업집단으로의 경제력집중, 2)주요산업마다 

2-4개 재벌 대기업에 의한 경제력집중으로 인한 독과점 문제, 3)총수일가로의 경제력 집중과 사익편취 

등 여러 측면에서 복합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재벌 기업집단으로의 경제력 집중이 가

져오는 폐해와 개혁방안을 위 제목과 같이 5대 방향에서 검토해 보고자 한다.  

Ⅱ. 재벌 기업집단으로의 경제력집중의 억제

1. 재벌 기업집단으로의 경제력집중의 폐해

 IMF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재벌 기업집단으로의 경제력 집중 현상의 위험성을 목도하고 문어발식 계열

사 확장을 막아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다. 복잡한 순환출자구조를 해소하여 주력기업 중심으로 재벌 기업

집단을 재편하고 무분별한 계열사 확장을 막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수평적인 계열사 확대의 원인이었던 

순환출자구조를 해소하고 재벌 기업집단을 경쟁력 있는 주력회사 중심으로 재편하자는 방향으로 설정된 

지주회사 체제는 재벌 기업집단의 규제완화 요구에 밀려 손자회사 허용, 자회사 의무보유 지분비율 인하 

등을 통해 수직적 계열사 확대를 허용함으로써 오히려 재벌 기업집단의 계열사는 더욱 확대 되었다. 김대

중·노무현 정부 이래로 설정해 온 지주회사 체제 전환을 통한 재벌 기업집단으로의 경제력집중 억제정책

은 대체로 실패했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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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재벌 기업집단이 무분별하게 계열사를 확대하는 규제장치가 무너지면서 중소상공인들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영역에도 재벌대기업이 무분별하게 진출하여 중소상공인들과의 경제

적,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었다. 재벌 기업집단의 경우 주력기업이 자금지원이나 연대보증을 통한 자금동

원 등 우월한 자금동원력을 바탕으로 빠른 시일 내에 중소상공인들을 밀어내고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이

에 따라 유통, 식품, 음식점 등 전통적으로 중소상공인 적합업종 영역에서의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생

존의 위기에 몰리고 있다. 자영업자들의 경우 독립자영업자는 점점 축소되고 대기업 본사에 종속적인 거

래구조를 가지는 가맹점주(프랜차이즈), 대리점주 등의 종속적 자영업자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가맹

점, 대리점 사업에서 본사와 가맹점주, 대리점주 등 종속적 자영업자 사이의 불공정행위도 심각해지면서 

종속적 자영업자의 소득도 하락하고 있다. 

2. 순환출자의 해소

1) IMF 경제위기는 재벌 기업집단의 자체가 부실화 되고 연쇄적으로 대출을 해 준 금융기관 등이 부실화 

되어 발생한 것이어서 2,000년대 초반의 재벌개혁 논의는 재벌 기업집단의 무분별한 계열사 확장과 상호

연대보증 등을 방지하는 것이었다. 재벌이 무분별하게 계열사를 확장하며 재벌 기업집단으로의 경제력을 

집중시켜 나갔던 방식은 계열사간의 순환출자와 채무보증 등이었다. 이러한 방식으로 계열사를 확대하며 

주요산업으로 진출하여 시장을 장악하고 관련시장의 중소기업들을 수직 계열화 하였다. IMF 경제위기 

상황에서 많은 재벌 기업집단이 연쇄적인 순환출자와 채무보증의 사슬에 얽혀 몇 개 계열사가 부실에 빠

지면 재벌 기업집단 전부가 동반부실화 되면서 연쇄 도산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제력집

중 억제라는 경제민주화의 관점에서 뿐만 아니라, 부실한 재벌체제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관점에서

도 복잡한 순환출자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정책이 제기되었다. 

2) 출자총액제한 제도 

그 당시 재벌 기업집단의 무분별한 계열사 확장을 제어하는 방식으로 주요하게 사용되고 개혁논의가 있

었던 제도는 출자총액제한 제도이었다. 그러나 출자총액제한은 무분별한 계열사 확장을 정조준하여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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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제도가 아닐 뿐만 아니라, 정작 필요한 투자도 규제한다는 비판도 많았고 실제로 잘 지켜지지도 않

았다. 그 뒤 재벌그룹이 지주회사 체계로 전환되었고, 재벌그룹 자체의 부실문제는 2000년대 말 이후에

는 주요 쟁점이 아니어서 출자총액제한 규제는 계속 완화되다가 이명박 정부에서 폐지되었다. 2017년 대

선에서 다시 출자총액제한 제도를 부활하자는 공약이 나오기도 하였으나, 재벌대기업 계열사가 중소기

업이나 자영업자 적합업종 영역에 진출하는 것이 문제라면 진출자체를 규제하는 입법을 하거나, 계열사

간 순환출자나 상호연대보증, 일감몰아주기 지원 등으로 통해 계열사 확장을 하는 것이어서 동반부실이 

문제가 된다면 순환출자나, 상호연대보증, 일감몰아주기(부당지원) 자체를 규제하는 것이 실효적이어서 

간접적 규제방식인 출자총액제한 부활은 재벌의 경제력억제를 목적으로 한 수단으로서는 실효성이 떨어

지고 그에 비해 도입을 둘러싼 논쟁만 많을 수 있어서 출자총액제한 제도는 더 이상 재벌개혁의 수단으

로 논의되지 않고 있다.   

3) 박근혜 정부의 순환출자규제 개혁

2014년 공정거래법 개정에서 제9조의2(순환출자 금지) 규정이 도입되어 장래 순환출자는 금지되고 신규 

순환출자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분 매각명령 등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순환출자규제는 신규 순

환출자규제는 박근혜 정부에서 이미 규제하고 있고, 재벌 그룹 대부분이 지주회사 체계로 전환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순환출자는 점차 해소될 상황이서 기존 순환출자 해소 규제는 특별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

지 않는 규제라는 비판이 있다. 전체적으로 타당한 비판이나 현대자동차 등 주력기업이 순환출자로 묶여 

있어 순환출자 해소 노력을 하지 않는 재벌이나 롯데와 같이 좀 더 속도를 내어 복잡한 순환출자 구조를 

해소해야 하는 재벌그룹에게 순환출자 해소를 독려하는 의미가 있어 기존 순환출자 해소를 위해 3-5년 

기간을 허여하고 그 기간 안에 순환출자 주식을 매각하고 임원 사퇴하는 등의 구조적 시정조치를 발하는 

기존 순환출자 규제는 필요하다. 

4) 문재인 정부에서의 재벌들의 자율적인 지배구조 개선 

LG, SK 등 많은 재벌 기업집단들이 순환출자구조를 해소하고 신용카드, 캐피탈 등 금융계열사들을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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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여 왔다. 순환출자구조는 많이 해소되어 2017. 11. 30.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순환출자 고리 수는 삼성 7개, 현대자동차 4개, 현대중공업 2개, 농협 2개, 현대산

업개발 4개 등 롯데 67개 외에는 대부분의 재벌 기업집단에서 순환출자구조가 해소되어 왔음을 알 수 있

다.1 문재인 정부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재벌들에게 자율적인 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하였는데, 그 

동안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을 미루고 있었던 현대자동차, 롯데 등의 재벌마저 지주회사 내지 지배회사

(현대차) 체제로 전환하여 현재 순환출자구조에 지배구조를 의존하고 있는 재벌 기업집단은 삼성 등 4개 

정도만이 남은 상황이다. 2018. 3. 에는 현대자동차 기업집단이 자발적으로 순환출자 구조를 해소하고 

재벌총수일가가 1조원이 넘는 자금을 출연하여 현대모비스를 사실상의 지주회사로 하는 기업집단 지배

구조를 전환하겠다고 발표한 바도 있다. 그러나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가 아닌 사실상의 지주회사 형태

로 계열사를 지배하면서 현대카드, 현대캐피탈 등 금융계열사를 지배하는 편법을 현행 공정거래법이 규

율할 수 없다는 한계도 드러냈다. 

3. 지주회사로 전환 방식의 재벌개혁의 실패 

가. 지주회사 제도가 왜 재벌개혁 방안으로 등장하였나 ?

이러한 가운데, 재벌 기업집단이 순환출자를 해소하면 어떻게 재벌 기업집단을 지배할 수 있는가 대안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제기되었고, 재벌해체 등의 일부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요구하는 주장도 있었지만 순

환출자 이후 재벌 기업집단의 지배구조 대안으로 지주회사 제도가 도입되었다. 본래 지주회사는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조장할 수 있어 이를 억제하기 위해 지주회사의 설립 및 허용을 금지해 왔다. 전쟁을 일으

킨 독일과 일본의 재벌 기업집단은 지주회사 체계를 통해 많은 계열사를 보유하고 독일의 나치즘이나 일

본의 군국주의에 협력하였다. 2차 세계대전 후 연합국과 미군은 전범처리 절차의 일환으로 독일과 일본

의 재벌 기업집단을 해체하였고, 그 핵심내용을 지주회사 체계를 금지하는 것이었다. 우리의 공정거래

법도 일본의 공정거래법을 계수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지주회사를 금지하는 법제를 포함하고 있었다.   

1 공정거래위원회, “순환출자집단과 순환출자 고리 수”, 2017. 11. 30.



1부 재벌개혁 | 15

그러나 IMF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불투명한 재벌 지배구조로 경제위기 시 재벌 계열사들이 연쇄적으로 

부도를 내면서 재벌 계열사 전체가 파산하는 모습을 보면서 재벌 기업집단의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만들

어야 한다는 개혁요구가 높았다. 그래서 재벌 기업집단의 복잡한 순환출자구조로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

로 엄격한 행위제한을 조건으로 지주회사 제도가 도입된 것이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는 재벌 지배

구조 개혁의 방향을 스웨덴 발렌데리 그룹 등 서구유럽의 재벌 기업집단을 모델로 한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에 두고 1999년 지주회사 제도를 허용하였다. 그래서 1999년 지주회사 제도가 도입될 때에는 과도

한 부채를 동원한 계열사 지배의 방지와 문어발식 계열사 확산방지를 위해 1) 부채비율 상한 100% 규제

와 2) 자회사지분 의무보유율을 비상장 50%이상, 상장 자회사 30% 이상으로 규제, 3) 손(孫회)사 지배금

지의 규제 장치를 마련해 두었다. 

나. 지주회사 행위규제의 완화로 계열사는 더 늘어나 재벌개혁 실패

LG, SK, 한화 등 많은 재벌 기업집단이 자발적으로 순환출자 구조를 해소하고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

였는데, 그 과정에서 계열사가 더 확대되어 과연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이 재벌개혁으로서 성공한 것이냐

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여 복잡한 순환출자구조로 기업 지배구조가 

불투명하던 것을 투명한 구조로 바꾸게 된 것은 긍정적이지만, 순환출자구조에서의 수평적 계열사 확대

를 지주회사 체제에서의 수직적 계열사 확대로 바꾼 것일 뿐 경제력집중 억제라는 가장 기본적인 재벌개

혁목표의 관점에서 보면 계열사는 더욱 확대되어 경제력집중 억제에 실패하였다. 이렇게 지주회사 체제

를 통한 재벌개혁이 실패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재벌들은 계속해

서 지주회사 행위규제의 완화를 요구하였고, 정부는 조기에 재벌그룹의 지주회사 체제로의 이양과 순환

출자 해소 등을 위해 지주회사 행위규제를 크게 완화하였기 때문이다.

 

① 1999.2 도입당시의 주요 행위제한: (i) 부채비율 상한 100%, (ii) 비상장 50%, 상장 30%의 자회사 지

분율 하한, (iii) 손자회사 금지 (예외 : 사업연관성)

② 2004.12의 행위제한 완화: (i) 비상장 50%, 상장 30%의 손자회사 지분율 하한, (ii) 100% 부채비율 요

건에 대한 유예기간 연장 (1년 →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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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2007.4의 행위제한 완화: (i) 200% 부채비율 상한, (ii) 비상장 40%, 상장 20%로 자회사 및 손자회사 

지분보유율 하한 완화

④ 2007.8의 행위제한 완화: (i) 손자회사의 사업관련성 요건 폐지, (ii) 증손자회사 허용 (100% 지분율 

요건 전제)

다. 지주회사 전환 후 계열사의 증가

이러한 지주회사 규제를 무분별하게 완화한 결과 순환출자로 계열사를 지배하던 시대에 비해 재벌 기업

집단의 계열사 수는 더 늘었다. 30대 재벌의 계열사는 1987년 68개에서 2012년 118개로 1.7배 증가하

였다. 특히 총수가 있는 재벌그룹은 같은 기간 92개에서 148개로 1.6배 증가하였다.2 이러한 증가세는 최

근까지 계속되고 있다. 그 결과 자산집중도에서 민간재벌그룹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0년 36.28%에서 

2012년 말 46.13%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재벌 기업집단의 문어발식 계열사 확장은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가 영위하는 적합업종으로의 진출까지 이어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생존을 위협하기도 하고,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여 다른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계열사 부당지원(일감몰아주기)와 결합하여 재벌총수 일가의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 수단으로 

활용되고도 있다. 

라. 지주회사 체계의 개혁

1) 지주회사 개혁의 방향

1998년 IMF 경제위기 이후 재벌해체 내지 재벌개혁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대한 타협책으로 만들어진 

1998년 재벌개혁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 금지된 지주회사를 인정하되 지주회사 체제 하에서 무분별

하게 계열사를 확대하지 않고 주력기업 중심의 내실 있는 경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지주회사 체제로 

복귀해야 한다. 1) 수직적으로 계열사를 확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신규 계열사의 보유는 자회사까지만 허

2 경제개혁연대, “재벌 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과 통태적 분석(1987-2012)” 경제개혁리포트 2014-02호. 2014.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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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고3, 2) 지주회사가 부채를 통해 계열사를 늘려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지주회사의 부채비율을 다시 

100%로 제한하고, 3) 지주회사가 무분별하게 많은 자회사를 보유하지 못하도록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 

의무보유지분을 다시 상장회사 30%, 비상장회사 50%로 제한해야 한다. 19대 대선에서 지주회사 규제 강

화에 대해서는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3후보가 공약하였다. 문재인 후보는 지주회사 규제강화라는 큰 틀

을 제시하고 있고, 심상정 후보는 지주회사의 자회사 보유 50% 이상을 강조하고 있고, 안철수 후보는 사

업연관성 있는 손회사만 허용 지주사 판단요건 강화, 지주회사 지분요건, 부채비율 강화 등 비교적 세부

적이고 체계적인 지주회사 규제 공약을 제시하였다. 

2)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 의무보유제도

이렇게 지주회사가 무분별하게 많은 계열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자회사의 주식을 일정한 비율 이상 의

무적으로 매수하도록 하거나 보유하도록 하는 제도는 일정한 보편성을 보이고 있다. 영국은 지주회사가 

자회사를 지배하기 위해서 일정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게 된 경우 자회사 지분 의무보유비율에서 부

족한 주식을 의무적으로 매수하도록 하는 의무공개매수제도(mandatory bid rule)를 도입하고 있다. 다

만, 급박한 기업 구조조정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매수대상회사 주주총회가 동의한 경우에는 공개

매수제의 의무를 면제시켜 줄 수 있다.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무려 13년 동안의 검토 

끝에, 2002년 영국식 규율체계와 매우 흡사한 EU 공개매수지침(13th Directive on takeover bids)을 제

안하였고, 그 이후 회원국 중 다수가 이를 채택하고 있다. 

3) 손자회사 등 다단계 피라미드 지배구조의 금지

2013년 이스라엘의 재벌개혁에서도 지주회사의 피라미드식 계열사 지배를 제한하는 것이 핵심내용이었

다. 신규 계열사 설립이나 인수의 경우에는 자회사까지 2단계만 허용하고, 기존 계열사에 대해서는 손회

사 3단계까지만 허용하였다. 이러한 계열사 정리를 6년 이내에 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금산분리 원칙을 

철저히 지켜 주요 금융기관과 주요 비금융회사의 동시 보유를 금지하였다. 손자회사의 금지 등 지주회사 

3 이스라엘의 지주회사 개혁처럼 기존 손자회사에 대해서도 5-10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처분하도록 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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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 내에서 하방의 무분별한 계열사 확장을 막는 것으로 설정하여 상당한 재벌의 경제력집중을 완화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4. 금산분리의 원칙

가. 금산분리의 원칙이 필요한 이유

은행, 보험, 증권 등의 금융기관은 여러 산업에 자금을 배분하여 산업을 육성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해

당 산업에 대한 자금배분을 제한하여 산업의 구조조정을 이끌기고 한다. 재벌 기업집단은 계열사로 보험

회사, 증권회사, 캐피탈 회사 등을 보유하면서, 이러한 계열 금융기관의 자금으로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여 

재벌 기업집단의 지배구조 유지에 활용하였다. 예를 들어, 삼성그룹의 경우 삼성생명이 주력회사인 삼성

전자의 주식을 보유하면서, 이를 총수일가가 삼성전자를 지배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한편, 금융의 이러한 공적인 기능 때문에 은행, 보험, 증권 등 금융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영리를 목적

으로 하는 주식회사의 본질을 가지고 있지만, 한편 금융기관이라는 표현처럼 일정한 공적인 역할을 부여

받고 금융감독 당국의 감독을 받게 된다. 시장자율을 신봉하는 보수경제학자들은 이러한 금융기관에 대

한 감독을 “관치경제의 폐해”라는 시각으로 보고 금융규제의 완화를 강조하고 있지만, 2010년의 저축은

행 사태나 키코(KIKO)사태4, 동양증권 사태 등 연이은 금융소비자 피해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금융감독

의 해태가 낫는 피해는 실로 막대하고 경제 전체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이어서 금융기관의 활동

을 마냥 시장자율 기능에만 맡길 일은 아닌 것이다. 

나. 금산분리에 대한 금융감독의 필요성

이렇게 고객들이 맡긴 돈을 투자수익이 높은 투자대상에 투자하여 고객들에게 투자수익금을 돌려주는 것

이 금융기관의 기본적인 의무인데, 고객들이 맡긴 돈을 계열사의 지분을 보유하여 지배구조 유지수단을 

4 “Kick-in, Kick-out”의 약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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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는 것은 그 자체로 고객들에 대한 충실의무(Fiduciary Duty) 위반으로 다른 국가에서는 금융기관

의 이사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사유가 된다. 금융기관의 이사들이 금융기관과 고객들에게 충실의무

를 다하지 않고 금융기관을 지배하고 있는 재벌 기업집단의 총수에 충성하면, 동양증권 사태에서 보듯이 

금융기관 자체도 부실해질 수 있고, 대규모 고객 손실사태가 발생할 수 있어서 금융감독이 필요한 영역이

다.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와 심상정 후보는 재벌금융사의 의결권 행사 한도를 제한하는 공약을 제시

하고 있고, 문재인 후보는 제2금융권 금산분리를 포함 금산분리 강화를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안철수 

후보는 계열분리명령제 공약에서 재벌 금융계열사의 경우 계열분리명령을 통해 재벌 기업집단에서 제외

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다. 지주회사 체계에서의 금산분리의 원칙

이와 같은 취지에서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는 그 자회사나 손자회사로 금융계열사를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면서 LG, SK 등의 재벌그룹은 금융계열사를 매각한 바 있다. 그러

나 삼성그룹의 경우 향후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경우 지주회사로 유력한 삼성전자 지분의 7.5%를 삼

성생명이 보유하고 있고, 삼성카드, 삼성캐피탈 등의 금융계열사를 여전히 보유하면서 오히려 중간금융

지주회사 제도를 허용해 줄 것을 정부에 줄곧 요구하고 있다.  

라. 은산분리, 보험회사 계열사 주식보유제한, 기타 금융기관의 대주주적격성 심사.  

1) 금산분리의 원칙은 은행, 보험회사, 증권회사 등 고객들이 맡기는 자산의 성격이나 금융기관의 기능에 

따라, 은행은 원칙적으로 재벌과 같은 산업자본이 보유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보험회사는 계열사 주식

의 한도를 설정하고 있다. 그리고 증권회사나 캐피탈 등에 대해서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해 횡령, 배

임 등으로 회사에 손실을 입히거나 공정거래법, 조세포탈 등의 범죄를 저지른 대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제

한하도로 하고 있다.

2) 은행은 재벌그룹과 같은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데, 박근혜 정부에서 산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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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이 은행지분 보유비율을 4%로 제한하는 은행법 개정이 추진되어 금산분리의 원칙이 비교적 잘 지켜지

고 있다.  

3) 보험업법에서는 재벌계열사 보험회사가 다른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는 한도를 설정하고 있는데, 주식

보유 한도의 가격산정을 시가가 아니라 취득가격으로 함으로써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등 다른 계열사 주

식을 더 많이 보유하도록 특혜를 주고 있어, 취득가격이 아니라 시가로 주식보유 한도 설정하는 보험업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4) 동양증권 사태에서 알 수 있듯이 증권회사 등 다른 재벌계열 금융기관의 경우에도  고객의 안전보다는 

계열사 지원을 우선할 경우 계열사 금융상품의 불완전 판매로 인한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 

그래서 증권회사, 카드회사나 캐피탈 등의 재벌계열 금융회사에 대해서도 배임·횡령 등의 회사관계 범죄

전력이 있거나, 계열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계열사 지원을 하도록 한 전력이 있는 대주주의 자격을 제한하

는 등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 

Ⅲ. 재벌총수일가로의 경제력집중의 폐해와 개혁방안

1. 총수일가로의 경제력집중을 위한 계열사 부당지원(일감몰아주기)의 폐해 

가. 부당지원행위와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많은 재벌 기업집단은 주력기업에서 얻어지는 초과이익을 총수일가들이 다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계열

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해당 계열사의 가치를 증대시켜 총수일가에 막대한 자본이득을 안겨주

는 사업구조를 취하고 있다. 재벌총수는 주식가치가 높은 주력회사의 주식은 많이 가지고 있지 못하고 있

어 주력회사의 주주로서 받는 배당이나 보수만으로는 개인적인 이익을 충분히(?) 취하지 못하고 있다. 그

래서 새로 설립하였거나 이제 막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계열사의 주식을 헐값으로 총수 자신이나 2,3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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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매입하고, 이러한 비상장 계열사에 집중적으로 주력회사와 관련한 광고, 전산프로그램, 식당, 건설, 물

류, 청소·관리 등의 사업을 지원하여 총수일가가 지분을 많이 가진 계열사에 이익이 귀속되도록 한 후, 해

당 계열사에서의 배당이나 보수 등을 통해 이중으로 이익을 취하려 하고 있다. 계열사 일감몰아주기는 한

편으로는 주력회사의 이익이 아니라 총수일가의 사적인 이익을 취하도록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총수일

가의 사익편취”라고도 하고 있다. 

이러한 일감몰아주기 내지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행위는 경제정의에 반하는 불공정의 문제만이 아니라, 

경제력집중, 중소기업의 일감, 세법과 형법 등에 위반되는 경영권 승계 등 많은 사회적, 경제적 쟁점들을 

낳고 있다.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재벌총수 일가에 대한 부당지원행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문

제가 제기되고 있다.

나. 주력회사의 이익이 총수일가가 지배하는 계열사로 흘러감

현대자동차를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는 경쟁회사인 독일의 폭스바겐 보다 재료비나 부품비에서 10%의 

낮은 비용으로 경쟁력의 우위에 서는데, 물류비용, 광고비용, 건설비용 등 기타비용에서 10% 가까운 높은 

비용으로 경쟁력이 낮아진다. 결국 현대자동차가 재료와 부품을 공급하는 하청회사들로부터 낮은 납품단

가로 재료와 부품을 공급받아 얻은 초과 영업이익을 재벌총수일가가 압도적 다수의 지배를 하고 있는 이

노션(광고), 글로비스(물류), 엠코(건설)로 일감을 몰아주면서 높은 이윤을 보장하여 주고 있다는 분석이

다(금속연구원). 이러한 일감몰아주기로 1차적으로는 회사가 피해자이지만, 회사의 수익으로 임금, 배당

을 받거나 채무변제, 하도급대금 등을 받는 노동자, 주주, 채권자, 납품중소기업들도 일감몰아주기 행위

가 없었다면 받을 수 있었던 배당이나 하도급대금, 임금 등을 받을 수 없게 되니 2차적인 피해자가 된다. 

다. 불법 또는 편법적 경영권 승계의 수단

 일감몰아주기는 삼성, 현대자동차 등 재벌그룹에서 경영권승계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삼

성의 경우 이재용 부회장이 다수지분을 가지고 있는 삼성 SDS에 집중적인 일감몰아주기로 SDS주가를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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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시켜 경영권 승계의 씨드머니가 되도록 하였고, 현대자동차도 2세가 수십억 원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이노션, 엠코, 글로비스 등의 회사에 집중적인 일감몰아주기로 주가를 상승시켜 경영권 승계의 씨드

머니를 마련하도록 하였다. 그래서 세법과 형사법적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총수일가의 2,3세 

상속인은 적은 비용으로 비상장 계열사의 지분을 확보한 후 주력대기업이 몰아주는 일감으로 계열사의 

회사가치가 수조원대로 커지면, 총수일가 2,3세의 상속인은 수천억 원대의 자산을 취득하게 되므로 이러

한 일감몰아주기 행위는 사실상 증여에 해당하여 세법상 증여세 부과가 문제된다. 반대로 부실화되는 한

진해운을 지원하다 대한항공이 동반부실하게 된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부실계열사를 지원하기 위해 회

수불가능한 부실계열사의 사채매입이나 담보제공, 유상증자 참여 등으로 부당지원하는 행위는 형법상의 

배임행위 등이 문제될 수도 있다. 이러한 일감몰아주기에 대해서는 세법 측면에서도 증여세를 광범위하

게 적용하도록 하여 실질적인 경영권승계에 대한 조세정의를 실현해야 한다. 

라. 중소기업의 일감보호와 시장에서의 공정경쟁의 측면

중소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영위하고 있는 일감을 잃거나 장래 확보할 수 있는 일감이 줄어드는 문제가 제

기된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들이 영위하던 물류, 식자재 공급, 광고, 건설 등의 사업에 대해서, 재벌 주력

기업이 해당 일감을 총수 2,3세가 적은 비용을 쉽게 설립한 비상장 계열사에 몰아주면 중소기업에 돌아가

야 할 일감을 총수일가가 지배하는 계열사에 빼앗기는 결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재벌 기업집단 내의 일감

몰아주기 행위는 중소기업 경쟁력 보호 측면에서도 문제가 제기되어야 한다. 재벌 기업집단의 일감몰아

주기로 일감을 잃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체감하고 있는 일감몰아주기의 폐해는 심각하다. 중소기업 중앙

회가 실시한 「불공정행위 규제에 대한 중소기업 CEO 의견조사(2016년)」에 따르면, 가장 시급한 불공

정행위 규제로 중소기업 CEO의 38.3%가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꼽았을 정도이다. 

마. 경제력집중과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 문제

한편 경제 전체의 측면에서 보면, 시장에서의 경쟁을 통해 일감이 공정하게 배분되지 않고 재벌 기업집단 

내에서 총수일가의 보이지 않는 영향력에 의하여  총수일가의 이익을 위해 배분되는 공정경쟁 저해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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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발생한다. 또한 이렇게 일감이 시장의 경쟁에 의해 배분되지 않고 재벌 기업집단 내부에서 거래되면

서 재벌 기업집단이 한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비대해져 경제력집중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공

정거래법은 이러한 일감몰아주기(부당지원행위)에 대해서 시장의 공정거래저해(법 제23조 제1항 제7호)

와 경제력집중(법 제23조의 2)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규율하고 있다. 

2. 일감몰아주기의 증가와 재벌의 경제력집중의 강화

그래서 이러한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2015년 기준으로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대상 대

기업집단의 내부거래 규제대상은 감소한 반면, 내부거래 금액과 비중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대

상은 2014년 대비 12개 감소(159개→147개)하였으나, 내부거래 금액은 1조원 증가(7.9조원→8.9조원), 

내부거래 비중은 0.7%p 증가(11.4%→12.1%)함에 따라, 회사 한 곳당 내부거래 금액은 22% 증가(497억

원→605억원). 특히 재벌 2세 지분율이 높아질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높아지는 것은 전형적인 총수일가가 

사익편취를 위해 계열사 간 일감몰아주기를 활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중소기업 중앙회가 실시

한 「불공정행위 규제에 대한 중소기업 CEO 의견조사(2016년)」에 따르면, 현행 일감몰아주기 규제의 

실효성을 묻는 질문에는 53.1%가 실효성이 없다고 응답할 만큼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는 재벌개혁의 가장 우선적인 개혁과제로 이러한 일감몰아주기 관행의 근절을 주창했지만, 

안타깝게도 문재인 정부에서도 일감몰아주기 관행은 더 확대되고 있다. 재벌 기업집단은 공정거래법상의 

일감몰아주기만 피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재벌총수일가가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계열사가 50-100% 

지분을 가지는 자회사를 만들어 해당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도록 한 후 배당이나 상표권 수수료, 임대료 

등의 명목으로 총수일가가 지배하고 있는 모회사로 이익이 귀속되도록 하는 편법을 사용하고 있다. 특히 

지주회사 체제로 지배구조가 재편되고 있어서, 총수일가의 지분을 지주회사로 집중되고 일감을 지원받는 

내부거래는 총수일가가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고, 자회사를 통해 지배하는, 즉 간접지배하고 있는 자회사

들끼리 내부거래를 하게 되어 현재의 총수일가가 직접 지배하는 계열사에 대한 일감몰아주기를 규제하는 

공정거래법 법구조로는 재벌 기입집단의 일감몰아주기 내부거래를 규율하기 어렵게 되었다. 따라서 재벌

개혁 입법 중 원 포인트 법개정이라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단연 이러한 재벌 기업집단 내부에서 벌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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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일감몰아주기(부당지원행위)에 대한 새로운 규율체계를 도입하는 것이다. 

3. 일감몰아주기를 근절하기 위한 끈질긴 노력... 

2013년 경제민주화 정책의 일환으로 재발 기업집단 내에서의 계열사 간 부당지원행위를 강력히 규율하

기 위하여, 재발 기업집단 내부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해서는 일반 불공정행위 규정인 23조 제7호에서 독

립하여 23조의 2로 별도의 규정을 신설하였다. 제23조 제7호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과징금 상한은 지원

주체에 대해 매출액의 ‘100분의 2’였는데, 재벌 기업집단 내부 계열사간 부당지원행위에 대해서는 매출

액 100분의 5 로 그 상한을 2.5배 상향하였다. 대기업 총수일가의 사익편취와 경제력집중을 억제하기 위

해 대기업 계열사 간 부당한 일감몰아주기를 강력하게 규제하기 위해 과징금을 상향하는 등 강력한 처벌

의지를 보였다고 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 일감몰아주기 첫 제재로 현대그룹(현대증권, 

현대로지스틱스)에 과징금 12억 8,500만을 부과하고, CJ, 한진, 한화그룹 등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한진그

룹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의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은 국회의 강력한 부당지원행위 근절의 입법의지에 반

하여 시행령을 만들면서 재벌 기업집단이 부당지원행위의 규제를 피해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다. 공

정거래법 시행령은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중 특수관계인이 상장사 30%, 비상장사 20% 이상

을 보유한 계열사 간의 부당한 거래행위 규제하고 있다. 이러한 시행령 규정을 이용하여 현대자동차 그룹

은 일감몰아주기의 이익을 주로 편취하고 있던 글로비스의 총수일가 지분을 29.9%로 낮추고 엠코(건설), 

이노션(광고) 등의 지분율을 20%로 낮춤으로써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의 규제를 피해 나가고 있다. 

또한 SK, LG 등 일부 기업집단에서는 일감몰아주기 지원을 받는 계열사의 지분을 총수일가가 직접 보유

하는 것이 아니라 총수일가가 보유하는 다른 계열사가 보유하는 간접보유 방식을 통해 일감몰아주기 규

제를 피하고 있다. 그리고 계열사 간 합병을 통해 규제대상에서 벗어나는 등 규제의 실효성을 약화시켰다.  

이와 같이 일감몰아주기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제23조2에서의 부당지원행위 규정과 상법상 이사의 사

업기회유용 규정 등을 규제하고 있으나, 공정거래법 시행령에서 자회사의 요건을 특수관계인의 지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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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이상으로 엄격히 하여 적용사례가 적고 상법에서는 주주대표소송이 활발하지 않아 제대로 규제가 

작동하지 않고 있다.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과 다중대표소송 등 주주대표소송 활성화 제도 도입으로 일

감몰아주기 규제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 재벌총수일가의 일감몰아주기 규제에 대해서는 5후보

가 모두 공약하고 있다. 안철수 후보는 재벌 친족기업의 일감몰아주기 관련 공시강화를, 심상정 후보는 규

제대상 확대를 구체적으로 공약하였다. 

4. 일감몰아주기 근절을 위한 개혁방안

가. 간접지배 계열사 부당지원행위도 규율

먼저 대기업집단의 일감몰아주기 대상을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대상 계열사 지분 요건을 상장사의 경

우에도 20% 이상으로 강화하고, 총수일가 다수지분을 다른 계열사를 통한 간접지배의 경우에도 적용하

는 것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피하기 위해 재벌들이 지원받은 일감에 대해서는 총수일가가 지배하는 회사

의 별도 자회사를 만들어 그 자회사가 지원을 받도록 함으로써 규제를 피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 재벌 기

업집단이 지주회사 체계로 전환되면서, 재벌 총수일가의 계열사 주식은 지주회사로 모두 집중되고 있다. 

따라서 재벌 계열사간의 내부거래는 총수일가가 직접 지분을 가지고 있는 지주회사가 아니라 그 자회사

간 또는 자회사와 손자회사간에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총수일가가 직접 30% 이상 지분을 가지고 있는 

계열사에 직접 일감몰아주기를 하는 경우는 거의 사라지고 있고, 총수일가가 간접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계열사에 일감몰아주기를 하고 있는 것이므로 간접지배 형태의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내지 내부거래를 규

율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이 필요하다.  

나. 입증책임의 전환 내지 완화

재벌 기업집단 내부에서의 일감몰아주기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그 부당성에 대해 입증을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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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니라 재벌 대기업이 그 정당성이나 필요성에 대한 입증을 하도록 입증책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재

벌 기업집단 내부에서의 일감몰아주기는 일감을 주는 주력기업은 사업기회를 상실하는 등 회사와 주주의 

손실이 발생하고, 총수일가는 이를 통해 적은 비용으로 자신들의 지분이 많은 계열사를 키워 사실상 경영

권 승계의 편법적 수단으로 활용하는 등 그 자체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나 가벌성이 높은 것이다. 따라서 

재벌 기업집단 내부에서 제23조의2에 열거된 일감몰아주기 행위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공정거래위원회

가 입증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불법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게 되고, 일감몰아주기 혜택을 받는 계열사나 대

주주가 재벌 기업집단 내에서 내부거래가 필요한 정당한 이유를 입증하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책임을 면

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규정이 정비되어야 한다.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는 기업의 효율

성 증대, 보안성, 긴급성 등 거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

어, 재벌 기업집단 주력기업의 기술, 영업비밀 등과 관련하여 보안이 요구되는 기술거래나 거래상 정보의 

유출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계열사와 거래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다.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활성화와 이사회 독립성 강화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행위는 주력회사의 입장에서는 업무집행기관인 이사들이 회사가 아니라 대주주 총

수일가의 지시에 복종하는 거수기(Rubber Stamp)가 되어 회사가 수행할 수 있는 유리한 사업기회를 상

실하게 하거나 상당히 불리한 거래를 하도록 하여 회사의 손실을 입히는 행위로서, 그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회사의 이익에 충실해야 하는 충실의무(Fiduciary Duty)를 위반하는 위법한 행위이다. 따라서 이사

들의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 위반에 따라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제기될 수 있다. 그래서 미국의 대

기업에서 이사나 경영임원들이 회사의 이익이 아니라, 대주주의 이익을 위해 회사기회 유용이나 일감몰

아주기와 같은 부당지원행위를 하는 경우 이는 경영임원이나 이사들의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Fiduciary 

Duty) 위반으로 회사는 경영임원이나 이사들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미국의 대기업 이사회는 경영을 책임지고 있는 CEO, CFO 등의 경영임원들은 이사회 구성원이 아니고, 

이사들은 대부분 경영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경영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하는 독립이사(indepen-

dent director)이기 때문에, 먼저 이사회가 이러한 회사기회유용이나 일감몰아주기를 견제하는 역할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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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사회가 견제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 연기금 등의 주주들이 주주대표소송을 통해 회사를 대신하

여 이사들에게 거액의 손해배상을 제기한다. 우리와 같이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이 나서서 일감몰아주기 

감시와 규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대주주의 대항세력으로서의 이사회나 주주들이 견제역할을 

하도록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이사회가 이러한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소수주주 대표나 종

업원 대표가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집중투표제, 종업원이사제가 도입되어야 한다. 

라. 주주대표소송과 연기금의 역할

그러나 회사의 이사회가 이러한 이사들에 의하여 장악되어 있는 경우 회사 이름으로 자신들에 대한 손해

배상책임을 제기하려 하지 않을 것이므로, 주주들이 회사를 대표(on behalf of)하여 이사들을 상대로 회

사에 손해배상을 하도록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 이를 주주대표소송(Derivative Action)이라고 한다. 

서구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총수일가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등의 사익편취 행위에 대해서 회사가 이사들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소수주주나 연기금들이 회사를 대신하여 이사들에 대한 손

해배상을 청구하는 주주대표소송이 제기되어 법원이 거액의 징벌적인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기 때문에 

일감몰아주기와 같은 노골적인 회사에 이익에 반하는 행위는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일감몰아

주기에 대한 견제장치는 기본적으로 회사법적 차원에서 마련되어야 한다. 

연기금 등이 주주대표소송을 통해 대주주의 전횡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의 경영참여형 주주권 행

사가 활성화되어야 하고, 주주대표소송의 요건이 좀 더 완화되어야 한다. 모회사의 주주들이 자회사 이사

들의 불법행위를 견제할 수 있도록 다중대표소송제도를 도입하고, 미국과 같이 1인의 주주라도 주주대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된다면 더 엄격한 책임을 

물을 수 있어, 경영임원과 이사들의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 이행이 더욱 담보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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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재벌 대기업 이사회 지배구조의 문제와 개혁방안 

1. 총수일가의 비리·전횡과 거수기로 전락한 재벌 대기업 이사회

이사회 제도의 기본구조는 경영에 참여하는 CEO, CFO, CTO 등 Official(임원)들은 이사회 멤버로 참여

하지 않고,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독립적인 이사들로 구성하는 것이다. 그래서 미국

의 대기업은 통상 대표이사 외에 이사회 의장이 따로 있고, 이사회는 독립이사들을 중심으로 경영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잡는 역할(check and balancing)만 한다. 이러한 견제와 균형의 이사회 지배구조에서는 법

을 위반하는 불법경영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위법한 경영을 추진할 수 없고, 회사에 충실하지 않고 대주주

나 총수일가 등에 충성하는 경영진에 대해서는 충실의무 위반(Fiduciary Duty)으로 회사가 거액의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하도록 이사회가 결정한다. 미국의 40-50년대 판결을 보면 이사회가 “Rubber Stamp(

아마도 논의도 없이 회사가 이사들 명의의 고무도장을 파서 날인했다는 의미일 듯)“ 역할만 했다고 비판

하는 판결들이 많은데, 미국도 이렇게 거수기 역할만 하는 이사회를 개혁하려는 많은 제도적, 판례의 노

력의 결과 이사회의 독립성을 갖춘 것이다.

대한항공의 경우 총수일가가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회사가 구입하는 물건에 통행세를 받아 사익을 편취

하고, 회사조직을 이용하여 밀수를 하는가 하면, 회사돈을 횡령하는 등 많은 불법이 있는데도, 이사회가 

개최되어 이러한 불법을 따지고 책임을 물었다는 얘기가 없다. 삼성그룹의 경우에도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로 금감원의 제재까지 받았는데, 이사회가 개최되어 이에 대한 진상조사를 한 적이 있다는 얘기

가 없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정권의 직권을 남용하여 부당하게 이루어졌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

지만 해당 이사들의 책임을 묻기 위한 이사회가 개최되었다는 얘기가 없다. 회사돈을 횡령하여 뇌물을 제

공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책임을 묻기 위해 삼성전자 이사회가 개최되었다는 얘기도 없다. 효성의 대

표이사 회장 조현준에 대해서는 2018. 1. 개인자금으로 구매한 미술품 38점을 효성 ‘아트펀드’에서 비싸

게 사들이도록 해 12억 원의 차익을 얻는 외에 허위 직원을 두고 약 16억 여원의 급여를 지급하는 등 횡

령죄로 기소되었다가 2019. 9.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됨, 공정위는 2018. 4.경 효성그룹이 총수

익스와프(TRS)를 활용, 계열사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를 부당 지원한 혐의로 과징금 30억 원을 부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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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고발하였는데, 이사회가 개최되어 이에 대한 검증과 책임을 추궁하는 논의를 하였다는 얘기가 없다. 

한마디로 이사회가 총수에 대해서는 거수기 역할만 할 뿐 제대로 된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못하는 것이다. 

이러한 지배구조의 불투명이 한국 대기업의 회사 가치가 크게 하락하는 원인이 되고 있고, 불측의 주주피

해로 한국의 주식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사회가 견제와 균형 역할을 제대로 하도

록 만드는 이사회 지배구조 개혁이 재벌개혁의 핵심 아젠다가 되고 있다. 

2. 이사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이사 선임제도의 개혁 

가. 이사회의 견제와 균형의 역할

재벌총수일가의 전횡과 지배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해야 하고, 총수일가에 영향을 

받지 않은 독립이사들이 선임될 수 있도록 소수주주의 대표성을 가지는 주주의 이사회 진출을 위한 집중

투표제 등을 도입해야 한다. 국민연금이 5% 이상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외의 연기금처럼 국

민연금이 주주제안을 통해 대주주나 경영진의 전횡과 불법을 견제할 수 있는 독립이사를 추천할 수 있어

야 한다. 아울러 주주의 견제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재벌그룹 단위의 주주대표소송을 위한 다중대표소송, 

일감몰아주기 규제, 재벌총수의 범죄에 대한 엄격한 법집행과 범죄수익환수, 국민연금의 대주주 전횡역

할 견제기능 강화 등이 논의되고 있다.

나. 한국의 이사회 지배구조 평가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2016-2017 국가경쟁력평가에서 기업이사회의 유효성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138

개국 중 109위로 하위권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기업지배구조의 후진성에서 기인한 것이다. 아시아기

업지배구조협회(ACGA)가 CLSA(Credit Lyonnais Securities Asia)와 공동으로 발간하는 「CG Watch5 

5 CG는 Corporate Governance의 약자. CG Watch 보고서는 2001년에 최초로 발표되었고, 2010년부터 2년 주기로 정기 

발간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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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2016년과 마찬가지로 아시아 12개국 중 9위로 평가되어 2010년 이후 줄

곧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CG Watch는 한국이 비록 순위는 낮지만 지난 2년 동안 규제기관의 역할과 회

계감사 분야에 성과를 내고 있고,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되고, 국민연금도 2018. 7. 스튜어드십 코드에 

가입한 사실을 평가에 반영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기업지배구조는 여전히 취약하고, 기업

의 책임성과 소수주주의 권리 등 핵심 이슈와 관련하여 유의미한 변화를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다고 평

가되고 있다6. 

다. 소수주주를 대표하는 이사의 선임

소수주주 대표를 1명이라도 선출하여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에 참여시킬 수 있다면 적어도 이사회가 재벌

총수의 불법지시에 대한 거수기가 되지 않도록 견제하는 기능을 할 수 있다. 소수주주 대표로 선출된 이사

나 감사위원이 경영방침을 정하는 수준으로 다수가 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정경유착, 뇌물제공, 공정거

래법에 반하는 계열사나 재벌총수일가 지원, 부당한 합병 등의 불법행위는 막을 수 있다. 

소수주주 대표가 이사나 감사위원으로 선출될 수 있도록 선출예정 이사나 감사위원 수에 비례하는 투표

권을 주주들에게 부여하는 집중투표제를 정관과 상관없이 시행하도록(상법 일반이 되기 어려우면 자본시

장법상 일정한 자본규모 이상의 상장회사에는 필요적 시행하도록) 하고, 소주주주들이 손쉽게 주주총회

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전자투표제를 도입해야 한다. 

라. 종업원 이사제 

이 부분에서는 이사회에 참여하는 이사나 사외이사 중 일부를 필요적으로 노동조합 또는 노동자들을 대

표할 수 있는 노동이사로 선출하도로고 하는 노동이사제의 도입도 제안되고 있다. 

6 이승희, 「CG Watch 2018」에 나타난 한국의 기업지배구조,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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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주권 행사를 통한 회사 지배구조의 견제와 균형 

자회사들의 이사들은 사실상 자회사의 다수 지분을 확보하고 있는 모회사의 임직원이 파견되는 식인데, 

이렇게 자회사에 파견된 이사들은 사실상 모회사의 대주주인 재벌총수일가의 거수기 역할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자회사가 이러한 재벌총수일가의 지시를 받는 이사들의 불법, 부당해위로 자회사에 큰 손해

가 발생하면 자회사의 주식을 자산으로 가지고 있는 모회사의 가치도 하락하여 모회사 주주들의 피해도 

발생한다. 이러한 점에서 모회사의 주주들이 자회사 이사들을 상대로 이사들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자회

사에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주주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른바 다중 대표소송을 도

입해야 한다.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후보는 집중투표제, 다중대표소송, 감사위원 분리선

출제의 도입을 공약하고 있다. 노동이사제에 대해 문재인 후보는 공기업과 4대 재벌에 한하여, 안철수 후

보는 공기업에 한하여, 심상정 후보는 전면적인 도입을 공약하였다.  

4.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강화를 통한 지배구조의 개혁

가. 거수기로 전락했다고 비난 받아 온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에 대해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던지지 않았다면, 무리하게 자회사 삼성바이오로

지스의 주가를 올려 제일모직의 주가를 상승시키고 인위적으로 수주를 중단하고 대형 해외수주 사실을 

숨겨 삼성물산 주가를 부양하는 방식의 무리한 인수합병 과정은 추진되지 않았을 것이다. 제일모직-삼성

물산 합병사건을 계기로 국민연금의 공정한 의결권 행사가 재벌개혁의 중요한 기제로 떠오르고 있다. 국

민연금은 연금을 맡긴 신탁자들을 대표하여 연금운용에서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해야 한다. 국민연금이 

재벌그룹 계열사의 경영권 승계나 지배구조 변동에 관한 주주총회에서는 필요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도

록 하고, 의결권 행사 외에 불법적인 경영으로 발생한 회사의 손해에 대해서도 반드시 주주대표소송을 제

기하는 등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국민연금의 역할제고에 대해서는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홍준표 

후보가 공약을 내고 있다. 문재인, 안철수 후보는 주주권 행사의 모범규준인 “스튜어트쉽(Stewardship) 

코드(Code)”의 제정을 공약하고 있고, 심상정 후보는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지침의 법제화를 공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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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투자자들이 정보력을 바탕으로 주식투자에서 적기에 매수, 매도하여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만으로

는 목표 수익률을 달성하기 어려우므로 장기적으로 기업가치를 높여 주가를 올리기 위한 적극적인 경영

관여의 필요성에서 기관투자자들의 주주 행동주의는 그 정당성을 인정받아 왔다. 투기자본들의 단기적인 

기업사냥을 통한 투기적 이익 획득 전략과 기관투자자들의 주주가치 제고 및 장기적인 수익성 제고를 위

한 주주권 활동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영국에서 2010년 규범화된 이래로, 2019년 3

월 말 현재 영국의 스튜어드십 코드를 기반으로 캐나다, 이탈리아, 일본, 미국 등 총 12개국에서 시행중에 

있다7. 우리나라는 2016. 12.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로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을 제정하여 

도입하였다. 국민연금 기금은 2018. 7.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을 도입하고,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 국민연금은 2019년 10월 말 기준 712.1조의 적

립금을 보유한 유니버설 오너로서의 기관투자자이다. 국민연금은 국민연금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에 

따라 투자대상 기업 관련 중점관리사안 및 예상하지 못한 우려에 대한 수탁자 책임활동을 통하여 주주가

치 제고 및 국민연금 기금의 장기적 수익성을 제고하겠다고 천명하였다.

나. 캘리포니아 공무원 연금(CalPERS) 등 해외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

CalPERS는 1932년 설립된 연기금으로 2017. 12. 31. 기준 운용자산(AUM) 규모는 3,500억 달러에 달

함. CalPERS는 자체적인 주주활동 방침을 수립하여 주주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외부 서비스 자문기관

을 이용하지 않고 주주활동 담당부서에서 개별적으로 또는 여타 기관투자자화 협력적으로 주주활동을 수

행하고 있다8. CalPERS가 이사회 지배구조에 문제가 있는 문제기업의 지배구조 개혁을 이끌어내는 프로

세스는 다음과 같다.

1) 일대일 접촉을 통한 비공개 대화

 

CalPERS가 주주 행동주의의 전범처럼 이야기되고 있으나, CalPERS가 추구하는 지배구조 개선 요구 등

은 절반 이상이 대상 기업 이사회와의 비공개 대화 과정에서 해결되고 있다고 한다. 이렇게 비공개 대화 

7 이양복,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에 대한 논의와 개선방향, 2019.

8 김선민, CalPERS의 주주활동과 의결권 행사 현황 및 실제사례,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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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서 지배구조 개선 등의 요구가 해결되는 것은, 지배구조 개선과제 자체가 정당한 요구이고, 해당 기

업의 발전에도 도움이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측면도 있지만, CalPERS의 요구를 수

용하지 않으면 CalPERS가 공개중점관리 대상기업으로 선정하고 공격적인 주주권 행사로 연계된다는 점

이 널리 알려진 점도 있다. 

2) 중점관리 대상기업 선정(Focus Listing)

   

CalPERS는 1987년부터 매년 기업의 경영 성과와 주가, 지배구조 등을 평가해 ‘포커스 리스트(Focus 

List)’라고 하는 ‘집중 관리기업 리스트’를 발표해 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해 왔다. 다만, 2011년부터는 그 

명단을 공개하지는 않고 있다. 처음에는 ‘Focus List’에 오른 기업 중 10% 미만의 기업만이 CalPERS가 제

안한 정책을 수용했으나, 영향을 극대화하기 위한 연대전략을 추진한 결과 최근에는 ‘Focus List’에 오른 

기업 중 80% 이상이 CalPERS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있다고 한다. 2014년 CalPERS는 ‘Focus List’의 대

상기업 풀을 넓히고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 「Enhanced Focus List」를 새로이 도입함. 절대적 상대적 투

자규모를 고려하여 글로벌 포트폴리오에 포함된 기업을 1위부터 100위까지 선정함. 과거 ‘Focus List’프

로그램이 이사의 독립성, 과반수투표제, 시차임기제와 같은 지배구조 이슈에 중점을 둔 반면, Enhanced 

Focus List 프로그램은 글로벌 포트폴리오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자 권리, 이사회 질, 다양성, 임원보수, 

기업보고 이슈에 방점을 두고 주주활동을 수행하고 있다9.

3) 이사 사임 등 적극적 주주권 행사 사례

주주활동 시 개별 주주활동의 경우 지배구조 이슈(76%)를 주로 고려하고 ESG 통합 이슈(24%)도 고려

하고 있다. CalPERS는 2004년 3월 월트디즈니의 주주총회에서 20년째 회사를 이끌어 오던 마이클 아이

스너 회장에 대해 5 ∼ 6 년간 누적된 실적 부진의 책임을 물어 퇴진 요구를 하였고, 마이클 회장은 그 후 

얼마가지 않아 퇴임하게 되었다. CalPERS는 2003년 뉴욕증권거래소(NYSE)의 리처드 그라소 회장을 퇴

진시키는데 일조했고, 시티그룹과 코카콜라의 경영진 교체를 시도한 사례도 있다. CalPERS는 2011년에

9 김선민, 위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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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애플에 주주 과반수가 찬성해야 이사 선임이 가능하도록 하는 다수결의제를 도입하도록 하여 관철시

키기도 하였다. CalPERS는 포트폴리오에 포함된 기업 가운데 2016. 6. 30. 기준 50개사의 과반수투표

제 도입을 성공시킴. 2010년부터 CalPERS의 요구로 과반수투표제를 도입한 기업은 293개사에 달한다.

4) 다른 기관 투자자들과의 연대

CalPERS는 ‘Focus List’에 오른 기업에 대해 개별적 주주활동 뿐만이 아니라 협력적 주주활동도 많이 진

행하는데 협력적 주주활동의 경우 ESG 통합 이슈(98%)가 가장 많이 고려되는 이슈이고, 지배구조 이슈

(2%)는 상대적으로 그 비중이 낮다10. 특히 CalPERS와 연대하고 있는 기관투자자들도 ‘집중관찰 리스트’

에 오른 기업들의 주주총회에서 CalPERS와 같은 주주권 행사를 함으로써 그 영향력을 극대화하고 있음. 

주주활동을 시도한 기업들로부터 성공적인 ESG 관행 개선을 이끌어 내었다. 

5) 주주대표소송과 입법청원 운동

그 밖에도 각종 집단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고, 정부를 상대로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한 입법청원 운동을 

벌이기도 하였다. 2014년에는 우리 법무부에 경영권 방어수단인 포이즌 필 채택에 반대하는 서한을 전달

한 바도 있다.

6) 의결권 행사

CalPERS는 외부 서비스 기관의 도움 없이 의결권 행사 전담 조직인 Corporate Governance Team이 자

체적인 의결권 행사 지침 기준에 따라 직접 의결권을 행사함. CalPERS는 주주총회 개최일 3 – 5주 전에 

의안분석기관으로부터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자문을 받고 내부 협의를 통해 의결권을 행사함. CalPERS

는 주주총회 개최 이전에 홈페이지를 통해 의결권 행사내역을 사전 공시한다11. 

10 김선민, 위 논문

11 김선민, 위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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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소위 ‘CalPERS 효과’에 대한 평가

CalPERS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로 해당 기업의 주식 가치가 상승하고 CalPERS가 높은 수익률을 올리

자, 주주 행동주의의 긍정적 효과에 대한 용어로서 ‘CalPERS 효과’라는 용어가 생겨났다. 미국의 다른 

기관투자자들은 주주 행동주의에 신중한 태도를 취하는 경우가 많았고, 미국의 기관투자자 협회(CII : 

Council of Institutional Investors)나 미국 주주협회(USA : United Shareholders Association)는 ‘CalP-

ERS 효과’는 존재하지 않거나 매우 미미하다고 보고하고 경우도 있다.

Wilshire Associates는 2001년과 2007년 두차례에 걸쳐 CalPERS에 대해 연구하였는데, 2001년 보고서

에서는 1987년과 2000년 사이 CalPERS의 공격 대상 기업에 대한 주주 행동주의의 결과를 분석해 본 결

과, 공격 대상 기업으로 선정되기 전 과거 5년 동안 기업들 평균 대비 96% 이하의 저조한 실적을 올렸던 

대상기업의 실적이 공격대상으로 선정된 후 5년 동안 평균 일반기업들 평균보다 14% 이상 올라간 것으로 

나타났다. Wilshire Associates의 2007년 보고서에서는 CalPERS의 공격대상으로 선정된 이후에 일반 기

업들의 평균적인 실적 대비 12.2% 정도로 과거 실적에 비해 낮추어졌지만, 2000년대 미국의 IT 경제 버

블 소멸 후 다른 기업들의 실적이 나빠질 때 주주가치의 급격한 하락을 막는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동 보고서는 주주행동주의가 기업지배권 관련된 기술적인 이슈로부터 장기적인 기업 실적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역할을 해 기업 수익성의 증가를 통한 주가 수익 개선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한다12.

8) 다른 연기금들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

미국 교직원연금보험(TIAA-CREF)은 5000억 달러(약 536조원) 이상의 기금규모를 가지고 있는데, 기

업의 지배구조 개선이나 사회적 책임 투자를 강조하며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고 있음. 지배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기업에 대해 “일차적으로 대화 시도” -> 효과가 없으면 “주주제안권”을 행사해 기

업의 개선 노력을 촉구하고 있다. 남동부 펜실베니아 운송기금(Southeastern Pennsylvanian Transpor-

tation Authority)은 Facebook 주커버그 대표가 지배권 강화를 위해 1주 10표의 의결권 주를 발행하려 

12 이상복, “외국에서의 주주행동주의의 한계와 개선과제 – 영국과 미국의 기관투자자 행동주의를 중심으로”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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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 주주대표 소송으로 주주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는 이러한 의결권 주 발행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캐나다의 국민연금운영위원회(CPPIB)는 CPPIB는 내부규정에 맞지 않게 스톡옵션을 발행하거나 주주

권리를 변경하는 경우, 보통주의 증가, 합리적 이유없이 출석률이 75%에 못 미치는 이사의 재신임에 대

해 반대 의견을 내는 비율이 높음. 2009년 해당 기업 경영진이 제안한 29,238 안건 중 15% 반대, 2010년 

30,475 안건 중 11%의 반대의견을 냈다고 한다. 특히 주식매수선택권의 도입 또는 변경에 관련된 2009

년, 2010년 1,241건의 안건 중 473건에 대해 반대표를 행사하여 반대비율이 39%에 달하였음. 경영진 

보상에 관한 안건 등 다른 주주가 제안한 788건의 안건에 대해서도 반대의견을 표명하였다. 이와 같이 

CPPIB는 이사의 과다한 보수 문제 등에 관심을 두고 엄격한 대응을 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음. CPPIB

는 의결권 행사 한 두 달 전에 의결 안건에 관한 찬반 여부와 그 이유를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시하는 

정책을 펴고 있는데, 다른 주주들의 연대를 이끌어 내려는 목적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 2019년도 국민연금의 수탁자 책임 활동의 성과와 한계

1) 투자대상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의 긍정적 효과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고, 비공개대화 등 수탁자 책임 활동을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기업

들의 자발적인 배당이 일부 개선되고, 지배구조의 취약성이 보완되는 긍정적인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음. 

그러나 해외 연기금에 비해 적극적 주주활동이 미흡하다. 대한항공에 대한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 포기 과

정에서도 문제점이 나타났다13. 2019년 주주총회 당시 사내이사 조양호에 대한 이사 연임 안건은 조양호 

회장이 대한항공 납품업체들로부터 항공기 장비·기내면세품 매수 시 트리온 무역 등 명의로 196억 원 상

당의 중개수수료를 챙겨 대한항공에 손해를 끼치는 등 횡령·배임·사기 등 혐의로 기소되었고, 국민연금

은 3년 전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도 과다겸직으로 조양호 사내이사에 재선임 안건에 반대 의결권을 행사

했고, 과다겸직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였다. 국민연금은 횡령·배임 등으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사실이 객

13 김남근, 2019 주총에서 구현된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평가, 2019



1부 재벌개혁 | 37

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1심 판결 전에도 이사선임 반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사회의 비위행위 

조사와 책임부과 대상으로 이해충돌의 우려도 명백하므로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의 자문 없이 반대의결

권 행사를 사전에 공개하여 의결권 행사 방향을 공표할 수 있었던 사안이었다. 국민연금은 2019년도 주

주총회에서 결정을 보류한 채‘찬성 또는 반대를 결정하기 곤란한 안건’으로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에 안

건을 회부하였다.

2) 대한항공에 대한 주주권 행사 사례

국민연금은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경영참가 주주권 행사를 하지 않고, 한진칼에 대해서만 횡령·배임으로 

손해를 입힌 임원의 이사자격 제한 정관 변경 등 경영참가 주주권을 행사하였다. 수탁자책임 전문위원

회 논의에서 보건복지부가 경영참가 주주권 행사를 하는 경우 마치 소급하여 과거 6개월간 단기매매차익 

102억 원을 반환해야 하는 것처럼 설명한 것이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가 대한항공에 대해 경영참가 주

주권 행사를 하지 않고, 한진칼에 대해서만 경영참가 주주권 행사를 하게 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본시

장법은 10% 이상의 지분을 가진 주주 등이 6개월 내 단기매매차익을 얻은 경우 차익을 회사에 반환하도

록 하고 있는데, 국민연금은 장기투자를 원칙으로 경영참가형 주주권 행사를 선언한 후 내부정보를 이용

해 단기매매차익을 챙기고 주식을 처분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고,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할 경우가 발생

하더라도 이는 국민연금이 향후 6개월간 얻은 단기 매매차익에 대한 문제가 될 뿐 과거 6개월치 단기매매

차익 문제가 전혀 아니었음에도 수탁자책임 전문위원들에게 102억 반환 우려라는 수치를 제시하였다14.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국민연금이 주식 10% 이상을 보유하거나 국내 주식 포트폴리오 비중이 1% 이

상인 상장회사에 대하여 의결권 행사내역을 사전공시하기로 하였고, 대한항공도 이에 해당하므로 의결권 

행사내역을 사전공시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1주일 전에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에서 논의가 되어야 한다.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에서는 사전 공시 대상인 대한항공 안건에 대해 5일전 미리 사전공시하지 못하고, 

주주총회 2일 전에도 의결권 행사 방향을 결정하지 못하다가, 대한항공 주주총회 하루 전 저녁에야 회의

를 거듭하며 조양호 이사 연임 반대 의결권 행사 방향을 정하였다. 

14 김남근, 위 발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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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결권 행사 위임 기준과 의결권 행사 기준의 불명확

국민연금은 많은 경우 기금운용본부 투자위원회에서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향을 결정하

였는데, 현대엘리베이터 현정은 이사의 연임안건과 대한항공 조양호 이사의 연임안건 등 몇 몇 안건에 대

해서만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에 의결권 행사 자문을 구하였다. 정치적으로 부담이 되는 의결권 행사 결

정을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에 넘겨 기권처리를 유도하려 한 것은 아닌지 의문. 국민연금 내부기관에서 

의결권 행사를 결정하는 사안과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에 의결권 행사 자문을 맡기는 사안의 위임 기준

이 불명확하다. 

현대엘리베이터 현정은 회장은 현대엘리베이터가 2006년 현대상선에 대한 최대주주 지위를 잃은 후, 현

대상선 주식을 기초로 파생상품계약을 다수 체결하여 현대엘리베이터에 큰 손실을 입힌 바 있어, 기업가

치 훼손의 이력이 있는 자에 해당함. 국민연금은 2016년 현대그룹 내 다수의 계열사에 과도한 겸직을 이

유로 사내이사 선임을 반대한 바 있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과 관련하여 장기

간 허위자료 제출로 검찰에 고발된 바도 있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투자위원회는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을 ‘찬성 또는 반대결정이 곤란한 안건’으로 지정하여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로 회부하였고,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는 의결권 행사 방향을 결정하지 못하였다. 현대엘리베이터 현정은 이사 선임에 대해서

는 ‘기권’으로 의결권 행사를 하고, 대한항공에 대한 의결권 행사 논의과정에서도 일부 수탁자책임 전문

위원이 ‘기권’의결권 행사를 했다고 하는데, 책임투자의 원칙에 따라 지배구조개선 요구에 응하지 않는 투

자대상 기업에 대해 ‘기권’의 의결권 행사를 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평가될 수 있다.

라. 중점관리대상 기업의 선정과 지배구조 개선 요구 

1) 국민연금은 2018. 7.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을 도입하면서, 기금자산 가치를 심각하게 훼

손할 우려가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문제를 적극 해소할 수 있도록 우선 경영참여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 내

에서 모든 효과적인 수단을 강구하고 적극 이행한다고 천명하였다15. 그 내용으로 기업명 공개, 공개서한 

15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8. 7. 30.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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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송, 타주주의 주주제안 및 기업에서 상정하는 관련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와 연계, 의결권 행사 사전 

공시를 하겠다고 하였음에도 현재까지 공개서한 발송을 하였다는 회사는 대한항공 정도이고, 배당관련 

중점관리기업 공개는 2018년도 남양유업과 현대그린푸드 이외에는 없는 등 주주권을 지나치게 소극적으

로 행사하였다. 국민연금은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을 도입하면서 제10조 제2호 내지 제

4호 규정은 2019. 1. 1.부터, 제26조는 2020. 1. 1.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였다(부칙 제2조). 지침 제10조 

제2호 내지 제4호는 중점관리사안으로 임원 보수 한도의 적정성(2호), 법령상 위반 우려로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안(3호), 지속적으로 반대의결권을 행사하였으나, 개선이 없는 사항(

제4호), 그 밖에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5호)이다. 

2) 기금운용본부는 공개중점관리기업명, 공개서한 등 중점관리사안 및 예상하지 못한 우려 발생 기업에 

대한 수탁자 책임 활동 내역을 공시(지침 제25조 제1항)하도록 하되, 단서에서 기금운용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금융시장 안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하거나 공개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지침 제25조 제1항 단서)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2019년

도 국민연금이 중점관리사안 및 예상치 못한 사안에 대한 수탁자 책임활동을 수행하였다고만 이야기할 

뿐 이사진이나 경영진과 면담을 진행하고 있는 건이 몇 건인지, 비공개서한을 보낸 사안은 몇 건인지, 비

공개대화를 거부하거나 지속적으로 비공개대화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없는 경우가 있는지, 예상하지 못한 

우려 발생 기업에 대한 수탁자 책임 활동 내역 등에 대한 보고가 구체적으로 드러난 바가 없다. 국민연금

의 홈페이지상 2019년도에는 공개중점관리기업 선정이나 공개서한 발송 등의 경우가 전혀 나타나지 않

고 있는바 투자대상의 기업지배구조 등이 2019년도에 급격히 개선되어 문제기업이 없게 된 것이 아니라

면 지침 제25조 제1항 단서 규정을 지나치게 확대하여 사실상 국민연금의 수탁자 책임 활동의 공시의무

를 크게 위축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3) 기금운용본부는 의결권 행사, 주주관여활동, 관련 통계 등을 수탁자 책임활동 보고서에 포함하여 연간 

단위로 작성하여 공개하도록 하였음에도 위 규정을 2020. 1. 1.부터 시행하도록 지침을 제정함으로써 한

국형 스튜어드십 코드가 적극적으로 행사될 기회가 늦추어진 결과를 초래하였다. 국민연금이 한진칼 지

분보유 목적을 ‘경영참여’로 변경할 경우 ① 이사후보 제안, ② 정관의 변경(이사의 책임감경 규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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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투표제 청구, 내부거래위원회 설치, 재무제표 주총 승인 등), ③ 의결권대리행사 권유, ④ 조양호 이

사 해임(임시주총) 등 추진이 가능하나, 이중 이사 자격을 제한하는 정관변경 주주제안만 추진하기로 하

였다. 만일 이사회 구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면, 주주 과반의 동의가 필요한 회사추천 이사 선임에 

반대하거나 또는 주주 추천 이사의 선임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효과적이나, 2/3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정관변경 주주제안을 추진한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 해외 주요 연기금의 사례에서 보듯 적극적 주주권 

행사에 대한 별도의 가이드라인이 없이도 적극적 주주권 행사에 문제가 없음에도 국민연금의 경우 수탁

자 책임활동에 관한 지침에 관련 규정이 있음에도 주주권을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행사 하고 있다. 국민연

금은 2019년도에는 횡령, 배임, 경영진 일가의 사익 편취 행위 등을 중점관리 사안으로 정하고, 해당 기

업과 비공개 대화를 추진하고, 통상 1년간 비공개 대화를 진행함이 원칙이나 개선여지가 없을 경우 수탁

자 책임위원회 의결을 거쳐 즉각 기업명 공개, 공개서한 발송, 의결권 행사 연계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고 천명하였다16.  

4) 그러나 국민연금은 대주주 일가의 횡령, 배임, 사익 편취 행위에 대해 공정위 과징금 부과, 검찰 기소가 

이루어지고, 판결이 선고되는 사례가 계속해서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업들에 대해 비공개대화가 

진행되고 있는지 있었다면 이후 비공개중점관리 기업으로 선정하였거나 선정 후에도 개선이 없거나 예상

치 못한 기업가치 훼손이 발생하거나 주주권익의 침해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기업명을 공

개하고 공개서한을 발송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그런데 비공개대화 이후 개선 여지가 없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가 소집되었다는 이야기는 없고, 관련 기업명이 공개되거나 

공개서한이 발송되었다는 공시가 전혀 없고, 주주대표소송을 진행하거나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는 공시가 없는 점으로 미루어 수탁자 책임활동을 방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우려가 있다. 국민연

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2020년 주주총회 시즌을 앞두고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로 있으며 국민연금

은 기존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를 해산하고 새로 구성한다고 하는데 주주총회 직전 수탁자책임 전문위원

회가 새로 구성되어 활동을 시작한다면 수탁자 책임 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제기된다. 

라. 경영참가 목적 주주권 행사와 공익이사의 추천  

16 보건복지부 위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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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9. 12. 27. 국민연금기금 운용위원회는 ‘기업가치 제고 및 투명하고 공정한 주주활동’을 위해 「국

민연금기금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을 의결하였다. 국민연금은 향후 법령상 위반, 지속적으로 반

대의결권 행사한 사안 등을 중점관리 사안으로 선정하고, 문제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

다. 2020년 3월 정기주주총회가 얼마 남지 않은 지금, 국민 노후자금의 충실한 수탁자로서 국민연금이 구

체적으로 어떠한 준비와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지는 여전히 드러나지 않고 있다. 횡령·배임·사익편취 등 

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효성·대림산업 등 이사들에 대한 사법기관의 수사 및 처벌이 진행되고 있으

며, 삼성중공업의 뇌물공여, 삼성물산의 부당합병 비율 등의 문제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국민연금은 대

표적 문제기업인 효성, 대림산업, 삼성중공업, 삼성물산 관련 ▲ 횡령·배임·사익편취 등 행위로 회사에 손

해를 끼친 이사의 자격 제한 정관 변경, ▲ 독립이사 추천 주주제안 ▲주주 대표소송·손해배상소송 등 적

극적 주주활동에 속히 돌입해야 한다. 현행 경영참가 목적으로 열거한 사유 중 실제 경영권에 영향을 주

기 어려운 사유를 경영참가 목적에서 제외(예를 들면 지배주주가 아닌 주주가 임원 중 1인을 선임하는 경

우, 임원의 위법행위유지청구권 행사, 회사의 자본금 변경 및 배당과 관련된 사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17

2) 자본시장법상 주식 등의 대량보유신고에 있어 공동보유자가 있는 경우 지분을 합산하여 보고해야 하

며, 주식 등의 공동보유자 개념에 본인과 합의 또는 계약을 통해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경우가 해

당하며, 의결권 공동행사에는 의결권 행사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도 포함된다(시행령 제141조 제2항). 해

당 규정을 개정하여 ‘경영권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의결권을 공동행사하거나, 계속적·반복적으로 의결

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행위’로 공동보유자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국민연금의 지분만을 가지고 반대의

결권을 행사하여서는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 국민연금이 수탁자 책임에 따른 주주권 행사를 제대로 하

기 위해서는 적절하게 의결권 행사 방향을 공표하고, 다른 기관투자자들과의 연대나 설득이 필요하다. 수

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이 집단적 관여를 구체화하지 못하고 있어 이의 개정이 필요하나 기관투자자의 수

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7. 기관투자자는 수탁자 책임의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필요한 역량과 

전문성을 갖추도록 하고 있는데, 실효성 있는 수탁자 책임활동을 위해 기관투자자는 논의와 토론을 활성

화하고 공동의 이해관계를 추구하기 위한 포럼 등을 설립하여 성공적인 주주활동 사례 등에 대한 경험과 

의견을 나누고 학습하도록 하고 있는 지침을 적극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17 강정민,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의 적극적 주주권행사를 가로 막는 법–제도상 제약과 그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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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독립적인 공익이사 인력풀의 마련

2019년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 추천 등의 주주제안을 할 것인가에 대한 기금운용위원회 논의에

서 국민연금공단과 보건복지부는 사외이사 인력풀의 준비 등이 되지 않아 사외이사 추천이 어렵다는 설

명을 한 바가 있다. 2019년에 사외이사 추천 인력풀을 육성하기 위한 계획이 있는지, 그 계획에 따라 인력

풀을 확보하고, 이사회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사외이사를 추천할 중점대상기업의 선정 등 구체적인 준비

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 점검이 필요하다. 대주주 일가의 ‘거수기’에서 벗어나 실질적으로 경영에 대한 감

시, 견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독립이사들의 추천되어 기금의 장기수익 및 주주가치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사회 지배구조 개선 방안에 대한 주주 제안이 필요하다.

5. 재벌총수일가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법정의의 실현

 재벌총수일가는 전체 재벌 기업집단의 지분비율이 불과 5%도 안 되는 소수지분을 가지고 거대한 기업집

단을 지배하며, 회사의 이사 등 공식적인 회사 경영자도 아닌데도 사실상 회사의 경영방침과 인사 등을 좌

지우지 하고 있다. 소수의 지분으로 많은 계열회사를 지배하는 과정도 회사법, 형법(배임 등), 세법 등과 

충돌하는데, 더 나아가 이러한 소수지분으로 전체의 지배구조와 경영권을 2-3세에 승계시키려다 보니 많

은 불법과 탈법 문제를 낳고 있다. 재벌총수일가의 재벌 기업집단 지배와 그 승계는 사법당국의 사실상의 

불법과 탈법에 대한 묵인과 관용 또는 정부의 비호와 지원이 없으면 유지되기 어려운 체제이어서 결국 재

벌체제는 정경유착의 뿌리깊은 근원이 되고 있다. 이러한 정경유착을 근절하고 재벌총수일가의 불법·탈

법 지배와 승계를 견제하고 사법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이 범주의 재벌개혁 논의의 주요쟁점이 되고 있다. 

재벌총수들의 재벌 기업집단의 지배와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횡령, 배임, 뇌물 등의 경제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집행유예 등의 솜방망이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원칙적으로 사면이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 천문학적 액수의 경제범죄를 저질러도 정치권의 사면복권을 통해 경영일선에 복귀

할 수 있다는 믿음이 경제범죄의 반복을 낳고 있다. 또한 그러한 경제범죄로 얻은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

수하는 것이 필요하다. 재벌총수들의 범죄수익을 사망, 해외도주, 공소시효 완성 등으로 형사적 환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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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로 환수하기 어렵게 된 경우 형사처벌과 독립한 민사적 환수절차(법무부장관이 제기하는 범죄수익

환수소송)를 통해 환수하는 범죄수익환수법 제정이 필요하다. 재벌총수들의 경제범죄의 엄벌과 사면제한

에 대해서는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유승민 후보가 공약하고 있고, 심상정 후보는 50억 이상 배임횡령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금지를 공약하고 있다. 그리고 안철수, 심상정, 유승민 후보는 경제범죄로 처벌받은 자

의 경영참가를 제한하는 입법도 공약하고 있다. 재벌총수들의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제도 마련에 대해서

는 심상정 후보만 공약하고 있다.

Ⅴ. 재벌의 시장지배력 강화(독과점)에 대한 대응  

1. 재벌 대기업의 시장지배력 강화

통신, 전자, 유류, 자동차, 유통 등 생활필수 상품과 서비스 시장이 3-4개 재벌 대기업의 독과점체제로 경

제력이 집중되면서 가격, 상품과 서비스의 공급방법과 정보의 제공 등 시장질서와 밀접한 영역에서 시장

지배력 남용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독과점 체제에서는 새로운 경쟁기업이 시장에 진출하기 어

렵게 되고 중소기업들은 시장을 장악한 재벌대기업과 경쟁할 수 없어 재벌대기업의 하청구조로 전락한

다.  시장에서의 경제력 집중현상이 심화되면서 재벌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불공정관계가 점점 더 심

해지면서 중소기업의 경쟁력은 더욱 약화되고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근로빈곤층화 현상도 점점 뚜렷해지

고 있다. 재벌대기업은 자금동원력이 중소기업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위에 있어 신산업의 진출에서

도 손쉽게 진출하여 신산업 분야일수록 쉽게 재벌중심의 독과점체제가 형성되고 있다. 

 한국의 주요산업이 2-3개 재벌대기업에 의한 독과점 현상이 심화되고, 재벌그룹 내 계열사들의 무분별

한 확장으로 중소기업이 영위하던 적합업종 영역에 까지 재벌 계열사들이 진출하게 되자 이러한 재벌의 

경제력집중을 억제하자는 취지로 재벌그룹 자체의 축소 내지 확장 억제를 목적으로 하는 재벌개혁 논의

가 있다. 헌법 제119조 제2항 경제민주화 조항에서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 남용을 방지”를 위하여 국가는 

경제에 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는 취지에 가장 가까운 헌법 정신의 구현 방안이다. 같은 범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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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금융계열사가 고객이 맡긴 돈으로 계열사 지분을 확보하여 계열사를 유지, 확장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금산분리의 원칙을 구현하는 것도 이러한 재벌개혁의 논의의 범주이다.   

 재벌의 경제력집중 완화 내지 억제에 초점을 맞춘 지배구조 개혁과 관련해서는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 

규제, 순환출자 규제, 지주회사의 자회사, 손자회사 등 지배행위 규제, 지주회사의 금융계열사 보유금지 

등 재벌그룹의 무분별한 계열사 확장 규제나 축소방안과 이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로서의 계열분리명령, 

기업분리명령 등의 방안, 재벌그룹의 독과점적 시장지배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에 대항할 수 있는 소비

자 집단소송이나 징벌적 손해배상, 소비자 피해구제 명령제 등이 논의되어 왔다.   

2. 시장구조개선 명령 또는 심판 제도 

1) 현재 공정거래법 제16조는 기업결합과 순환출자, 지주회사 행위규제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로서 

계열분리(계열사 주식매각과 임원사임), 기업분리(해당 영업양도, 영업분리)와 같은 경제력집중의 문제

를 구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구조적 조치가 마련되어 있으나, 공정거래위원회는 1990년대 이후에는 위

와 같은 구조적 조치를 시행한 예가 거의 없고, 시장점유율이나 가격유지 등과 같은 행태적 조치만 취하고 

있다. 이러한 행태적 조치는 그 이행여부를 점검하기도 어렵고, 그러한 시정조치의 효과는 미미하여 경제

력집중 억제라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가져올 수 없어 미국의 대법원 판결이나 공정거래법 학계의 통설

은 원칙적으로 구조적 조치를 우선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행태적 조치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2) 또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가격조절, 출고제한, 경쟁자 배제 등의 시장지배 남용행위나 불공정행위가 

일상화 되는 경우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위와 같은 계열분리, 기업분리의 효과를 가져오는 구조적 조

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하나, 시장지배적 남용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제5조에서 가격유지나 시장점유

율 유지와 같은 행태적 조치, 미봉적 조치만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시장지배 남용행위가 반복 내지 지속되는 경우 계열분리, 기업분리의 시정명령

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재벌 기업집단의 금융계열사 지배에 대해서도 의결권 제한만이 아니라 계열분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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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매각, 임원사임), 기업분리(영업양도, 영업분리) 명령과 같은 구조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또한 중소기업의 시장점유율 3분의2 이상 되는 시장에 기업결합으로 진출하는 경우만 주식매각, 임원

사임, 기업분리, 임원사임 등의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진출하는 

경우에는 기업결합 여부에 상관없이 위와 같은 계열분리, 기업분리의 구조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중소기

업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이 추진되기도 하였다.  

5) 19대 대선에서 안철수 후보는 담합, 내부거래, 불공정행위 등 법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위를 ‘시장질서

의 파수꾼’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 기업분할 명령과 같은 강력한 제재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

약하고 있고, 심상정 후보는 시장지배력을 남용한 독과점기업에 대한 기업분할 명령과 계열사간 일감몰

아주기 등 불공정행위 기업에 대해서는 계열분리 명령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하였다. 아마도 기업분리 

명령과 계열분리 명령이라는 것이 별도록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듯한데, 위와 같이 계열사 주식

처분, 파견 임원 사임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계열분리명령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고, 일정한 사업을 분

리하거나 영업양도 하도록 하는 시정조치가 기업분리명령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다. 기업분리나 영업양

도의 시정조치는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중소기업이 영위하는 것이 적합한 LED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사

업을 중소기업에 양도하거나 분리하여 별도의 중견기업을 설립하도록 하는 것 같은 것이다. 물론 미국의 

스탠다드 오일을 12개의 기업으로 분할하도록 하는 명령도 이러한 기업분리명령에 해당할 것이다. 재인 

후보는 지주회사 행위규제 강화 외에 재벌들의 경제력집중 억제를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공약제시가 부족하다. 기업분할명령, 계열분리명령 등 공정거래법에서 경제력집중 위반에 대해 

기본적으로 취하고 있는 행정조치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공약제시가 있어야 한다. 

3. 시장지배력 남용행위에 대한 소비자의 견제

1) 통신, 영화, 전자, 유류, 자동차 등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상품·용역 시장에서 2-4개의 재벌대기업이 시

장을 과점형태로 지배하다 보니, 이러한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의한 시장지배력 남용행위(가격조절, 출고

조절, 경쟁방식 제한, 경쟁기업 진출방해... 등)나 가격 등의 담합행위, 허위·과장 광고 등 오표시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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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한 거래에서 정보의 비대칭 등이 일상화되고 있다. 

2) 이러한 시장지배력 남용행위, 담합행위, 허위·과장 광고 등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대항하기 위해서는 개

별 소비자별로 대응하는 것으로는 대등한 교섭이나 견제가 불가능하고 소비자들이 집단적으로 피해구제

를 구하거나 교섭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아울러 고의적으로 소비자들에 대해 피해를 야기한 행위에 대해

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여 위하적인 예방도 필요하다.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 소비자 피

해구제 명령 등이 이러한 소비자에 의한 경제력집중 견제제도로 논의되고 있다.

3) 집단소송제에 대해서는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후보는 일반적 집단소송제를, 유승민, 홍준표 후보는 

각각 공정거래법 집단소송제와 소비자 집단소송제를 공약하고 있다. 심상정 후보와 유승민 후보는 소비

자 피해구제 명령제 도입을 공약하고 있다. 징벌제 손해배상제는 5명의 후보가 모두 공약하고 있으나, 

그 성격이 공정거래 분야에서 대륙법계 국각에서도 보편적으로 도입되어 있는 3배 손해배상제도(Treble 

Damage)인지, 영미법 국가에서 판례법리로 적용되고 있는 처벌적 성격이 강한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인지가 불분명한 경우도 있다.   

Ⅵ. 누가, 어떻게 재벌개혁을 할 것인가?

1. 강력한 입법만이 아니라, 행정과 스튜어드십 집단교섭 등 다양한 규범이 활용되어야...

문재인 정부의 재벌개혁 공약은 많은 부분 법의 개정이나 제정을 필요로 하는 내용이었다. 자유한국당이 

이러한 재벌개혁방안으로 제기되고 있는 법제도 개혁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과정이 필요한 상태이어서 법개정을 통한 재벌개혁은 한계에 봉착해 있다. 법제도 개

정 전이라도 행정적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개혁과제들을 선별하여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개혁을 추진하는 

세부적인 준비가 필요하였다. 예를 들어, 공정거래위원회의 신속한 불공정 피해사건 처리나 검찰과 공정

위의 협력행정, 가맹점, 대리점 등 다수의 당사자가 산재한 불공정분야 행정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



1부 재벌개혁 | 47

력행정, 중소기업청과 공정위, 특허청 등이 협력하는 기술탈취 피해예방 행정 많은 개혁과제들이 정부의 

행정개혁이나 행정부처간의 협력행정을 통해 해결될 수 있다. 그러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장은 100여 

조문이 넘는 공정거래법의 전면개정안을 만들어 법제도 개혁을 추진하다가, 청와대 정책실장이 된 이후

에는 경성입법을 통해서 재벌개혁을 하겠다는 시민단체의 경직된 개혁요구가 문제가 있었다며, 금융기

관 감독규정, 증권거래소 상장규칙,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등 연성법률을 통한 재벌개혁을 추진하겠

다고 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경성법률이던 연성법률이던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재벌개혁과 경

제민주화를 실현하자고 하였던 것이지, 개혁을 위해 법개정에만 매달려 있었던 것은 아니다. 사회적으로 

오히려 재벌개혁의 요구가 높았던 문재인 정부의 초기시기에 행정이나 공기업의 공법상계약, 지방자치

단체의 행정이나 조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추진할 수 있었던 시기를 놓쳤던 것

은 문재인 정부였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정책기관이지 피해구제기관이 아니라는 담론(?)

 

공정거래위원회는 우리는 독점과 담합 등을 다루는 정책기관이지, 불공정피해를 당한 중소기업이나 소비

자 피해를 구제하는 기관이 아니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미국이나 유럽의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의 규

제와 담합의 처벌에 주력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미국이나 유럽국가에서 한국과 같이 재벌 기

업집단이 존재하지 않거나 사회문제화 될 정도로 경제력집중 문제가 심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도급 불

공정문제는 주로 발주자의 하도급 관리나 하도급대금 보증제도 등을 통해서 예방하거나, 하도급이나 프

랜차이즈 가맹거래에서의 불공정 문제는 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에서 다루고 있다. 그리고 미국의 경

우에는 주주나 소비자 등의 집단소송과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불공정행위나 소비자이익 저해행위에 대

한 예방과 제재의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 경제의 불평등과 불공정의 근원인 재벌과 불공정 문제는 공정

거래위원회의 주된 책임영역이 아니라 독점과 담합에 대한 대응과 조사가 경제검찰인 공정거래위원회의 

책임영역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우리의 경제현실을 놓고 보면 공허한 담론(?)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문제는 이러한 담론이 한국사회에서 공정거래 행정이 주력해야 하는 재벌과 불공정 문제에 대한 소극행

정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이 경제경찰, 공정시장의 호민관의 역할을 포기하고 재벌과 대

기업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나 불공정행위를 방치했다는 비판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불공정행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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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피해구제 기관을 부인하고 피해신고 사건의 처리를 1년 이상 지연하면서 불공정 피해를 입은 가맹

점주, 대리점주, 납품업체, 하도급업체 등 많은 “을”들의 원망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래서 재벌개혁은 곧 

공정거래 행정의 개혁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3.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등과의 협력행정 

1) 전속고발권제도는 일본의 공정거래법 체계에 있는 독특한 제도로 공정거래법의 원조인 미국의 경우 

법무부 독점국과 공정거래위원회, 그리고 지방 주의 법무부와 지방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다원적인 행정

체계를 가지고 있다. 1948년부터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가 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해당사건의 산업

에 미치는 영향, 사건조사방법(강제수사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처음부터 사건을 나누어 조사하는 협

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2)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속고발권 폐지에 반대하는 핵심논거가 전문성인데, 담합, 시장지배적 남용행위의 

실질적 경쟁제한성 침해여부, 거래상 우월한 지위 판단 등 경제적 영향 문제는 공정위가 분석하여 검찰에 

넘기는 방식으로 서로 협력하여 사건을 처리할 수 있다. 사건수사의 전문성은 아무래도 검찰에 많은 경

험이 축적되어 있으므로 담합, 불공정행위 등의 수사는 검찰이 신속한 사건처리에 유리할 수도 있다. 문

재인, 심상정, 유승민 후보는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를 공약하고 있고, 안철수 후보는 담합 등 

제한된 분야에서만 전속고발권 폐지를, 홍준표 후보는 의무고발권 제도를 확대하는 공약을 제기하였다.  

4. 지방자치단체 등의 협력행정 체계

전국에서 20만여개가 산재해 있는 가맹점(프랜차이즈)나 수십만개의 대리점, 하도급 거래관계에 대해서

는 소수의 중앙행정이 손을 미치기 어렵다. 오히려 중앙행정은 재벌의 경제력집중이나 담합, 기업결합, 시

장지배력 남용행위 등 경제적 영향이 큰 사건에 집중하고 하도급, 가맹점, 대리점, 대형유통점 납품업체 

등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도 조사권한을 부여하고 이를 감독하는 협력행정이 더 효율

적일 수 있다. 문재인 후보는 공정위와 지자체의 협력행정 강화를 공약하고 있고, 유승민 후보도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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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공정위의 역할분담을 공약하였다. 2019. 12.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는 수도권 공정경제 행정 협의회

를 구성하고, 가맹·대리 등 분쟁조정과 조사, 건설하도급 불공정근절, 상가임대차, 복합쇼핑몰 도심진출 

규제 등에서 공동활동을 하기로 협약한 바 있다.

5. 사인의 금지청구와 손해배상 활성화 

1) 불공정행위 피해를 입고 있는 피해업체의 경우 그러한 불공정행위가 중단되지 않으며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된다. 특히 근로관계의 해고에 해당하는 거래거절의 경우 거래관계를 상실한 중소기업이나 

대리점, 가맹점 등은 바로 경영위기에 봉착하게 되므로 불공정행위의 신속한 금지를 구할 수 있는 구제

제도가 필요하다.

2) 통상 이러한 신속한 구제는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등을 통해 하고 있으나, 공정거래 사건에 대해서

는 전속고발권 제도를 이유로 공정위의 행정적 판단을 거치지 않은 채, 법원이 바로 금지판단(injunction)

을 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던가 폐지 전에도 피해를 입은 피해기

업(사인)이 법원에 직접 불공정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 있는 제도, 즉 사인의 금지청구 제도가 필요하다.

3) 민사적인 손해배상 사건에서는 공정위가 조사한 심사보고서 등이 사건의 진실판단에 매우 중요하여 

법원이 거의 모든 사건에서 공정위에 조사기록을 보낼 것을 요청하는 사실조회 또는 문서송부촉탁을 하

고 있으나 공정위는 거의 모든 사건에서 해당 대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등을 이유로 사건기록을 법원에 보

내지 않아 대부분의 피해자가 민사소송에서 패소하고 있다. 법원의 문서송부촉탁 등 자료요청이 있는 경

우 원칙적으로 자료를 공개하는 투명행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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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맺음말 : 노동조합과 중소상공인단체, 시민단체 연대하여 재벌개혁과 불공정

개혁을 외친 촛불혁명을 완수해야... 

1. 19대 대선에서는 재벌개혁, 갑을개혁 등은 시대적 과제로 확인되었으나...

그래서 일찍이 2017년 19대 대선에서는 심각해진 우리 사회의 불평등, 불공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는 재벌개혁, 갑을개혁, 노동개혁 등 경제대개혁이 시대적 과제라는 점이 확인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

은 후보시절 재벌의 경제력억제 부분의 개혁에 대해서는 4대 재벌에 집중한다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재벌

도 양극화 되어 주로 4대 재벌에 의한 경제력집중이 심하므로 재벌의 계열사 확장저지와 같은 재벌 기업

집단에 대한 구조적 개혁은 이러한 4대 재벌에 집중해야 한다는 점은 공감이 간다. 하지만, 동양그룹 사태 

사태와 같이 일부 재벌들의 경우 어려움에 봉착하면서 계열사 부당지원 등으로 동반 부실화 되는 경우도 

있다. 한진해운을 지원하다 대한항공 등 다른 계열사도 동반부실화 하고 있는 한진그룹도 그러한 사례이

다. 대부분의 재벌그룹에서 계열사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중소기업의 일감을 재벌 기업집단 내로 집중시

키고, 롯데, CJ, 신세계 등 유통재벌들은 중소상공인들이 이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시장에 진출하여 시

장을 장악하려는 방향으로 나가면서 생존권 위기에 몰린 중소상공인들과 갈등을 보이기도 하였다. 자동

차, 조선 등 제조업 위기에 직면한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그룹 등에서는 하도급업체나 가맹점, 대리점 

등 종속관계에 있는 중소상공인들에 대해서 더욱 심한 불공정행위를 행하고 있다. 정부가 개입하여 공정

한 시장경제질서를 세워야 할 필요성은 오히려 부실화되고 있는 재벌기업에 더욱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 점에서 4대 재벌에 개혁을 집중한다는 방향보다 각 재벌들의 특성에 맞게 재벌개혁의 핵심과제를 설

정한다는 것이 더 올바른 방향일 것이다.   

재벌의 문어발식 계열사 확장이나 경제력집중을 막기 위한 재벌개혁 부분에서는 상대적으로 안철수 후보

가 문재인 후보 보다 좀 더 적극적인 개혁조치를 공약하고 있는 점이 주목되었다. 계열분리명령, 기업분

리명령과 같이 재벌그룹에서 계열사를 분리하거나 중소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을 재벌기업에서 분리하도

록 하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공약하고 있다. 현재의 재벌지배구조의 기본 형태인 지주회사 제도

의 개혁에 있어서도 문재인 후보와 비교하여 보면, 안수철수 후보가 좀 더 세부적인 지주회사 행위규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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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방안을 제시하고 있었다. 중견기업을 운영해 본 개인의 경험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도 있겠는데, 중견

기업이 시장을 주도하는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을 막아야 한다는 의지를 엿

볼 수 있었다. 유승민 후보는 다른 보수후보와 달리 재벌개혁과 공정거래 행정개혁에 있어서만큼은 적극

성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고무적이었다. 그 동안 이러한 재벌개혁에 소극적인 보수정당의 성향으로 충분

한 논의와 합의, 세부적인 정책을 준비하기 어려웠던 점에도 불구하고 재벌개혁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정

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약하였다. 심상정 후보는 그 동안 우리시대의 시대적 개혁과제에 대해서는 

시민사회나 노동계, 여성계, 중소기업, 자영업자 등 곳곳에 제기되는 여러 개혁과제에 대해서 꾸준히 검

토하고 정책으로 준비하여 망라적인 개혁과제를 공약으로 제기하기도 하였다. 

19대 대선의 각 후보들이 제기하고 있는 재벌개혁의 공약을 살펴보면,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는 사회·경

제 양극화를 해소하고 경제정의, 사법정의를 실현할 시대적 화두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유승민 후보 모두 적극적인 공약을 보이고 있어 이번 대선을 통해 확인된 이러한 개혁과제에 대

해서는 정부 출범이후 2017년 정기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처리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예를 들어, 현재 상

법개정안으로 추진되고 있는 집중투표제, 다중대표소송, 자사주 남용방지 등의 개혁이나 공정거래위원회

의 전속고발권 일부폐지,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 등은 적어도 4개 이상의 정당이 공약하고 있

는 점에서 충분한 입법가능성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20대 국회에서 재벌개혁 공약을 적극적으로 내 놓

았던 위 4개 정당이 주축이 되어 “4+1 패스트 트랙”으로 추진된 개혁입법은 선거법과 검찰개혁 입법 등 

정치개혁 입법만이었고, 위 4개 정당이 공통으로 공약한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에 관한 법률은 단 한 개

도 통과되지 못하였다.    

2. “정치개혁은 진보적으로, 경제는 보수적“이라는 국정운용기조

경기가 어려워지고, 보수세력이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 과도한 부동산규제 등 문재인 정부의 실정으로 

경기가 침체되었다는 공격에 영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층이 동조하는 모습을 보이자, 문재인 정부에서 재

벌개혁, 갑을개혁, 주거(부동산)개혁, 노동개혁, 조세재정개혁 등 주요 경제개혁은 동력을 멈추고 후퇴하

는 조짐도 보인다. 경기 활성화를 하지 못하면 무능한 정부론(?)이 제기되어 정권의 위기에 몰린다는 나름



52 | 2020 경제대개혁 민생살리기 대담회

대로의 진단이 나오고, 경기살리기를 위해 재벌대기업의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기조가 뚜렷해지고 

있다. 재벌개혁, 노동개혁, 갑을개혁 등의 공정경제 개혁은 뒤로 미루고, 기업들의 적극적 투자에 필요한 

각종 규제완화 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혁신경제”의 담론으로 우선시 되고 있다. 

이제 뚜렷하게 국정기조가 공정경제에서 혁신경제로 옮겨가고 있다. 인터넷은행을 위한 금산분리 규제, 

빅데이터산업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규제, 의료산업을 위한 영리병원 규제, 벤처산업 활성화를 위한 차등

의결권 규제 완화 등 각종 규제완화가 국정의 중심기조가 되고 있다. “혁신경제”는 생명, 안전, 경제적 약

자보호, 개인의 인권보호 등의 각종 “규제완화”와 같은 의미로 등치되었다. 경제개혁은 경제살리기에 저

해되는 규제강화로 인식되고, 여당 내에서도 재벌개혁, 주거(부동산)개혁, 노동개혁 등은 더 이상 추진되

지 못할 것 같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여당 내에서 경기가 회복되면 다시 경제개혁의 발동을 걸

자는 “숨돌리기론”이 나오고, 시민단체 등이 주장하는 재벌개혁이나 노동개혁 등은 우리 사회에서 원래 

실현가능성이 떨어지는 정책이었다는 회의론(?)마저 확산되고 있다. 공정경제와 혁신경제, 소득주도성장

은 더 이상 3개의 수레바퀴가 아니라 혁신경제 하나의 수레바퀴로 바뀌고, 소득주도성장은 사라지고 공

정경제는 점점 뒤로 밀리고 있다. 

3. 노동조합, 진보적 소상공인단체, 시민단체 등 연대하여 경제대개혁운동을

단기적 성과를 얻기 어려운 경제개혁은 뒤로 미루고, 검찰개혁 등 정치개혁으로 지지자를 결집하여 국정

을 운영하자는 기조는 정치적 갈등을 심화하고 정치의 사회통합기능을 방기하여, 사회적 합의와 정치적 

타협이 필요한 경제개혁을 더욱 어렵게 한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희미해져가고 있는 재벌개혁과 경제민

주화 재혁의 동력이 노동조합이나 중소상공인단체 민생단체들과 시민단체들이 연대해서 힘을 더해 동력

을 가지고 추진되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민주노총, 한국노총, 서비스노동자 연맹, 한상총련, 가맹점

단체 연석회의, 경실련, 민변, 참여연대, YMCA 등은 연대하여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네트워

크”, “99% 상생연대” 등을 결성하고 재벌개혁 대토론회. 산별연맹 노동조합 단위로 총수일가 지배구조

와 일감몰아주기 실태와 개혁에 관한 교육,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노동조합의 지역화폐, 제로페이 쓰기 

공정소비운동, 노동조합 차원의 불공정감시 센터 운용,  총선에서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공약채택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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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 등을 추진하고 있다. 주택임대차 개정운동본부, 상가임대차법 개정운동본부 등 세입자단체, 소상공

인단체 등 기층 대중운동단체와 시민단체가 연대하여 경제개혁을 요구하는 대중운동을 경험하거나 추진

하고 있다. 

재벌개혁, 갑을개혁과 같은 경제대개혁을 정부의 힘만으로 하는 것도 한계에 봉착해 있다. 시장에서의 다

른 경제주체들, 예를 들어 중소기업단체, 가맹점주단체, 대리점주단체, 대형유통점 납품업체단체 등이 재

벌개혁과 경제민주화 개혁의 주체로 나서도록 하는 방안을 정부의 행정개혁과 함께 추진되도록 해야 한

다. 중소상공인단체나 노동조합들도 집단교섭을 통해서 거래조건을 개선해 나가는 과정에서 불공정거래

문화는 해소되고, 거래조건의 개선을 통해 확보한 자금을 경쟁력 제고나 중소기업 노동자의 저임금 해소 

등에 투자하면 우리 사회와 경제의 양극화 현상을 줄일 수 있다. 위와 같은 경제주체들이 재벌 대기업과

의 상생협약 등을 통해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고 이익공유제, 성과공유제와 같은 동반성장의 과제를 세부

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정부가 모범 상생협약을 만들고 위와 같은 경제단체들과 재벌 대기업 사이의 상생

교섭을 중재하는 등 후견적 행정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다. 재벌개혁, 갑을개혁, 주거(부동산)개

혁, 노동개혁, 복지재정개혁 등 경제대개혁 운동을주창하고, 정치개혁 전선과 함께 경제개혁의 두 개의 전

선에서 개혁운동을 전개해야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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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경제민주화 실천을 위한 시행령 등 개정방향

채이배 국회의원

구분 제안내용
소관부

처
개정법령 제안 내용

이사회의 
독립성 
강화

사외이사 자격요건 
강화

법무부 상법 시행령
사외이사의 장기연인 제한규정 신설, 자문
계약 관련 제한규정 강화, 거래관련 법인 요
건 신설

대형 상장회사 기준 
하향조정

법무부 상법 시행령
대형 상장법인의 기준을 1조원 이상으로 하
향

금융회사 사외이사 
자격요건 강화

금융위
금융사지배구

조법 
시행령

비상장 금융회회사의 사외이사 결격사유 강
화, 사외이사 자격요건(전문성) 객관화

주주권 
강화

각종 소수주주권 행
사요건의 완화대상법

인 확대
법무부 상법 시행령

대상 법인의 기준을 자산 5천억원 이상으로 
변경(집중투표실시 청구요건도 동일)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내역 공시 강화

금융위
자본시장법 시

행령
주주총회 후 5일이내 의결권행사내용 공시

5% 룰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의 범위 조정

금융위
자본시장법 시

행령
임원의 임면, 정관의 변경, 배당의 결정 등
에 있어 범위조정 필요

공동보유자 성립요건 
강화

금융위
자본시장법 시

행령

의결권 공동행사의 범위를, 경영권에 영량
을 미칠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의결
권을 공동행사할 경우로 제한

상장회사의 지배구조 
동태적 적격성 심사

금융위
유가증권 상장

규정
시행세칙

상장회사의 지배구조 동태적 적격성 심사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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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
자에 대
한 정보
공개 확

대

개별 임원보수 
공시대상 확대

금융위
자본시장법 시

행령
공시대상을 보수총액 5억원 이상에서 1억
원 이상으로 확대

임원 보수공시 
내용 개선

금융위

기업공시서
식/

증권발행공시
규정

보상정책 및 보수지급의 기준과 방법 구체
화, 사업보고서에 임원보수규정 및 임원퇴
직금규정 등 첨부

배당에 관한 공시 강
화

금융위 기업공시서식
사업보고서에 회사의 배당정책 및 배당가능
이익계산서 공시

주주총회 결과보고 금융위

거래소 공시
규정

/기업공시
서식

주주총회 안건별 참석률 및 찬반비율 공시

임원 후보자에 대한 
공시 강화

법무부 상법 시행령

후보자의 겸직현황, 계열회사 등 약력, 고
교 이후 출신학교 및 재학기간, 처벌, 피소 
및 제재이력, 자격요건 충족 여부 등 구체
적 공시 

수시공시 중 주요사
항의 경우 

이사회 의사록 첨부
금융위

거래소 공시
규정

주요경영사항 공시에 이사회 의사록 사본 
첨부

횡령·배임 등과 관련
된 수시공시의 강화

금융위
거래소 공시

규정
일정 규모 이상의 제재, 지배주주 및 직원(
일정금액 이상)의 횡령·배임 공시

주주총회소집공고의 
공시사항 확대·강화

금융위 기업공시서식

사내이사 출석률 공시, 전년도 임원별 보수 
지급내역 공시,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인 감
사위원에 관한 사항 기재, 임원 겸직 현황에 
대한 사항 구체적 기재

회계·감
사의 투
명성 강

화

상장회사 감사인 선
임기준 공시

금융위 기업공시서식
외부감사인 최초계약일, 계약만료일, 감사
인 평가의 기준과 절차, 약정된 투입시간 및 
투입인력 등 공시

상장회사 감사·감사
위원 활동현황 공시

금융위
자본시장법 시

행령

감사·감사위원회의 검토·감사 실시내역(일
시, 참여인원, 내용, 기간, 검토방법, 조력을 
받은 경우 그 인원 및 기간 등)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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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 몰
아주기 
등 내부
거래에 
대한 규
제 강화

공정거래법상 일감 
몰아주기 및 회사기
회유용 규제 개선

공정위
공정거래법 시

행령
규제대상 지분율을 상장·비상장 20%로 단
일화, 일감 몰아주기 적용 예외사유 제한

일감 몰아주기 관련 
증여세 과세 강화

기재부
상증세법 시

행령
정상거래 비중 및 한계보유비율 하향, 과세
제외매출 조정

계열분리요건 강화
를 통한 경쟁제한 해

소 및 
일감 몰아주기 차단

공정위
공정거래법 시

행령
거래의존도 요건 부활, 일정기간 계열분리
된 기업에 일감 몰아주기 규제 적용

TRS 거래를 통한 
채무보증 규제 회피 

차단
공정위

공정거래법 시
행령

파생상품 계약 중 그 실질을 채무보증으로 
볼 수 있는 행위를 탈법행위로 추가

상법상 신용공여 관
련 이사회 결의대

상 및 
보고내용 강화

법무부 상법 시행령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관련 보
고대상 확대, 신용공여 관련 보고사항 확대

상법 신용공여 
요건 강화

법무부 상법 시행령
자금지원적 성격의 신용공여, 일상적 거래
의 신용공여를 경영상 목적 달성과 관계없
는 것으로 명확화

기타

보험회사의 자산운용 
규제 개선

금융위
보험업 감독

규정
주식 또는 채권의 소유금액을 공정가치 기
준으로 변경

지주회사의 판단요
건 강화

공정위
공정거래법 

시행령

주된 사업요건의 판단기준을 계열회사의 
주식가치 합계액으로 변경, 지주비율 주식
가액 평가방법을 장부가액에서 공정가치
로 변경

고용형태 현황 
공시 개선

고용
노동부

고용정책기
본법 

시행규칙

고용형태(정규직 전환실적, 소속외 근로자 
현황,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 등) 공시

금융회사 대주주 요
건 관련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등’ 원
용 문제 해소

금융위

금융회사지
배구조법 
시행령, 

자본시장법 
시행령,

보험업법 시
행령,

저축은행법 
시행령,

여전법 시
행령

대주주 요건 관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공시대
상기업집단”으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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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재벌개혁의 5대 과제’ 토론문

홍명수 명지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1. 대규모기업집단의 구조 개선

-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폐지 이후 다시 출자 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됨으로써 도입된 신규 순환출자 금지제

도는 기업집단의 구조 조정에 일정한 제약이 되고 있지만, 본질적으로 순환출자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

니며, 기업집단의 구조 변화를 이루기 위한 제도로서는 한계가 있음.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존 

순환출자를 금지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고려할 수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출한 전부개정안에서는 

의결권을 제한하는 방식을 도입하고 있음. 기존 순환출자에 대한 제한이 부과될 경우, 순환출자 고리에 의

존하고 있는 대규모기업집단의 구조 조정을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으며, 적어도 추가적인 계열 확대는 상

당히 억제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함. 이는 자율적 구조 개선을 지향하는 현 정부의 정책 기조에도 부합

- 그러나 이러한 정책 접근이 갖는 본질적인 한계에도 유의하여야 함. 대규모기업집단 자체의 해체, 즉 계

열 분리와 같은 조치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조치가 일반적인 차원에서 고려될 것은 아니지만, 적

어도 재벌에 의한 기업집단 방식에 따른 경제사회적 폐해가 용인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을 때, 이에 대

한 구조적 조치로서 해체나 계열 분리와 같은 방식(예를 들어 spin-off 방식1이나 이스라엘 모델2 등)을 제

도화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지속될 필요가 있음

1 spin-off 방식은 지주회사의 재편성에서 모회사로부터 분할하게 된 자회사의 주식을 모회사의 주주에게 배분하는 방식을 말

한다. Standard Oil 사건에서 동 방식의 활용과 관련하여, 홍명수, “Standard Oil 판결과 미국 Antitrust Law의 형성”, 경쟁저널 제

118호, 2005, 70면 이하 참조.

2 2013년 경제력집중법(Law for the Promotion of Competition and Reduction of Economic Concentration) 제정에 의

하여 재벌 개혁을 수행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경우, 재벌에 속한 기업이 일정 요건에 해당할 경우 6년 이내 매각 의무를 부과하고,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정부가 설립한 독립적인 수탁기관에 당해 기업의 주식을 매각하여야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박상인, “이스라엘 

경제력집중법 제정 의의와 함의”, 2016년 법–경제분석그룹 연구보고서, 2016, 142-147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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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독점규제법은 계열관계의 형성이나 확대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통제하지 않고, 기업집단의 자율

에 맡기고 있다는 점에도 주의를 요함. 법 제14조의2 제1항은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계

열회사로 편입하거나 계열회사에서 제외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해회사(특수관계인 포함)의 요

청이나 직권으로 계열회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나, 동 조항에서 심사는 계

열회사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에 한정됨. 계열회사의 편입에 의하여 기업집단은 확대되고, 당해 기업집

단에 의한 경제력집중이 심화될 수 있음.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실질적으로 심사

할 수 있는 권한을 마련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음. 경제력집중 억제를 위한 규제와 동일한 장에 편제되어 

있는 기업결합 규제는 수평결합, 수직결합 외에 동일 시장이나 인접한 시장에 위치하지 않은 기업들 간

의 결합인 혼합결합도 대상으로 하며, 혼합결합의 경쟁제한성 판단은 잠재적 경쟁제한성에 초점을 맞추

어 이루어짐3. 계열회사 편입의 심사를 제도화 할 경우에, 이러한 심사는 수평결합, 수직결합, 혼합결합에 

따라서 제시되어 있는 전통적인 기업결합 심사 기준 외에도 경제력집중 우려를 직접적인 고려 사항으로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게 될 것임. 이러한 접근 방식은 계열관계 형성에 경쟁정책을 실질적으

로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경쟁 정책과 재벌 정책을 종합하는 사고가 요구된다는 점에

서 정책적 타당성을 가질 수 있음

2. 지배구조의 개선 문제

- 우리나라에서 대규모기업집단, 특히 총수 있는 민간 대기업집단에 해당하는 재벌은 경제력집중의 유형

인 시장집중, 일반집중, 소유집중의 측면 모두에서 경제력집중을 주도하고, 각각의 집중은 상호 유기적으

로 결합하여 견고한 지위를 구축하고 있으며, 대기업집단 특유의 지배구조는 이러한 결합을 뒷받침하고 

있음. 재벌 총수는 친족이나 계열회사 등의 내부지분을 통하여 핵심 계열사를 지배하고, 계열회사 간 관

계를 통하여 다수의 기업집단으로 지배를 확장하며, 기업집단을 구성하는 각 계열회사는 전후방 관련성

을 넘어서 산업 전반에 진출하여 다수의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음. 결국 집단적 운영 방식은 

3 혼합적 결합의 경쟁제한성에 대하여, 잠재적 효과 외에도 참호효과론(entrenchment theory), 상호거래론(reciprocity the-

ory), 경제력집중 심화론(bigness is badness theory) 등에 다양한 판단기준에 따라서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으로서, Joseph P. 

Bauer, “Government Enforcement Policy of Section 7 of the Clayton Act: Carte Blanche for Conglomerate Mergers?”, 

California Law Review, 1983, 353-354, 369면 이하 및 혼합결합에 관하여 포트폴리오 효과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서, 이호영, “혼합결합의 경쟁제한성과 포트폴리오(portfolio) 효과, 경제법판례연구 발표, 2006. 11, 4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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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는 요인이 될 것임. 이러한 점에서 재벌의 지배구조 문제는 개별기업 지배

구조(corporate governance)와 기업집단 지배구조(group governance)의 이중적인 성격을 갖고 있으며, 

어느 한 차원에서의 지배구조 개선만으로는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음

- 기업집단 지배구조는 계열회사 간 지배관계와 운영을 의미하며, 궁극적으로 기업집단 전체가 총수의 

지배에 귀속되도록 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음. 기업집단 지배구조를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법률은 없으며, 

지분관계를 통제하는 간접적인 규제가 주로 독점규제법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음. 기업지배구조는 회사

를 관리하고 지배하는 구조를 의미하며, 법적 구조와 실제적 지배 흐름을 포괄하는 함의를 가지고 있음.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기업경영의 효율성을 유지하면서도 객관성과 타당성을 기하려는 목적의 지배구조 

개선 논의가 상법 개정에 반영되기 시작하였고, 현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국

민연금기금 의결권 행사 지침이 마련됨. 공정거래위원회도 집중투표제, 서면투표제, 전자투표제 등과 같

은 지배구조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그러나 대규모기업집단 지배구조 문제는 개별 기업 지배구조와 기업 집단 지배구조의 문제가 결합된 것

으로서, 특히 기업지배구조의 개선만으로 기업집단 지배구조의 근본적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 주

의를 요함. 이와 관련하여 회사법은 개별 회사를 중심으로 한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체계라는 점을 감안

하여 회사법 이외의 영역에서 기업집단 지배구조를 규율하는 기업집단법과 같은 별도의 입법을 고려할 수

도 있음. 예를 들어 독일 콘체른법은 주식회사법 제3편에 규정된 결합기업(Verbundene Unternehmen)에 

관한 법을 말하며, 규율체계는 계약 콘체른과 사실상 콘체른으로 나뉨. 계약 콘체른은 지배회사와 종속회

사 간에 지배계약이나 이익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며, 양자 간의 규율로서 지배회사의 일정한 의무, 종

속회사 소수주주의 보호, 지배회사의 포괄적 지시권과 책임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AktG 300-310)4. 

사실상 콘체른은 이러한 계약이 없는 상황에서 사실상 지배관계가 존재하는 경우를 말하며, 독일에서 콘

체른의 약 75%가 이에 해당. 콘체른법은 이러한 유형의 콘체른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지배회사가 종속회

사에게 불이익한 법률행위나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종속회사가 양자 간의 관

계(Beziehung)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할 의무를 부과하고, 지배회사가 손해배상 등의 일정한 책임을 부담

4 Volker Emmerich, J–rgen Sonnenschein & Mathias Habersack, Konzernrecht, C. H. Beck, 2001, pp. 279-28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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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등의 규정을 두고 있음(AktG 311-318)5. 이와 같은 계약 콘체른과 사실상 콘체른의 구분은 우리 법

제도에서도 참고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 기업집단에서 지배의 실질은 총수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

한 양상이 기업집단 지배구조의 규율에 반영될 필요가 있음

3. 경제력집중 규제의 체계 정합성 문제

- 현행 독점규제법상 경제력집중 억제를 위한 규제는 재벌의 해체가 아닌 지나친 확장을 억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내용적으로 대규모기업집단을 대상으로 한 출자 규제와 지주회사 규제로 구성되어 있음.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지주회사 규제가 설립 금지에서 허용 및 제한으로 변화된 이후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주회사 체제가 갖는 지배구조의 투명성 등에 의의를 두고 지속적으로 지주회사 권장정책을 추진해 왔

음. 이 과정에서 지주회사가 경제력집중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제한하기 위하여 부과되었던 다수의 

규제가 완화되었고, 결과적으로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기업집단의 수는 증가하는 결과를 낳았음. 이러

한 정책이 여전히 타당성을 갖고 있는지가 논의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이로 인하여 지주회사형 기업집

단과 순환출자형 기업집단 간에 규제 수준의 대등성과 규제의 정합성이 유지되고 있는지도 살펴볼 필요

가 있음

- 이원화된 규제체계에서 규제 수준이 균등하지 못할 경우에 수범자는 선호하는 특정 규제 영역으로 집

중될 수 있으며, 이는 규제체계의 정합성을 해하고 규제 전반에 걸쳐 실효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

음. 지주회사 규제의 경우 1998년 지주회사 허용 시 부과되었던 규제 기준이 대폭 완화되었으며, 지주회

사 권장 정책의 추진 결과로 볼 수 있음. 이러한 규제 수준을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한 규제와 비교하여 볼 

때, 특히 출자총액제한제도가 폐지되고 기존 순환출자 해소가 아닌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내용의 출

자규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기준 준수의 부담이 덜한 것으로 볼 수 있음. 따라서 향후에도 순환출자에 의

하고 있는 대규모기업집단의 지주회사체제 전환을 예상할 수 있으며, 나아가 지주회사 권장 정책에 따라

서 여전히 존재하는 지주회사 전환 시 부담이 되는 요인들을 완화하려는 시도가 계속될 경우에, 규제 불

균형은 현실적인 문제가 될 수 있음

5 Ibid., pp. 387-40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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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규모기업집단 행태의 개선

- 지난 정부가 추진한 부당 지원행위 규제 법리의 개선은 규제 범위의 확대와 규제 대상 행위의 명확화로 

특징지을 수 있음. 그러나 규제 실효성 측면에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경제력집중 규제의 관점

에서 부당 지원행위 규제가 갖는 긍정적 측면은 개별 시장에서의 행태에 대한 사후적 평가를 통하여 경제

력집중 우려를 통제하려는 것에 있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제도 개선 자체에 대하여 긍정적 평가가 가능하

며, 다만 할 것임. 법리적으로 불명화한 부분이 규제 실효성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는 노력이 경주될 필요가 있음

- 특히 법 제23조의2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사익편취적 행태에 대한 규제가 충분한 실효성이 있는지에 

의문이 있으며, 기업집단 내부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제적 동기, 현행 법상 정상거래와의 비교와 부당성 판

단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등의 입법적 상황 등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규제법리가 확립될 필요가 있으

며, 발표문에서 제시한 입증책임의 전환 등의 입법적 개선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재벌 문제가 경제력집중 억제를 위한 규제의 방식으로 독점규제법에 수용된 것은 우리 경제의 특수한 

성격을 고려한 경쟁정책의 실현과 밀접히 관련되며, 실질적으로 재벌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경제현

실의 인식은 독점규제법상 개별 위법행위의 심사에서도 구체화될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시장지배적 지

위남용행위의 규제와 관련하여 시장지배적 지위나 남용성 판단에 있어서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한 계열회

사로서의 특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함. 시장지배적 지위와 관련하여 EU 경쟁법은 수평적인 경우뿐만 아

니라 수직적 연관성 하에서도 집합적 시장지배력(collective dominant power)을 인정하고 있는데6, 이러

한 이해는 계열관계의 고려에 있어서도 참고할 수 있음. 또한 남용 평가의 기초가 되는 경쟁제한성 심사 

시 경쟁제한적 효과가 미치는 메커니즘이나 범위에 관하여 계열관계 및 대규모기업집단의 지배구조와 집

단적 운영 방식 등이 고려될 수 있을 것임

6 경제적 관련성에 기초한 집합적 시장지배력은 수직적 관련성 하에서도 인정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D. G. Goyder, EC 

Competition Law 4. ed., Oxford Univ. Press, 2003, pp. 332-333 참조. 이에 관한 판결로서 Irish Sugar 판결(Case C-497/99R 

[2001] 5 CMLR 108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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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와 관련해서도 재벌의 존재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일반적으로 시정조치는 위

반행위의 중지, 장래 유사한 행위의 금지 그리고 기타 위법행위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 구성됨

7.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는 구조적 조치보다 행태적 조치에 치중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주요 사업자

들이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한 계열회사로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규모기업집단의 존재나 운영방식이 

위법행위와 관련된다고 판단할 경우에 구조적 조치를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임

5. 중소기업 정책과의 조화

- 중소기업정책의 관점에서 경쟁정책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음.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의 실현은 상대적

으로 시장에서 열등한 지위에 있을 가능성이 큰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거래 기회를 제공하는 의미가 있

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경쟁정책은 중소기업 보호에 기여함. 다른 한편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은 대기업

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대기업과의 경쟁은 중소기업의 존속을 어렵게 할 수 

있음. 따라서 중소기업이 일정 수준 이상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보호 정책도 필요하며, 이러한 

범위에서 경쟁정책이 유보될 수도 있음8. 즉 중소기업 보호의 관점에서 경쟁정책은 경쟁의 실현이 요구되

는 경우와 경쟁이 유보되어야 하는 경우의 상충되는 측면이 있으며, 이에 대한 이해가 양자의 관계 에 반

영될 필요가 있음

- 거래 관계에서 나타나는 사업자 간 불공정성을 해소하려는 시도, 이른바 갑을관계 문제의 개선은 일반

적으로 재벌 소속 계열회사의 우월한 지위를 고려할 때, 간접적으로 의미 있는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임. 이

러한 정책의 실현은 구체적인 거래 실태에 대한 분석에 기초할 필요가 있음. 갑을문제로 통칭되지만, 거래

상 지위가 남용되는 양상, 을의 지위에서 감수하게 되는 불이익의 내용, 유통채널의 다변화 등 에 따른 을

이 처한 환경의 변화 등은 업종별로 다양하게 나타나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가 요구됨

  현 정부는 국정과제로서 재벌 개혁을 ‘재벌 총수 일가 전횡 방지 및 소유ㆍ지배구조 개선’의 과제로서 

7 독점규제법에 따른 시정명령은 그 본질적인 속성상 다소간의 포괄성·추상성을 띨 수밖에 없다고 판시한 것으로,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2두19298 판결.

8 구조적으로 열등한 지위에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경쟁력이 일정 수준에 이를 때까지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유보하는 것은 공

정거래법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일 수 있다. Fritz Rittner & Meinrad Dreher, Europ–isches und deutsches Wirtschaftsrecht, C. 

F. M–ller, 2008, p. 47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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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과제 설정에는 재벌 해체나 계열 분리와 같은 직접적인 구조 조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지 않는다는 함의가 담겨 있는 것으로 이해되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한 경제력집중 억제 정책

은 이러한 기조 위에서 추진된 것으로 보인다. 거대한 기업집단을 이루고 총수 개인에 집중된 단일한 지

배구조를 구축하고 있는 재벌의 운영 방식이 혁신 경쟁의 시대에도 유효할지는 재벌 스스로 고민해야 할 

문제라는 인식, 인위적인 구조 분리 정책이 낳을 수 있는 사회적 비용 등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재벌 개

혁의 구체적인 방향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그렇지만 현재의 규제 수준과 나아가 행태적 조

치의 강화만으로 재벌에 관한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는 것도 지나친 낙관일 수 있다. 적어도 구조

적 개혁의 가능성은 우리 사회의 의제로서 남아 있어야 하며,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제력집중 억제 정책을 

수립ㆍ집행함에 있어서도 이러한 문제의식이 유지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재벌 스스로에 의한 계열 

분리나 순환출자 해소와 같은 자발적 조치를 취할 경우에, 그 유인이 무엇이며, 어떠한 조건 하에서 이러

한 행태가 나타나는지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론적으로 기업집단의 범위는 계열회사를 기업

집단 안에 유지하는데 드는 한계비용과 기업집단 안에 위치한 계열회사의 한계수익에 의하여 결정되며, 

이때 기업이 부담하는 비용은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 제외된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적

정한 수준의 기업집단 규모를 초과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기업집단의 유지 비용을 사회적 비용이 

포함된 수준으로 증가시킬 수 있는 조치의 도입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또는 tunneling이나 propping

이 내부거래의 주된 동인이 되고 있다면, 이에 대한 규제의 강화는 이러한 목적의 거래 가능성을 차단하

고 따라서 계열회사의 유용성을 감소시킴으로써 계열 분리 등의 자발적 조치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즉 재벌의 자발적 구조 개선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더라도, 국정 이념에 대한 공감과 협조적 관계의 구축만

으로 지속적인 성과를 내기는 어려우며,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유인체계 구축에 역량

이 집중될 필요가 있다.

법제도 개선 과제와 관련하여 전부개정안의 입법절차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원인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 범위 밖에 있음은 분명하다. 그렇지만 몇 가지 공정거래위원회도 되돌아볼 지점은 있는 것으로 보인

다. 우선 경제력집중 억제 정책에 한정하여 볼 때, 전부개정안의 내용을 규제 강화로 평가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사익편취 규제나 금융ㆍ보험사 의결권 제한에서 규제가 강화된 부분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전

부개정안의 내용은 규제 강화보다는 규제 정비에 가까우며, 재벌 문제의 자율적 해결이라는 정책 기조가 

전부개정안에서도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 강조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개정 사항들이 시급성이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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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성에서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부분 개정을 병행적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전 범위로 논의가 전개되면서 핵심적 과제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지게 되고, 이는 결국 전부개정

안의 추진이 의미 있는 성과로 이어지는데 한계로 작용할 수 있다.

입법 과제의 추진과 별개로, 기존 법집행의 강화는 지속되어야 한다. 규제 역량을 집중하는 것뿐만 아니

라, 규제 실무에서 부딪히게 되는 법적 곤란을 해소하는 것, 예를 들어 「합병 관련 순환출자 금지 규정 해

석지침」의 제정의 경우처럼 법리적 쟁점을 명확히 하는 것도 법집행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 그 동안 공

정거래위원회의 활동 중에서 현황 분석이나 실태 조사 등을 지속적으로 행하고 그 결과를 공유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가장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항목이 분석 대상으로 추가되고, 심층적

인 분석이 결합됨으로써 보다 유용한 정책 자료로서 가치를 더하고 있는데, 향후에도 지속될 수 있도록 정

례화 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끝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제력집중 억제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요 기업집단과 소통하는 장을 마

련하고, 이를 통하여 순환출자 해소 등 기업들의 자발적인 개선 노력을 이끌어낸 것에 대해서는 그 자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과정을 가능한 한 절차적으로 제도화함으로써 법치주의

적 요구에 부합하면서 동시에 정책 실현 가능성과 지속성을 높이는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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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2020 경제대개혁 민생살리기

- 재벌개혁 과제 -

권오인 경실련 재벌개혁본부 국장

1. 재벌의 경제력 집중 현황

 1) 재벌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

 

 ○ 통계청에서 2019년 12월 10일 발표한 ‘2018년 기준 영리법인 기업체 행정통계 잠정 결과’ 자료를 보

면 아래 표와 같음

 - 전체 기업수의 0.3%를 차지하는 재벌과 대기업은 매출액의 47.3%(상출기업 30.2%), 영업이익의 

64.1%(상출기업 44.7%), 자산의 68.8%(상출기업 28.9%)를 차지

 - 전체 기업수의 99.1%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은 매출액의 37.5%, 영업이익의 22%, 자산의 22.8% 밖

에 되지 않음. 중소기업은 부채에 있어서도 2017년 대비 30.1%가 증가함

 - 영업이익에 있어서 대기업은 전년대비 2.7% 증가했지만, 중소기업은 (-)14.2%로 감소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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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1> 기업규모별 매출액 및 영업이익

(단위: 십억원, %, 전년 대비)

전체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상출기업
기타

대기업
계 중기업 소기업 계

기업수

'17년 666,095 1,246 947 2,193 3,969 66,499 593,434 659,933

'18년 708,756 1,272 964 2,236 4,431 69,498 632,591 702,089

증감률 6.4 2.1 1.8 2.0 11.6 4.5 6.6 6.4

구성비 (100.0) (0.2) (0.1) (0.3) (0.6) (9.8) (89.3) (99.1)

매출액

'17년 4,759,963 1,392,682 893,539 2,286,222 670,944 1,088,546 714,252 1,802,798

'18년 4,895,245 1,477,525 836,156 2,313,681 745,708 1,094,148 741,708 1,835,856

증감률 2.8 6.1 -6.4 1.2 11.1 0.5 3.8 1.8

구성비 (100.0) (30.2) (17.1) (47.3) (15.2) (22.4) (15.2) (37.5)

영업

이익

'17년 290,647 118,630 58,880 177,510 40,322 53,497 19,318 72,815

'18년 284,416 127,139 55,084 182,223 39,724 49,998 12,472 62,470

증감률 -2.1 7.2 -6.4 2.7 -1.5 -6.5 -35.4 -14.2

구성비 (100.0) (44.7) (19.4) (64.1) (14.0) (17.6) (4.4) (22.0)

자산

'17년 9,633,865 2,794,492 4,064,130 6,858,623 798,403 949,016 1,027,823 1,976,839

'18년 10,493,849 3,032,867 4,188,590 7,221,456 880,885 1,075,392 1,316,116 2,391,508

증감률 8.9 8.5 3.1 5.3 10.3 13.3 28.0 21.0

구성비 (100.0) (28.9) (39.9) (68.8) (8.4) (10.2) (12.5) (22.8)

부채

'17년 6,785,615 1,712,547 3,398,445 5,110,992 375,524 558,045 741,053 1,299,098

'18년 7,489,529 1,879,390 3,509,208 5,388,598 410,294 635,594 1,055,043 1,690,637

증감률 10.4 9.7 3.3 5.4 9.3 13.9 42.4 30.1

구성비 (100.0) (25.1) (46.9) (71.9) (5.5) (8.5) (14.1) (22.6)

*자료 : 통계청 ‘2018년 기준 영리법인 기업체 행정통계 잠정 결과’(2019.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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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재벌 토지자산의 증가

 ○ 2018년 기준 5대 재벌의 토지자산 증가는 지난 23년 간 60.9조원(6배)가 증가하였음. 이는 순수 장부

가액 기준이고, 공시지가나 시세로 했을 경우 더욱 커질 것임

 ○ 문제는 재벌들 부동산을 통한 몸집불리기에 대해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음. 과거 노태우 정부와 김

영삼 정부에 있었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중과세, 비업무용 토지 부동산 강제매각, 여신운영규정 

제한을 통한 대출규제, 재벌과 임원들의 부동산보유현황 발표 등의 조치들은 1997년 외환위기를 거

치면서 없어졌음 

 - 2011년 부터는 국제회계 기준이 도입되면서 사업보고서 및 재무제표에서 기업 보유 토지 면적, 공

시지가 까지 사라지고, 지금은 장부가액 밖에 확인 할 수 없음

<표2> 5대 재벌 보유 토지자산(땅값) 장부가액 변화

                                                                                      (단위:조원)    

　
1995

(A)

2007

(B)

증감

(B-A)

2018

(C)

증감

(C-B)

증가총액

(C-A)
증가배수

현대차 2.2 5.3 3.1 24.7 19.4 22.5  11.3 

롯데 1.3 6.6 5.2  17.9 11.3  16.5 13.3 

삼성 3.7 7.7 4.1  14.0 6.3  10.3 3.8 

SK 1.8 3.1 1.3  10.4 7.3  8.5 5.7

LG 3.3 1.5 (-)1.7 6.2 4.7  3.0 1.9 

합계 12.3 24.2 12.0  73.2 49.0  60.9 6.0배 

주) 1995년 자료 : 당시 건설교통부 토지국 토지정책과가 발표한 재벌 및 임원 보유 토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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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비생산적인 활동에 집중

 ○ 5대 재벌을 예로 보면, 재벌들은 집중된 경제력을 바탕으로 제조업 보다는 비제조업 쪽으로 계열사를 

늘려왔음. 특히 2007년부터 2017년 까지 늘어난 계열사 중에 부동산/건설/임대 관련 계열사가 28개

사(3.2배)가 증가해 가장 많이 늘었음

<표3> 5대 재벌 제조업 및 비제조업 분류

(단위 : 개사, %, 배)

구   분 2007년 2017년 증 감 증가배수

계열기업 증가

제조업 88(38.8%) 120(32.5%) 32(22.5%) 1.36배

비제조업 139(61.2%) 249(67.5%) 110(77.5%) 1.79배

합  계 227(100.0) 369(100.0) 142(100.0) 1.62배

<표4> 공시된 업종과 관련 사업 있는 계열사 현황 비교

(단위 : 개사, 배)

그룹
부동산/건설/임대 관련 계열사

2007 2017 증감 증가배수

롯데 4 18 14 4.5

현대차 1 10 9 10.0

SK 3 7 4 2.3

삼성 4 5 1 1.3

LG 1 1 0 1.0

전체 13 41 28 3.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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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벌개혁 핵심과제

재벌의 경제력 집중 억제, 황제경영 방지, 불공정거래행위 근절

 □  재벌은 경제력 집중과 황제경영,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통해 경제의 구조적 폐해를 가져오고 있음. 그 

중 경제력 집중 문제는 가장 심각한 것으로 판단됨. 하지만 20대 국회와 문재인 정부에서는 재벌개혁 

이슈가 실종된 상황임. 국회에는 실효성 없는 법안들이 국회의원들과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발의되

어 있는 상황이며, 그마저도 법통과가 좌절되었음

 - 문재인 정부와 국회는 오히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제정을 통해 은산분리를 훼손했으며, 차등의

결권 도입까지 시도하고 있는 암울한 상황임

 □  21대 총선을 계기로 20대 국회 재벌개혁과 관련한 활동을 평가하여 이를 유권자들에게 알리고, 실효

성 있는 개혁안을 제시하여 정당과 국회의원들이 이를 수용토록 해야 함. ‘99% 상생연대’에서는 21

대 총선 재벌개혁안으로 크게 경제력 집중억제와 황제경영방지, 불공정거래행위를 위한 핵심적인 수

단들을 배치해야 함

 1) 출자규제의 정상화

 ○ 출자구조 2층으로 제한하여 기업집단 출자규제를 정상화(공정거래법 개정)

 - 계열사(출자계열사)에게서 출자 받은 계열사(피출자계열사)는 다른 계열사에 출자를 금지. 100% 

출자는 적용제외

    * 현 공정거래법 상 지주회사 규제와 순환출자 규제를 별도로 둘 필요성이 없음

    * 출자계열사(지주회사)에게는 부채 비율 규제를 유지

    * 이 출자규제는 5대 재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공시대상기업집단 순으로 순차적으로 적용. 적용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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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기업집단들은 4년 내에 3층 구조, 6년 내에 2층 구조로 소유지배구조 단순화

 

 2) 금산분리와 금융그룹통합 감독

 ○ 구조적 금산분리

 - 주요 금융회사(그룹)와 주요 실물회사(그룹)를 동시에 지배하는 것을 금지

    * 주요 회사(그룹)에 대한 정의는 이스라엘 개혁 사례 참고

 - 구조적 금산분리에 해당되는 기업집단은 6년 안에 구조적 분리 완수

  

 ○ 그 외 복합금융그룹에는 통합감독 체계 적용

 - 금융그룹통합감독법 법제화 필요

 

 3) 소수주주 동의제 도입

  

 ○ 지배주주 사익편취 방지를 위한 소수주주 동의제(MOM : Majority of Minority) 도입(상법 또는 거

래소 상장 규칙에 도입)

 - 총수일가의 이해 관련 거래에 대해 주총에서 비지배주주(소수주주)의 다수결로 동의를 받도록 함

*  총수일가의 이사와 임원으로서의 보수, 계열사간 M&A, 일정규모 이상의 내부거래에 대해 적용

* 인도에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내부거래에 대해 상장규칙과 상법, 이스라엘에서는 총수일가와 이해

관계가 있는 모든 사안에 대해 상법에 규칙을 둠. 이외에도 the major Canadian provinces, Australia, 

Hong Kong, Indonesia, Mexico, Russia, and other former members of the Soviet Union 등에서 법

제화 되어 있고, European Union도 도입을 고려 

     * 최근 삼성그룹 준법감시위원회와 같이 꼼수가 아닌 지배구조 상 상시적 견제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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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징벌배상과 디스커버리제 

 

 ○ 징벌배상 특별법 제정

 - 기술탈취와 공정거래 관련(공정거래법,하도급법, 대리점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 제조물

책임법 등) 민사소송에 대해 고의성 입증을 전제로 징벌배상 적용

 - 징벌배상액은 피해액의 10배 또는 가해자 매출액의 10% 중 더 큰 액수를 상한액으로 설정

 ○ 디스커버리 특례법 제정

 - 민사소송 원고측 대리인이 형사소송의 검사와 동일한 능력으로 증거를 수집할 수 있도록 법원이 

허용

 - 공정위, 법률구조공단 등 국가기관이 징벌배상 소송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마련

 

 5) 재벌 보유 부동산 공시 및 보유세 강화

 

 ○ 재벌 보유 부동산 사업보고서 상세 의무공시

 - 비생산적 활동 및 부동산투기 방지, 토지를 통한 불로소득과 경제력 집중 방지를 위해 공시대상 기

업집단(자산 5조원)에 대해서는 보유부동산(토지 및 건물) ▲건별 주소 ▲면적 ▲장부가액 ▲공시

지가 등을 사업보고서 또는 공정위 공시에 의무공시하도록 공정거래법 개정. 향후 외감대상법인으

로 전체 확대

 ○ 일정규모 이상 법인의 연도별 보유토지 및 비업무용토지 현황 및 세금납부 실적 상시적 공개

   

 ○ 종합부동산세 별도합산토지 세율 인상

 - 별도합산토지 현행 세율 0.7%를 최소 2% 이상 상향. 공시가격 현실화

 - 주력사업 아닌 비업무용의 토지는 종합합산토지에 포함하여 보유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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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문

불평등 양극화 해소를 위한 개선 과제

정문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책본부 본부장

Ⅰ. 급속한 환경 변화 

한국 경제·사회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사회구조 변화, 양극화 및 불평등 심화, 일과 산업의 디지털

화, 지구온난화와 화석연료의 고갈로 인한 기후변화, 뉴노멀(New Normal) 저성장 저고용 시대에 진입하

면서 성장잠재력을 잠식시킬 변화들이 진행되고 있어 미래에 대한 지속가능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상황

1. 인구사회구조 변화 

 ○ 세계에서 가장 빨리 늙어가는 나라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저출산·고령사회 진입하여 노동 투입에 의한 경제성장은 향후 더욱 축소될 

것이고, 특히, 베이비붐 세대 은퇴까지 진행되고 있어 사회경제 충격과 부담으로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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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년,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7%를 넘어섰고, 앞으로 2018년에는 14%, 2025년에는 본격적인 

초고령사회(20%)에 도달 

 -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2017년을 정점으로 감소하여 2050년에는 2,200만 명 수준으로 줄어 심

각한 노동력 부족 현상 직면 

 -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도달하는데 18년,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까지는 불과 7

년밖에 걸리지 않아 OECD 국가들 중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 중 

한국의 인구 추계

총인구 5,163만 명(2018.11월)

인구정점 5194만명(2028년)



2부 양극화 해소 | 79

 ○ 세계에서 가장 낮은 영점대 출산율

 

 - 2018년 출산율은 0.98%로 세계에서 유일한 영점 대 기록하였고, 2019년은 처음으로 출생아 수가 

20만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

 - 출산율 감소에 따라 생산가능인구에 편입되는 규모는 2032년까지는 40만 명대를 유지하다가 2033

년부터는 30만 명대, 2035년부터는 20만 명대로 급격히 감소함.

 - 이로 인하여 생산가능인구는 2020년부터 21만 명 감소, 초고령사회 진입하는 2025년 172만 명이 

감소함. 이에 반해 노인 인구는 해마다 증가하여 2020년 106만 명이 증가하여 사상 처음으로 100

만 명대 진입하고, 2025년에는 345만 명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함. 

출생아수 및 출생률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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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이비부머는 73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4.1% 차지, 2010년부터 ’55년생이 정년을 맞이하여 은퇴

가 진행되어 해마다 50만 여명이 순차적으로 은퇴하고, 2020년부터 노인인구로 편입

 - 베이비부머 은퇴는 생산인구 감소, 고숙련 노동력 부족으로 노동생산성 및 기업경쟁력 저하, 잠재

성장률 하락 등 노동의 양과 질 저하라는 국가차원의 중대한 문제임. 내수시장 위축, 조세수입 부족

으로 인한 정부의 재정악화, 사회보장비용 증가, 공적연금의 재정적 부실 등 수반

 - 주된일자리에서 퇴직연령이 49세로 연금수급 개시연령보다 13년이 빠르기 때문에 중장년층에게 

은퇴는 곧 경제적 고통으로 이어져 빈곤층으로 전락 

 - 신규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인력규모 보다 은퇴자 인력규모가 커 노동력 부족은 물론이고 경제사

회에 부담과 충격을 주게됨. 따라서, 지금부터 정년 연령 연장을 준비해야 하고, 2022년부터는 정

년 연장이 청년고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되지만, 정년 연령을 65세로 연

장하는 것에 있어 청년 일자리와 연계한 노동시간 단축 프로그램으로 ‘사회연대형 세대간 상생 일

자리 생태계’ 조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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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뉴 노멀’시대 도래와 잠재성장률 하락 

 - 한국경제는 2000년대까지 실질 GDP가 연간 4%에 육박하는 성장을 달성하여 OECD 회원국 중 가

장 빠르게 성장하는 국가였음. 그러나 한국의 잠재 성장률1은 1995년 7%에서 2020년 약 2.5~2.6%

로 낮아졌고, 생산가능인구 성장률이 1.4%(1995)에서 0.7%(2000)로 줄어들었고, 올해부터 마이

너스로 돌아서 노동 투입의 경제성장 기여도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 

1 한 나라의 모든 생산요소를 투입해서 달성할 수 있는 최대 경제성장률을 의미함. 통상 자본 스톡 같은 생산투입요소와 인적 자

본, R&D 투자규모, 제도 등 경제의 효율성과 관련된 요소들에 의해 결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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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과 산업의 디지털화 

G7국가와 우리나라의 Non-ICT 산업의 자본심화지수

자료: 정규승(2019),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GDP 변동성 축소”, KOSTAT 통계플러스 2019년 가을호, 통계청 통계개발원

잠재성장률 추정결과

연대별 경제성장 추이 2010년대 경제성장률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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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0년대 이후 산업의 기술진보는 자본 편향적·노동 배제적 방식으로 이루어짐.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도 자본의 노동 대체가 빠르게 이루어졌고, 2010년 이후엔 노동 절약적 기술진보(labour 

saving technology growth)의 양상이 보다 확연히 나타남. 

 - 디지털기술을 활용한 기업의 업종전환이나 산업간 융합이 늘어나고, 디지털 기업의 새로운 사업모

델이 급속하게 시장을 장악하며 산업지형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 디지털기술의 발전으로 자동화

가 확산돼 노동시장 내 고용불안을 가중하는 한편 디지털 플랫폼 산업의 출현은 전통적 산업의 붕

괴를 가져올 수 있음.

로봇밀도와 제조업의 국내 부가가치 창출비중은 반비례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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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경우 불공정한 경제구조와 낮은 수준의 노동권, 빈약한 사회안전망 등이 개선되지 않은 채 기술

발전만이 가속된다면 ‘고용 없는 성장’이 심화되고 불공정과 불평등, 양극화와 격차는 돌이킬 수 없

을 정도로 확대될 것임.

한국

산업용 로봇 

연간
공급
추이

로봇밀집도

한국,
세계1위

온라인쇼핑 판매규모 추이
소매판매액 中 온라인쇼핑 거래액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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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후변화

 - 지구 온난화와 화석연료의 고갈은 금세기 인류가 직면한 가장 큰 위협.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 인류는 스스로 그 재앙을 맞이할 수 있음. 

 - 국제사회는 기후변화에 대응해 1992년 UN 기후변화협약(리우협약)을 시작으로 1997년 교토의정

서, 2015년 파리기후협약 등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국제적 노력을 강화하고 있음. 

 -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100대 국정과제에 “국민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 사회”를 위한 미세먼

지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탈원전 정책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 신기후체제에 

대한 견실한 이행체계 구축 등을 포함. 신재생에너지 보급·확산, 탈원전 에너지전환 로드맵 수립, 노

후 석탄화력발전소 일시 가동 중단 및 조기 폐쇄, 노후원전 수명연장 금지 등 과거에 비해 적극적인 

에너지전환 정책이 추진되었으나,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에 대한 원천적 부정과 신규 화력발전소 건

립 용인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 

 - 기후변화는 국가경제와 산업의 틀이 바뀌는 지각변동. 지속가능한 사회경제체제로의 전환과 자원·

에너지 안정적 확보 차원에서 신성장동력으로서 녹색산업 육성은 새로운 성장기회를 포착할 수 있

는 기회가 됨. 

 - 또한, 온실가스 감축의 영향으로 위축, 쇠퇴, 소멸되는 산업분야에 대한 대책으로서 친환경대체고

용과 이에 수반되는 보상, 교육, 재훈련 프로그램이 먼저 갖춰져야 함. 정부의 에너지·산업정책과 

기업의 사업전환 등 경영전략 수립에 있어 노동배제적 관행을 자세를 버리고, 노동자가 정책결정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사회적 대화와 노사협의를 강화해야 함.  

Ⅱ. 한국경제사회의 새로운 방향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의로운 전환

 - 한국경제는 그동안 신자유주의 정책(Top-down 경제모델방식)에 따른 감세, 규제완화, 노동유연

화 등을 일방적으로 추진한 나머지 구매력을 상실한 대다수 국민은 부채 의존하여 생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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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히, 박근혜정권은 4년간 집권기간 동안에 가계부채 1,000조 시대를 열었고, 역대정권 가운데 가

장 높은 가계부채 증가를 기록하여 47.2%가 증가한 총 455조3천억 원이 증가하면서 경제사회적 

양극화가 더욱 심화됨. 이와 같이 박근혜정권에서 가계부채가 급증한 것은 소위 초이노믹스로 불

리는 부동산대출규제완화, 금리인하 정책을 펴면서 실질임금 인상을 억제하는 부채주도성장 정책

을 추진했기 때문임. 

 - 이후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가계부채 증가율은 진정기미를 보이고 있으나 2019. 3분기 현재 1572조 

6천억 원을 기록함. 

 - ’97년 이후 두 차례의 경제위기를 관통하면서 정부가 노동시장 유연성을 만병통치처럼 사용한 나

머지 이중화, 양극화의 분절구조가 심화되고 있음. 기본적으로 고용형태(정규직과 비정규직), 기업

규모(대기업과 중소기업), 성별의 3개 단층선에 의해 구조화되고 있음. 

 ○ Top-down에서 Bottom-up방식으로의 모델 전환

 - 당면한 한국경제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더이상 ‘보이지 않는 손(시장)’에 맡겨서 방치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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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니라 정부가 직접적이고 강력한 시장개입을 통해서 자본을 규제하고 노동을 옹호하는 Bot-

tom-up경제모델을 선택해야 함.  

 - 즉, 국가에 의한 직접적이고 강력한 개입과 시민사회에 의한 통제를 통해서 시장경제의 문제점을 

인간화와 민주화의 관점으로 치유하는 조정시장경제(coordinated market economies)로 전환해야 

하는 것임.

 - 이에 따라 ILO(국제노동기구),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등 국제사회는 글로벌금융위기이후 

세계 각국이 부채, 수출주도 성장에서 소득(임금),내수 주도 성장으로 경제패러다임을 전환할 것을 

제시하면서 ‘임금·소득주도 성장’은 당면한 시대적 요구로 부상함. 

 - 국제적으로 경제정책 방향의 조류를 시대적으로 분류하면 2차 세계대전 이후 20년 이상 지속되어 

온 자본주의 황금기는 1970년대 오일쇼크 충격으로 성장이 둔화되었고, 그 결과 고실업이 장기간 

지속되었음. 기존 성장위주 정책을 수정하기 위한 거시경제의 구조적 개혁이 단행되었고, 그 방향

은 장기성장과 고용·소득의 안정을 추구하는 안정화 전략이었음. 구체적으로 거시경제의 안정화와 

이를 뒷받침할 지식경제기반 강화, 노동시장제도의 변화와 동시에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조치로

서 사회복지체계 최적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ALMPs)이 동시에 구사되었음. 이는 지속가능한 성

장을 추구하고, 시장실패 및 빈부격차 확대에 따른 인적 손실과 경제사회적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

한 조치였음.     

 - 특히, 영미국가를 시발로 30년 이상 지속되어온 신자유주의 정책의 폐해가 드러나면서 글로벌금융

위기 과정에서 주요나라들의 경제정책방향은 ‘임금과 고용의 안정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를 좀 

더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서 정책 변화를 시도하고 있음. 

 ○ 노동존중사회를 위한 노동중심 임금·소득주도성장

  노총은 2011년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미래전략보고서를 채택. 미래전략은 한국노총이 지향하는 2045

미래사회의 상을 ‘노동이 존중되는 평등복지통일국가’로 정하고, 사회개혁조합주의 운동을 통해 100대과

제를 참여, 연대, 투쟁의 실행전략을 통해 달성한다는 방침을 세움.  

  노동이 존중되는 평등복지통일국가는 보편적 복지, 재벌체제 개혁과 시장경제에서 조정경제모델로의 

전환, 분단을 넘어 통일조국 하에서 동북아시아의 평화공존 시대, 화석연료에 기초한 산업의 녹색경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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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전환, 분권화·파편화된 노사관계의 다층화를 통한 실질적 사회적 대화체제로의 전환, 고용, 임금 등 노

동시장이 안정화된 미래노동사회를 뜻함.

  2016,7년 연인원 1700만 명의 시민이 광장을 달군 촛불혁명은 박근혜 탄핵, 적폐세력 심판, 문재인 정부

를 출범시킴. 문재인 정부는 노총이 주창해온 ‘노동존중사회’를 표방하며 국정과 제화함. 

  집권 1년차 문재인정부는 최저임금 1만원,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노동시간단축 등 의미 있는 

노동정책들을 전개함. 

  그러나 적폐세력과 촛불권력이 여의도1번지에서 공생·대립하면서 사회개혁이 지연되고 극단적 이념갈

등이 분출되었고 촛불민심은 이반됨. 이로 인하여 노동존중사회, 소득주도성장 등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

책기조와 방향이 흔들리고 우경화, 반노동의 조짐마저 보이고 있음. 

  보다 분명한 것은 한국 사회가 경험하고 있는 과정이 재벌중심 부채주도 성장을 노동중심 임금소득주도 

성장으로 전환하는데 수반되는 고통이라는 점. 즉, 우리 노동사회경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성장통으

로서 소득주도성장, 노동존중사회, 포용복지국가 정책기조는 유지, 강화되어야 함. 

ν 노동중심 임금·소득주도 성장

  노동존중사회를 위하여 △공정한 경제, △좋은 일자리, △인간다운 노동, △보편적 사회보장을 지향하

고, 노동중심 임금·소득주도 성장을 통해서 이를 실현시켜 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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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중심 임금·소득주도성장의 출발은 사회연대적 노사관계 구축을 통해서 가능   

 노동3권과 노동조합의 헌법적 시민권이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제도와 정책, 관행에 있어서

는 노동자의 기본권에 대한 보호와 노동에 대한 존중은 매우 취약. 헌법이 정하고 있는 노동기본권을 하

위 법률이 제약하고, 보수정치권은 노조를 사회 ‘악’으로 폄하하면서 반노동정책과 문화를 조성하여 노

동조합을 고립화, 억압하고 있음.   

 ‘노동중심 임금주도성장’은 기울어진 저울을 바로잡아 자본과 노동간 균형을 맞추는 것 

 사문화된 노동기본권을 온전하게 보장하고, 88%(1800만 명)의 미조직 노동자의 이해를 대변하고 보호

할 수 있도록 단체협약 효력의 적용 확장, 노동회의소, 노동이사제 등 노동자대표제도를 도입하고, 연대

임금 실현을 위한 산별교섭체계를 확립해야 함. 

노동중심 임금주도성장의 핵심축인 사회연대적 노사관계가 구축되면 노동시장에 만연해 있는 불평등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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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이 해소되어 공정한 분배가 실현되고, 평등하며 안정된 노동시장을 기대할수 있음. 

 대기업의 울타리에 갇힌 의도하지 않은 노사 담합구조를 울타리 밖에서 산별교섭이라는 연대구조로 바

꾸어 기업복지를 사회복지로 전환·확대하고, 대중소기업과 원·하청이 함께 교섭하면서 산별표준임금을 

만들어 임금격차를 해소할 수 있음. 

 불평등 및 양극화는 한국 경제사회를 병들게 하는 바이러스임. 이를 처방, 치유하기 위해서는 경제민주

화 백신이 필요. 대중소기업간 원·하청간 협력적 도급관계, 자영업·소상공인의 활성화는 경제민주화를 통

해서 이루어낼수 있음.  

 경제민주화는 상법, 하도급법, 공정거래법 등 제도개선 만으로는 제한적임. 노동자경영참가는 원·하청 

수직관계를 공정한 수평관계로 개선하는 역할을 담당하므로 사회연대적 노사관계는 경제민주화를 위한 

필요충분조건. 주거, 보건·의료, 보육·교육 등 가계지출의 1/3을 차지하는 3대 가계지출을 노동, 자본, 정

부 3자가 분담하여 사회임금 30%를 확보하면 내수활성화로 이어지고, 우리경제는 더욱 더 건강한 발전

을 기대할 수 있음.  

소결

급속한 환경 변화가 시작되면서 성장엔진 식어가고 있는 한국경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서는 

1차적으로 부가가치 또는 잉여가치를 유지, 확대하고, 분배 정의를 실현해야 함. 

이를 위하여 본고는 양극화 및 불평등 해소에 초점을 맞추어 그 현황과 인과관계, 문제해결을 위한 

방향 제시하고, 목표와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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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양극화 및 불평등 현황

 경제사회 양극화와 불평등을 초래하는 핵심적인 원인은 기득권층의 ‘자원과 부(富)의 편중과 대물림’으

로 집약되는 생산물시장의 ‘불공정’과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에서 기인함. 

 따라서 ‘공정한 경제’라는 기반과 토대 위에서 국가는 이를 위한 조정자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적극적으

로 실행해야 함. 

 헌법 제119조2에서 정하고 있는 ‘경제 민주화’는 ‘국가’가 규제와 조정자로서 역할과 책임을 적극적 실

행하여 “분배정의, 공정경쟁, 경제주체간 조화”를 통하여 균형적인 경제 성장과 안정을 추구하는 것임.

 공정한 경제의 실현을 위해서는 고속성장의 최대수혜자인 재벌의 전면적인 개혁과 대기업의 사회경제적 

책임 강화, 투기자본의 감독 및 금융의 공공성 강화, 조세 개혁, 불공정한 도급구조 개선과 중소기업의 보

호 및 지원 육성이 이루어져야 함. 

 따라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양극화해소 및 고용플러스위원회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기업의 투명경영, 

책임경영, 산업민주주의, 조세정의 등을 논의하고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여 경제·사회 양극화를 해소하

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조화를 달성해하는데 이바지해야 함.

① 기업, 가계 소득비중 추이

 - 외환위기를 전후로 비교(1994년과 2016년)하면 가계소득 비중은 -8.5%, 기업소득 비중은 7.5%

가 증가 

2 대한민국 헌법 제119조 ①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 국가

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

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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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원·하청간, 대중소기업간 영업이익, 연구개발 추이

 - 대기업의 영업이익률은 중소기업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해오고 있으며, 2014년 이후 다시 격차 확대

 

 - 원청대비 1,2차 하청업체의 임금수준은 60% 수준에 불과한 반면에 노동시간은 오히려 104~5%로 

원청대비 1~2차 하청업체 노동조건 비교(2017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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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간노동에 놓여 있음

 - 자동차, 전자 등 주력산업에서 원청대기업과 하청중소기업간 연구개발집약도는 자동차산업이 4배

수준, 전자산업은 3.75배 수준을 보임 

 - 자동차, 전자 등 주력산업에서 원청대기업과 하청중소기업간 연구개발집약도는 자동차산업이 4배

수준, 전자산업은 3.75배 수준을 보임 

③ 1%, 10% 상위 소득비중 추이

 - 상위1% 부자 점유비율은 한국이 미국, 네델란드 다음으로 세 번째로 높고, 상위10% 집단의 소득

이 50%를 넘게 차지함. 

대중소기업 영업이익률 추이 A전자와 협력업체 영업이익률 비교

A자동차 연구개발 집약도(%) B전자 연구개발 집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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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토지 및 부동산 보유 현황 

 - 상위 50만명이 전체 토지의 54%를 소유, 총2163만 세대 가운데 상위 50만세대(2.3%)의 소유비율

은 56.0% 차지 (국토부, 2017 토지소유현황)

최상위 10% 집단의 소득 비중 최상위 1%, 1%~5%, 5%~10%  집단의 소득 비중

상위1%
부자

점유
비율

자료:OECD.Stat
(http://Stats.oecd.org

10년간 주택소유 변화

부자들의 10년간 주택보유 변화

10년간 총 주택수 및 주택소유자 변화

전제 주택 공급량 중 다주택자가 절반이상 사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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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기준 상위 5대 재벌 보유 토지는 23년간(1995~2018년) 61조원으로 6배 상승3

 - 2018년 주택10채 넘게 가진 집부자는 37,500여명으로 증가하여 통계집계이후 역대 최대치 기록, 

51채 이상 가진 슈퍼다주택자도 1800여명, 2~10채의 다주택자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

⑤ 임금불평등 추이

 - 상하위 10%간 임금격차는 4.5배로 OECD 회위원국中 3위

 - 저임금노동자 비중은 19%(2018. 6월)로 20% 아래로 떨어진 건 2008년 같은 조사를 시작한 뒤 처

음. 2013년 24.7%에 이르던 저임금 노동자 비율은 이와 같이 10%대로 감소한 것은 최저임금 인상

효과로 풀이됨. 

⑥ 복지 불평등 (기업복지, 부실한 사회안전망)현황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장기요양보험 등 사회보험을 비롯한 각종 사회복지제도를 갖

추고 있지만 사회복지지출 GDP 비중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10.4% 수준 

- 법정외 복지비용은 기업규모별 복지격차가 최근 다시 확대되고, 중소기업의 복지 비용은 대기업대비 계

속해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3 경실련(2019. 12. 17) 발표한 ‘5대 재벌 토지자산 증가 및 역대 정부 재벌토지자료 공개실태’ 자료에 따르면 5대 재벌의 보

유 토지 장부가액은 12조3000억원에서 73조2000억원으로 약 61조원(6배)이 증가. 취득가 대비 시세로 환산했을 경우 증가한 자산

의 금액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임. 2018년말 현재 토지 가액(땅값) 순위는 현대차 24조7000억원, 롯데 17조9000억원, 삼성 14조원, 

SK 10조4000억원, LG 6조2000원 순17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재벌 보유토지자료 공개하지 않는 문재

인 정부 2018년 말까지 5대 재벌의 장부에 기재된 토지자산은 총 2016년 71조7000억원에서 2018년 73조2000억원으로 총 1조

5000억원 증가했다. 현 정부 출점 직전인 2016년 말과 비교하면 토지자산이 가장 많이 증가한 그룹은 삼성으로 5994억원이 늘었다. 

이어 롯데 4361억원, LG 2727억원, 현대차 1056억원, SK그룹 845억원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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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의료 불평등 현황

 -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는 장애인, 빈곤층 등 취약계층의 미충족의료율 비중이 매우 높고, 치료가

능 사망률 역시 빈곤층이 직접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사회복지 지출 GDP 비중(OECD 2016) 월 평균 법정外 복지 비용(단위:천원)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복지비용 비중

미충족 의료율(병의원)

지역별 치료가능 사망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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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불안정노동 현황 

 - 비정규직 규모는 856만 명(2019. 8월)으로 2016년이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고, 평균근속년수는 

5.6년으로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짧음. 

 - 2019 고용형태공시제에 의하면 187만 명(38.5%)으로 수와 비율 모두 전년대비 감소함. 직접고용 

비정규직은 99만 명(20.3%),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88만 명(18.1%)임. 10대 재벌 비정규직은 2019

년 52만 명(38.0%)으로 1년사이 4만 명(0.8%p) 증가했고,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는 기업규모가 

클수록 비정규직 비율이 높았음. 

 - 반면, 노동부가 발표하는 비정규직 규모는 748만 1천명(36.4%)으로 2003년이래 가장 높은 수준

을 기록함.  

ν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대상자 가운데 15만 7천명이 전환되어 전환결정인원대비 84.9% 

이행 (2019. 6월말 현재) 

 - 비정규직 제로시대라는 문재인 정부의 가장 대표적인 노동정책이 지난 2년간 정책추진 과정에서 

당초 기대는 실망으로 변함. 

※ 민간위탁 분야 제외, 자회사 위주의 전환 방식 남용, 저임금 고착화 표준임금모델 추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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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이동률은 터키 다음으로 한국이 가장 높고, 초단시간노동자 비중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음

⑨ 교육 불평등 

 - 부모의 경제력과 정보력에 따라 진학 및 진로가 사실상 결정되는 교육기회의 구조적 불평등이 심

화되고 있음. 

OECD 주요국의 노동이동률 추이(2006~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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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위20%에 해당하는 9,10분위가 SKY진학의 40%이상을 점유하고, 전국 의대의 절반가까이를 차

지하고 있음.

⑩ 조세부담 현황

 - 조세부담률 : ‘16년 기준으로 18.3%(한국은행 신계열 GDP 기준)이고, 국민부담률은 24.7%(한

국은행 신계열 GDP 기준)로서 OECD 회원국 36개국의 평균 조세부담률(24.9%) 및 국민부담률

(34.0%)에 비해 낮은 수준

 - 총조세부담률 : 세계은행 2019 세금납부 보고서 한국기업 이익중 총조세부담률 한국 33.1%로 190

개국 평균 40.4%보다도 낮은 수준

⑫ 이해대변, 교섭구조 불평등 현황

 - 노동조합 조직률은 11.8%(2018년)로 임금노동자 중 1,750만명은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 있거

나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황. 단체협약 적용률 역시 12%수준에 불과하여 절대다수의 노동자들은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음. 

2012~19년 1학기 학교유형별 학생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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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운동을 대표하는 가장 전통적인 결사체는 노동조합, 그러나, 노동운동이 발전된 국가들에서는 

노동조합 外 노동자 보호장치를 겹겹이 두고 있음. 미조직노동자의 이해를 대변하고 보호하는 기

재로서 노동자대표제도(노동이사제, 공동결정제, 노동회의소 등)와 산별교섭체계, 산별 단체협약

이 보편적으로  적용되고 있음. 

 - OECD 회원국 대다수 국가들, 특히 유럽은 유럽지침에 의거하여 EU회원국의 경우 공동결정제도 

도입하여 작업장평의회가 보편적으로 도입되어 있음.

• 독일은 ‘작업장평의회’를 5인이상 사업장 의무 구성하도록 정하여 현장 노동자의 이해를 대변하

고 기업경영에 참가하는 공동결정제도 운영

• 프랑스는 ‘기업위원회’를 50인이상 기업 의무 구성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별도로 ‘근로자대표제’

를 운영하여  11인이상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구성

• 영국은 노조와는 별도로 현장위원(shop stewards)을 두고 있어 현장 노동자의 이해를 대변하여 

작업장 교섭기구에 참여하여 관리자들과 교섭을 벌이고, 자신의 작업장에서 조합원모집, 노동조

합 정책홍보등을 수행함.

• 미국에서도 현장위원(shop stewards)을 두고 있어 영국과 유사한 활동 전개

독일 프랑스 영국 미국

노조 조직률 17.7% 7.7% 25.4% 10.8%

단협 적용률 61.1% 92% 31.2% 13%

노조 조직형태 산별 산별, 기업별 병존 다양한 형태 복합 다양한 형태 복합

노동자 대표제도
작업장평의회 

(5인이상)

기업위원회 

(11인이상)

현장위원

(25인 이상)

현장위원

워킹아메리카

오스트리아 스웨덴 일본 한국

노조 조직률 27.4% 67.7% 17.8% 11.8%

단협 적용률 99% 91% 16% 12%

노조 조직형태 산별 산별 기업별 기업별

노동자 대표제도
작업장평의회, 

노동회의소
작업장평의회 -

노사협의회

(30인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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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국가간 노조 조직률 비교

주요국 단체협약 적용률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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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자의 이해대변 및 보호제도 부재로 인한 영향 : 노동시장내 불평등과 양극화 심화

    

※ 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2015

 - 300인이상 대규모 사업체 종사 노동자 임금은 10인미만 사업체와 비교할 때 2배 수준 

   ※ 노동부, 노동조합조직현황 2015

사업체규모별 임금 현황(2015)

사업체규모별 조직률(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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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0인이상 대규모 사업체의 노조 조직률은 62.9%인데 반해 30인미만 사업체의 조직률은 0.1% 불

과

ν 원인 : 기업규모간 임금격차는 기업간 지불능력의 요인이 있겠지만 이해대변 및 보호장치에 따라 영

향을 받음. 이해대변 및 보호장치를 갖추고 있는 (노동조합의 조직률이 높은) 300인이상 대규모 사업체 

노동자는 조직률이 낮은(이해대변 및 보호장치가 없는) 노동자들 보다 높은 임금수준을 기록하고 있음. 

이유는 이해대변 및 보호장치가 갖고 있기 때문임.

          ※ 노동부, 노동조합조직현황 2015, 사업체노동력조사 2015

ν 300인 이상 사업체 종사 노동자 규모는 247만 명, 이중 62.9%에 해당하는 155만 명은 노동조합 가

입된 조합원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수준을 기록함. 이에 반해서 30인 미만 사업체 종사 노동자규모

는 1,132만 명, 이중 0.1%에 해당하는 14만 9천명만에 노동조합 조합원으로 임금수준은 300만원 이하

를 기록함.

사업체규모별 임금노동자수와 임금 비교(2015)



104 | 2020 경제대개혁 민생살리기 대담회

Ⅳ. 양극화 및 불평등 해소를 위한 방향과 목표

생산물시장에서의 불공정, 노동시장에서의 불안정이 낳은 양극화 및 불평등의 해소를 위해서는 공정한 생

산물 시장, 안정된 일자리, 차별없는 노동시장을 구축하여 지속가능한 사회로 나아가야 함 

1. 목표 

1) 도급구조 개선

2) 자영업 소상공인 보호 지원

3) 고용안정

4) 공평과세 조세정의

5) 비정규 미조직 취약계층 노동자의 보호 지원

6) 교섭구조 및 이해대변구조 개선

7) 사회안전망 강화

2. 세부 과제 

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과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도급관계 개선 및 공정거래 실현

 ○ 납품단가조정제도를 통한 대기업의 비용분담 제도화 

 - 납품단가조정제도를 통한 대기업의 책임 분담 (하도급법 제 16조 2  납품가격 조정제도  

: 하도급 대금 조정 의무협의제도, 상생협력법상 위수탁거래에도 같은 내용 도입) 활성화

 - 대형 유통점 납품거래, 가맹사업거래 등에서는 표준계약서를 통해 도입된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대기업의 납품대금 또는 가맹수수료 조정 제도의 활성화 

예) LH, 도로공사, 철도시설공단, 한국전력, 수자원공사 등 공기업에서 먼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납품(조

달)가격 조정 활성화의 모범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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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력이익공유제’확대로 한국형 이익공유 동반성장 모델 구축

 - 다양한 이익공유제 도입 노력(기본 3가지 유형 : 판매수입 공유제, 순이익 공유제, 목표초과이익 공

유제

예) 가맹점 분야의 러닝 로얄티 제도, 외식 가맹점분야 물류구매협동조합, 편의점업계 최저수익보장제 등 

도입

    

예) 일본 자동차 회사 도요타의 소위 “3:3:3”이라는 성과공유제 방식 : 부품 등의 원가절감을 통한 경쟁력 

향상을 위해 납품업체들과 부품의 묘듈화 등을 통한 원가절감을 하게 되는 경우 그 이익의 1/3은 토요타 본

사의 이익으로, 1/3은 소비자에게 가격인하로, 1/3은 중소납품업체의 이익으로 성과를 공유한다는 원칙

을 수립.

 - 유통폭리 근절하고 유통수수료 인하 부분을 납품업체 노동자들을 위한 최저임금 보장 등을 위한 사

회적 협약 추진

예) 제화공노조의 판매 수수료 인하운동 : 홈쇼핑, 백화점 등의 대형유통점과 브랜드업체, 납품하청업체, 제

화공노조 등의 4사 사회적 협약을 통해 구두판매가격의 40% 정도를 차지하는 유통수수료를 인하하여 제

화공 노동자들의 4대 보험 가입비용 마련  

 - 이익 공유를 위한 집단교섭 상생교섭 활성화 (가맹점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4조 2  가맹점 본

사와 가맹점주 단체가 상생협약4을 비롯하여 대리점주 단체, 하도급 중소기업단체 등의 상생교섭

을 통한 이익공유제 실현)

 ○ 대기업 ‘공정거래협약’ 활성화 및 모니터링 강화

 - 대기업이 공정거래협약을 통해 하청협력업체 최저임금 인상 비용 분담

4 상생협약은 가맹사업법 제15조의4(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협약체결의 권장 등)을 근거로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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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벌기업집단별 대중소 기업간 상생방안(2018,4,6) 발표 후속작업 모니터링, 이행점검

예) 삼성전자, 현대차, 네이버5, SK 등 11개 대기업이 발표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상생방안이 제대로 이

행되어 2,3차 벤더 중소기업 노동자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 완화에 기여했는지 등  

 ○ 가맹·대리점과 납품 중소기업의 단체구성권을 통해 불공정행위 근절과 거래조건 개선을 위한 교섭

권 보장

 - 100개 이상 가맹점을 확보한 대형 가맹본사는 의무적으로 가맹 점주단체 구성, 상생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해태하는 경우 불공정행위 제재

 - 대리점주단체에도 가맹점주단체와 같은 단체구성권과 협상권 부여

 - 기존 기업별 중심 정형화된 단체교섭 틀과 범위를 뛰어넘어 다양한 중층적 다면적 협상구조 마련  

 - 이를 통해 대기업 원·하청 불공정 거래 근절, 프랜차이즈 본사, 원청의 대리점 갑질 타파 

 - 유통폭리 근절, 필수품목 지정안을 마련하고 과도한 물류비용 전가 금지, 협회내 불공정 거래 예방

센터 설치, 보복행위 근절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가맹사업 영업표지6 수

가맹점 수 10미만 10~30 30~50 50~100 100~200 200~500 500~1,000 1,000이상 합계

영업표지 수 2,784 768 294 272 140 95 33 20 4,406

 *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공개 정보공개서, 2016. 10. 23. 

 * 500개 이상 가맹점 수를 보유한 본사가 53개 

 * 전국 22만여개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일하는 노동자 수는 90여만명

5 네이버는 처음으로 하청업체 노동자의 최저임금 대비 110%의 임금목표를 설정하고 그러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1차 협

력사와 하도급대금을 정하는 상생방안을 보여주었음. 또한, ‘네이버’그룹은 2차 협력사에게 정해진 목표의 대금지급을 하였다는 확인서

를 제출해야만 1차 벤더 협력사에게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상생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 하고 있음.

6 프랜차이즈(가맹)거래는 본사가 가맹점주로 하여금 영업표지를 사용하도록 하고, 그 영업표지의 사용 대가로 가맹수수료를 받

는 거래이어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영업표지”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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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2018 가맹사업거래 집단분쟁 주요쟁점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계

피해구제

위약금 감면 1 1 0 0 3 5

손해배상 1 3 3 1 1 9

부당한 가맹계약 해지 3 2 2 5 6 3 21

제도개선

부당한 필수물품 강요 0 2 2 4 8 6 22

광고 판촉 0 2 3 4 2 6 17

10년차 이후 계약갱신 거절 0 0 3 2 5 2 12

협력업체 선정 시 리베이트 등 문제 0 2 3 3 1 0 9

점포환경개선 0 0 3 0 1 1 5

영업지역(온오프라인) 0 1 3 1 1 3 8

단체활동

가맹점사업자단체 인정 2 5 4 4 5 4 23

단체교섭(거래조건협의 요청) 거부 3 4 5 7 3 8 30

상생협약 미준수 0 0 0 2 2 2 6

단체활동 방해 5 3 8

  (단위: 개)

예) 가맹본사들이 소속된 연합단체인 “한국프랜차이즈협회”는 공정거래委와 협의를 통해 2017.10.27 가

맹점주단체의 상생교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자정실천방안 발표. 자정실천방안은 1)100

개 이상 가맹점주가 있는 가맹본부의 가맹점주단체 의무화 2)가맹사업자 협의권 보장, 3)러닝 로열티(run-

ning royalty)제도 확산, 4)유통폭리근절-필수물품 지정안 마련 5)협회內 불공정거래 예방센터 설치해 보

복행위 근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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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2018.3 발표)의 조속한 입법 요구

재벌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

- 사익편취 규제 사각지대 해소

■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대상에서 계열사 지분 요건 강화 : 상장사의 경우에도 총수일가 지분율 20%*로 

하향조정 (*2018년 공정거래법 개정시 비상장사만 30%에서 20%로 조정함) 

- 재벌대기업의 자회사를 통한 일감몰아주기도 규제대상에 포함

-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재벌대기업으로 입증책임 전환

원청대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 근절

- 납품단가 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법령 강화

■ (납품단가 조정제도 도입 및 변화) 2009년 하도급법 개정으로 원재료가격 변동시 수급사업자의 조정신

청시 원사업자의 협의의무를 부과한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 도입 → 2018년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을 

포함한 공급원가로 협의범위 확대 → 2019년 상생협력법 개정으로 수·위탁거래에도 납품단가 조정제도 도

입, 대기업 보복행위에 대한 배상책임 부과, 입증책임 원사업자에 부과 등 제도개선

- 대기업 불공정거래 관행(기술탈취, 부당납품단가인하 등) 타파 → 중소기업 혁신활동 촉진 → 생산성 제고 

 - 대기업의 보복조치에 대한 행정감독 및 징벌적 손해배상 등 제재조치 강화, △조정신청 주체 및 사

유 확대 등 제도보완이 이루어져야 함.

 - 하도급업체 조정요청시 원사업자의 협의의무등이 포함돼 있는 표준하도급계약서사용 의무화를 통

한 공정거래 기초 틀 마련 

 - 건설업 등에서 일반화된 최저가 낙찰제도는 저가수주경쟁을 일으켜 적정사업비 반영을 어렵게하고 

노동자들의 임금·노동조건을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폐지되어야 함

 - 표준노임단가제와 표준업무위탁계약서 등을 통한 보완이 함께 이루어져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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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가 세부개선과제는 별첨자료1 참조

2) 자영업·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 유통시장에서의 대기업 마트의 무한·편법 출점 규제 방안 및 의무휴업제 확대시행 

 - 단체교섭권(가맹점, 대리점, 임차상인 등)강화를 통한 자영업·소상공인 권리 보호 방안 마련

 - 대기업 입점 중소기업 상품에 대한 우대 정책 마련(판매수수료 인하 등) 

 - 경기회복 시까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서 임대료 인상율 상한선 추가로 강화

 - 재벌대기업의 중소상공인 적합업종, 골목상권 진출 규제, 복합쇼핑몰 등 재벌유통업체 과당 출점 

및 영업 규제 

 - 지역화폐 확대, 결제비용부담 경감을 위한 제로페이 사용 확대 등 적극 시행 

 - 추가 세부개선과제는 별첨자료1 참조

3) 공평과세 조세정의를 위한 세제 개선 

 ○ 양극화 해소 및 불평등 개선, 경제성장의 과실이 시민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실

질적 목표로서 향후 10년내로 OECD 회원국 중 평등한 국가로 상위 10위권 안에 진입할 수 있도록 

복지프로그램의 전반적 개혁을 이끌어 나가야 함.

 -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주요과제 중 하나로 ‘선(先)공평과세-후(後)보편과세’를 추진해야 함. 대규

모 복지확대를 위해서 중산층 증세는 중장기적으로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자본과세 및 누진증세

를 단기과제로 추진하면서 중장기적으로는 3대(소득세-법인세-재산세) 세제를 적극 활용해야함.

■ 단기적으로는 공평과세를 위해 소득세 최상위(상위 1%) 추가구간 설정, 이자 및 배당 등 금융소

득에 대한 완전종합과세화, 공시지가격 현실화를 중심으로 하는 양도세 및 보유세 강화

■ 중장기적으로는 보편과세 추진을 위해 중산층을 포함하는 모든 계층의 전반적 증세를 추진해야

함. 더불어 조세투명화를 위한 개인 및 법인의 과세현황자료 공개, 에너지 관련 세제정비를 통한 ‘탄

소세’로의 전환, 일자리를 대체하는 과도한 자동화에 대한 ‘로봇세’, 국경을 넘는 플랫폼 자본이나 조

세회피처를 이용하는 자본에 대한 제대로 된 과세를 위한 ‘디지털세’ 도입이 요구됨.

 - 재정 절감 방안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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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효율·중복 사업 중단 및 축소(토목사업, 문화관광 등), 국방비 점진적 축소

· 국회예산정책처의 예산평가 전문성 강화: 예산평가 전문인력 확보

 - 법인세율 인상, 법인세 최저한세율 인상

 - 소득세 누진 확대 

 - 종합부동산세 강화

 - 금융소득, 임대소득 등 불로소득에 과세 강화 

 - 법인세 5억원이상 납세 기업의 사회복지세(목적세) 신설

 - 세제발전심의위원회 구성 개선(노사 참여 실질적 보장 및 확대)

4) 사회적 파트너십에 기반한 ‘공동참여 공동결정’의 경영참가 

 - 경제주체인 노동자에 대한 경영참여와 공동결정에 관해 어떠한 절차도 부여하지 않고 있는 현 상

황에 대해, 소유자 중심의 인식 전환을 통해 사업장과 기업에서 노동자의 경영참여 보장 방안 마련

 - 노동자 경영참여를 통한 오너리스크(분식회계, 주가조작, 투기, 비자금 조성, 불법하도급 , 탈세 등) 

예방  

 - 소수주주대표·종업원대표의 이사회 참여를 통한 대주주 전횡 견제

■ 집중투표제(주주총회에서 2명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소수주주가 1주마다 선임할 이사의 

수와 동일한 의결권을 가지는 제도), 종업원이사제 도입 

 - 인사 및 경영사항에 대한 노사 공동결정제도 도입

· 정리해고, 감원조치, 외주화 결정 등 주요 인사 및 경영사항을 의결사항에 포함(참고 : 독일 사업

장조직법(Betriebsverfassungsgesetz) 제99조 내지 제105조)

· 근로의무가 면제되는 노동자대표 상임위원 제도 도입

· 비정규직, 사내하청 노동자의 경영참여 제도적 보장

 - 노동자 대표의 이사회 참여 보장

· 경영참가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노동자 대표 이사회 출석 및 의견진술 기회보장

- 사외이사에 대한 노동자 대표의 추천권 확보

· 노동자 대표의 사외이사 1인과 감사 1인에 대한 추천·선임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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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현장의 참여민주주의 실현

· 작업장 수준의 노동자 의사결정권 확대

· 작업장내 소그룹의 활성화와 작업공정 개선권 보장

· 노사공동 의사결정에 의한 OJT(직장내 훈련)의 활성화

· 전환배치 및 작업공정 변화 시 노동자대표와 합의

· 비정규직, 사내하청, 성별·연령별 노동자 비율 고려한 노동자의 참여 제도적 보장

5) 비정규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 지원

 ○ 초기업단위 교섭체계 마련 및 단체협약 효력 확장

▶산업·업종별 교섭단위 통합 및 촉진

 - 현행법은 교섭단위 분리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는바, 업종이나 노동조건의 유사성, 교섭 관행 등

을 고려하여 여러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교섭단위 통합.

 - 노동조건 통일, 격차해소, 기업 간 공정경쟁 확보, 노동자 지위 개선 필요성 등 관련  항운, 건설, 청

소와 같은 노무용역 등 특정 산업 및 업종에 대해 일정 조건 하 교섭단위 통합을 인정하는 법적 근

거 마련.

▶ 초기업교섭 당사자로서 사용자단체의 법적요건 완화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사업자단체”(그 형태 여하를 불문하고 2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 또는 그 연합체)를 노조법상 사용자단체

로 인정함.

 - 초기업단위 노조로부터 교섭요구를 받은 사용자는 의무적으로 사용자단체나 교섭단을 구성하여 교

섭에 응하도록 법제화함(예를 들어, 교원노조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상 ‘사립학교를 설립·경

영하는 자가 교원노조로부터 교섭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전국 또는 시·도 단위로 교섭단을 구성’하

도록 하고 있는 규정을 이와 유사한 형태로 노조법에 신설함)7. 

▶ 단체협약의 효력확장 요건 완화(지역단위 일반적 구속력 요건완화)

 - 노조법 제36조는 “하나의 지역에 있어서 종업하는 동종의 근로자 3분의 2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

7 김선수, “산별노조 및 산별교섭 활성화를 위한 입법 방향”, 매일노동뉴스 2012.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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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행정관청은 당해 단체협약의 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의 신청에 의하거

나 그 직권으로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당해 지역에서 종업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와 그 사용

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을 적용한다는 결정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

 - 위와 같은 지역단위 일반적 구속력의 요건은 지나치게 엄격한 면이 있으므로 요건 완화를 통해 초

기업 지역단위 교섭의 활성화를 도모해야 함. 특히 노동자 3분의 2 이상 요건은 지나치게 엄격하여 

현실에서 적용 가능한 경우를 찾기가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2분의 1 이상 정도로 요건을 완화함. 

 ○ 한국형노동회의소 도입 및 공제조합 설립

▶ 미조직·취약계층 노동자 등 노동권익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노동자, 전통적 집단적 이익대변제

도에 편입되기 어려운 노무제공자들에 대한 보호방안을 마련 필요

▶  특히 최근 산업구조의 변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이와 결합된 디지털화는 플랫폼노동 등 다양한 고

용형태 노동자를 등장시키며, 이들에 대한 권익대변 및 보호,지원이 절실한 시점

▶  ‘한국형 노동회의소’ 도입을 통해 종전 미조직·취약계층 노동자 뿐만 아니라, 가까운 장래에 큰 사회

문제가 될 것으로 우려되는 이른바 ‘플랫폼 노동’ 등 새로운 형태의 특수고용노동자의 권익보호 및 이해

대변 실현

 - 한국형 노동회의법 관련 법률 제정 및 지원근거 마련

 - 중소사업장 및 취약계층노동자를위한각종법률상담, 소송지원 등 법률서비스 제공

 - 일자리 알선, 평생학습, 직업훈련, 금융지원, 복지지원, 교육문화서비스 등 현장 밀착형 노동·복지 

서비스 제공 (공제조합 설립)

 - 미조직, 중소사업장 및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 위한 제도개선 및 정책연구 사업수행

 - 산업·업종및지역단위 노사정 사회적 대화에 있어서의 조직적·정책적 지원기능 수행

 - 중앙단위노사정사회적대화의미조직취약계층노동자이해대변기구로서의 역할 수행

6) 기업복지 자주화를 위한 지역사회기금 설치 확대 

- 최소한 2∼3년 이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두 가지 전략을 고민할 수 있을 것임.

- 첫째, 지역사회 내 핵심산업구조 내에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대기업(단수 혹은 복수)을 중심으로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주성, 기금에 다수의 중소기업이 가입하도록 하여 가입된 노동자들이 대기업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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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과 함께 공동으로 그 이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추진.

■ 최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공동근로복지기금 활성화 대책을 활용, 정책에 기반한 지역사회 연합형 공

동근로복지기금 설치.

 - 둘째,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 지역사회중심 혹은 산업중심의 연합형 기금으로 운영하여 다수

의 기업이 가입하도록 유도. 이를 통한 규모의 경제효과를 통한 수익성 제고, 사회적 가치에 기반한 

투자처 발굴 등을 도모할 수 있음.

■ 퇴직연금을 기금화하면 노사 공동으로 기금운용에 관한 의사결정이 실질적으로 가능해짐. 정해진 목

표수익률에 기초한 투자 포트폴리오 내에서, 지역사회 내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개별기업에 대한 집중

투자, ESG원칙에 따른 투자 등이 현실적으로 가능

 - 단, 1년 미만 계속근로기간 노동자에 대한 퇴직급여보장이 이루어져야 그 효과의 극대화가 가능함.

■ 퇴직급여의 사각지대인 1년 미만 계속근로기간 노동자를 보장하도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이 

필수.

7) 고용안정

 - 비정규직 고용개선

 - 선순환 구조조정과 총고용 보장

 - 정리해고 제한 및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 현장중심의 고용거버넌스 확립 및 평생학습권 보장 

 - 노동존중을 위한 노동인지 예·결산제 도입

3. 기대효과

 - 99% 서민(2000만 임금노동자, 550만 자영업자, 중소기업 사업주 등)의 경제적 이익 증대를 통한 

경제·사회 양극화 해소

 - 경제정책의 민주화에 따라 특권반칙이 없는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 구현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

전과 조화 

 - 부의 편중 해소, 부의 재분배, 기업규모간 격차 해소, 영세자영업 보호를 통한 균형성장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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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민주주의 실천과 노동의 인간화 실현을 통한 사회통합시스템 구축

 - 기업단위 현장민주주의 실현과 기업의 투명경영, 책임경영 제고, 사회적책임 및 기업 가치 증대

 - 공정과세를 통한 조세정의 실현

 -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통한 연대기금 조성, 근로복지진흥기금제도 기금 및 대상 확대, 사내

근로복지제도 개선 등을 통한 공동복지 활성화 

 - 노사정 공동의 이해증진을 도모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함으로써 지역사회 내 사업장별/업

종별/정규직여부에 따른 기업복지격차 해소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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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자료1】세부논의의제에 대한 설명

1. 대중소기업간 격차해소 및 동반성장

 ○ 원칙&기준 : 공정, 균형 성장 = 원청대기업의 갑질 근절, 대중소기업간 격차 축소, 원청대기업의 책

무 제고  

 ○ 세부내용

ν 불공정거래 근절 

① 납품단가조정협의제 개선 : 중소기업이 속한 단체에게 분쟁조정 신청시 직접 조정신청의 당사자성을 

인정, - 공정위는 공동행위가 가능한 업종을 매년 조사해서 발표하여 산업(업종)별 중소하도급기업의 공

동행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

② 초과이익공유제 

③ 대기업 및 고소득자의 과세를 확대를 통한 재원으로 중소영세기업의 고용 개선 및 저소득층 지원 확대, 

청년에 양질의 일자리가 확대로 활용

④ 대기업의 상생협력기금 조성을 통한 하청중소기업 지원, 중소협력업체 노동자의 지원시 세제지원 

⑤ 의무고발권 주체 확대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과 중소기업 등 경제적 약자 보호를 위해서는 의무고발권 

주체를 관련산업의 전국단위 노사단체로 확대, 고발기업의 익명성 보장)

⑥ 표준하도급계약서 작성 의무화

⑦ 징벌적 손해보상제 도입 (실제 손해에 대한 보상+배상액)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원청기업에 대해 하청기업의 피해(실제 손해)에 

대한 보상적 배상외에 추가로 징벌적 성격의 고액 배상액을 물리도록 함

⑧ 보복금지를 위한 원청기업 처벌 강화  

   불공정거래 신고를 당한 원청기업이 하청업체에 대한 보복을 금지토록 하도급법 제19조의 실효성 확

보차원에서 처벌을 강화함

※ 조달계약정책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 : 공정거래 준수, 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을 지원한 대기업에 조

달계약상 인센티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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ν 도급구조 개선 : ‘을’의 협상력 강화

① 원청대기업별 수탁기업협의회 구성 의무화 

② 3+3협의체 (서비스, 자동차산업 등 대표업종 한정하여 시범실시) 

ν 중소기업 지원 

가. 연구개발지원센터 설립 

 - 중소기업의 부품소재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기술개발 지원을 목적으로 센터와 교육원을 설립, 대기

업을 대상으로 기술지원세 도입하여 재원을 마련하고, 일반관리운영비는 정부재원으로 함 

나. 인력지원 확대 : 고용보험상 고용안정제도상의 중소기업 지원제도 개선 

⑴ 중소기업 전문인력활용장려금 확대 

⑵ 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지원금 : 시설의 범위에 연구소 개설을 추가

⑶ 청년고용촉진장려금 : 34세이하 청년 채용시 1년간 년 1,000만원(대기업은 폐지)

다. 공동복지 지원 

 - 대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을 협력업체까지 확대, 중소기업의 공동근로복지기금 도입 및 

세제지원, 근로복지진흥기금(근로복지공단 운영) 확충 및 지원대상 확대

ν 인력난 해소 및 남북경협 확대를 위한 중소기업의 역할 제고 : 통일공단 조성 

 - 남북간 화해와 평화를 촉진하는 경협확대로서 휴전선 인근지역에 종사자 10만명 규모의 중소기업 

통일공단을 조성하여 북한인력 활용 : 생산가능인구 부족을 30년가량 늦출 수 있고, 남북경제공동

체 형성, 민족통일 입장에서 가장 적극적인 대안이자 바람직한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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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수 활성화를 위한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과제

 1  반값임대료 (법무부, 기재부)

 - 상가 임대료 인상 상한제 도입 : 현행 9% → 물가인상률 이하로 제한 (임대차보호법 개정)

 - 상가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 2배 연장 : 현행 5년 → 10년 (2017. 7월 연장완료)

 - 임대수입에 대한 과세 강화 : 현행 년간 임대수입 1000만원~2000만원 14% 부과, 2000만원 이상시 

종합소득세 적용 → (구간별 누진 부과 방식 변경) 1억원 초과 50%, 5000만원~1억원 40%, 2000

만원~~5000만원 30%, 1000~2000만원 14% (세법 개정)

  ※ 임대수입은 불로소득으로서 ‘증여 및 상속세’ 수준의 최대세율 적용 

 - 임대수입세로 확보된 재원을 세입자 임대료 지원금으로 환원

 - 상가임대차중재위원회 설치 운영 : 임대료 인상 등 임대차계약관련 분쟁 해결 창구 역할

 2  반값 가맹수수료 (공정거래위원회)

 -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주간 가맹수수료를 현행 35~25%를 절반으로 인하

※ 본사가 대행하는 광고·영업, 식자재 조달 등비용 외 마진을 적정수준으로 제한

 3  공무원 및 공공기관 복지포인트의 지역화폐 또는 온누리상품권 전환 (행자부, 기재부)

 - 신규 복지수당(년 4조원 규모 : 아동수당, 청년수당, 기초연금 추가인상분, 출산지원금 등) 및 공무

원 및 공공기관 종사자 복지포인트 (년간 1조원 규모)를 온누리상품권 또는 고향사랑상품권으로 

지급  

※ 정부위원회 각종 수당을 지역화폐 및 온누리상품권 전환

 - 상점가 기준 완화(2018. 5월 기준 50개 → 30개로 완화)하여 온누리상품권의 골목상권 사용 확대

 4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노동부)

 ○ 두루누리 지원사업(국민연금·고용보험료) 

 - 대상을 최저임금 인상을 반영하여 단계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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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140만원 → ‘18) 160만원 → ‘19) 190만원 → ‘20) 210만원

 - 적용요건 확대 : 잦은 이직, 단기 알바 근무가 목적인 경우 가입예외 허용 (최소 3개월 이상 근무시 

가입 의무화)

 5  세제지원 확대 (기재부)

 - 의제매입세제공제 공제율 및 공제한도 확대 : ▲음식점업·제조업 공제율 인상, ▲최대 공제한도

(60%)가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 확대 및 제조업도 음식점과 동일기준 적용, ▲부가가치세 간이과

세 대상자 범위 확대, 

 - 신용카드 결제금액 세액공제(現 10억원, 500만원 한도) 확대_주유소, 편의점 등 카드결제비율이 높

은 업종 지원 + 신용카드 결제금액에 소기업 기준 적용 및 공제한도 확대

 - 근로소득증대세제 적용대상에 송상공인은 공제율을 2020년까지 현행 10→30% 확대

 6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 및 적용대상 확대 (금융위원회)

 - 영세·중소 가맹점 범위 확대(46.3만개 가맹점 추가 및 중소가맹점(3~5억원) 수수료율 인하 (영세가

맹점 카드 수수료율 지난해 1.3% → 0.8%, 중소가맹점 2.0% → 1.3% 인하 ) 

 - 1만 원 이하 소액카드 결재 수수료는 면제(국회상정중)

 - 수수료율 결정을 금융위 단독에서 협의체 방식으로 변경(정부, 소비자, 소상공인 참여하는 ‘위원

회’ 구성)

 7  노란우산공제, 정책자금 등 금융지원 확대 (중기청) - (기시행)

 - (공제) : 가입자는 공제기금을 활용하도록 하되, 최소대출금액(500만원) 한도 내에서 대출 허용

 - (융자) : 소상공인 정책자금 금리를 ’20년까지 2%대 저금리 적용 

 8  프랜차이즈 업종 영업여건 개선 (공정위)

 - 동종업종 가맹점간 영업거리 제한 부활 (빵집 500, 카페 500, 편의점 250, 치킨집 800m)

 - 편의점 24시간 영업을 강제하는 행위 폐지, 심야영업시 인건비의 1/3이상을 가맹본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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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산품 등 품질의 균일한 물품은 자율구매 원칙

※ 표준가맹계약서에는 가맹본부로부터 물품구매를 원칙으로 하고, 타 거래처 거래시 본부 승인강제, 쌀·

설탕·식용유·소금 등 품질영향이 없는 상품 구매도 강요

 - 가맹사업 등 4대 거래공정화 관련 법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시 행정관청 신고 및 승인을 받도록하

여 제재조치 실효성 제고

 9  중소·소상공인 협상력 강화 (공정위)

 - 납품단가조정협의체 구성 의무화 : 도급업체가 대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수급기업으로 구성되는 납

품단가조정협의체 구성 

 - 불공정거래행위 고발권 개선 : 의무고발요청기관 확대(현행 : 검찰, 중소기업청, 감사원, 조달청 

→ + 지자체, 중소기업협동조합, 산업별노동조합연합단체), 중기적으로는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 공정위 정원 증원 : 현행 500여명 → 1,000명 확대하여 하도급감독관제 도입

 - 공정거래법상 담합규정 적용 배제 :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및 소상공인단체의 거래조건 개

선을 위한 공동행위는 소비자 이익에 반하지 않을 경우

 - PC방 등 과당경쟁 서비스업종은 표준서비스가격제도 도입

 - 가맹점·대리점 단체 협상력 강화 : 가맹점 사업자단체 신고제 도입, 대리점사업자의 단체구성권 명

문화

 10  지역상권 보호 및 활성화로 수익 증대 (중기청)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 지정업종의 협업(공동구매, 판매) 지원, 협동조합 결성 등 자생

력 강화

 - 대규모 점포·복합 쇼핑몰 규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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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도한 자영업 규모의 적정화

 - 우리나라 자영업자 규모는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중 높은 수준임. 취업자 대비 자영업자 비중은  

미국 6.3%, 캐나다 8.3%, 스웨덴 9.8%, 독일 10.2%, 일본 10.4%, 프랑스 11.6%, 영국 15.4%, 이

탈리아 23.2%, 한국 24.9%임. 한국 자영업자 비율은 미국의 4배, 독일과 일본의 2.5배로 지나치

게 높음. 주요국 가운데 한국보다 자영업자 비율이 높은 나라는 칠레(27.4%)·멕시코(31.4%)·터키

(32.7%)·브라질(32.9%)·그리스(34.1%) 등임. 

 - 참고로 OECD 평균 15.9%, 유럽연합 28개국 평균은 15%대, 독일과 일본은 10%대임. 

 - 통계청 ‘2019년 5월 고용동향’에서는 OECD가 말하는 자영업자 범주에 속하는 우리나라 인구는 

681만명(취업자의 25.0%)임. 세분하면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409만9천명(15%), 고용원 있는 자

영업자 158만4천명(5.8%), 무급가족종사자가 113만5천명(4.2%)임. 

 ○ OECD 수준으로 적정화

 - OECD 평균 수준(15%대)진입하기 위해서는 270만 명 감소 

 - 자영업자의 규모가 크다는 것은 국민경제 발전과 사회안정을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음. 자영업자

는 비공식 경제(informal economy)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낮은 생산성과 자영업주 고령화와 부

채 증가로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임.

 - 이 때문에 영세자영업의 법인화, 전문화, 규모화 등을 통한 경쟁력 확보로 과도한 규모를 줄이기 위

한 정책 및 제도개선이 요구됨. 뿐만 아니라 임금노동자로의 전환·재취업(특수고용직종사자의 노동

법상 지위 보장, 자영업 및 임금노동자의 실업보호 및 사회보장 확대, 좋은일자리 창출, 임금노동자

의 고용안정 등)이 함께 경주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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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경제민주화, 양극화해소를 위한 정책 제언

노상헌 경실련 노동위원장

1. 근로빈곤층 대책

  근로빈곤층은 정규직, 비정규직에 상관없이 풀타임으로 일을 해도 빈곤을 벗어 날 수 없는 개인이나 가

족을 말한다. 근로조건(임금 및 후생복리 등)의 차별과 고용불안에 있는 비정규직근로자들은 물론 저임

금과 기업복지가 열악한 영세사업장에서 일하는 상용직근로자 및 비공식 근로에 조사하는 근로자들도 근

로빈곤층에 속한다.

  근로빈곤의 문제는 과거 경제성장시대의 ‘희망의 빈곤’과 달리 상대적 박탈감과 가난이 대물림되는 ‘절

망의 빈곤’이라는 점에서 빈곤문제에 대한 심각성이 있다. 1997년 IMF 경제위기 이후 노동시장의 유연화

와 ‘상시적인 구조조정’으로 정규직근로자는 급속하게 비정규직으로 바뀌었고, 이로써 근로빈곤이 확대

되었다는 것은 새로운 주장이 아니다. 노동시장 실패에 의한 빈곤의 확대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닌 세계적

인 추세이고, 이는 신자유주의의 광풍이 남기고간 부정적인 유산이다. 신자유주의는 사회의 근간을 이루

는 중요한 가치인 ‘노동’을 간과했다. ‘노동’도 상품이니 시장에서 싼 값에 언제든지 구입이 가능하다는 전

제에서 ‘노동가치’의 저가경쟁이 세계도처에서 진행되었다. 그 결과 근로빈곤층이 확대되었다.

  근로빈곤에 대응하기 위한 첫째 과제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전면적용하는 것이다.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일부 적용되고 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임금근로자는 

28.5%로 우리나라 전체 임금근로자의 3분의 1을 차지하지만, 근로시간의 제한 및 연장, 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지급, 부당해고 제한 등 근로기준법상 주요조항의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최저임금,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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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법 적용이 이루어지는 부분조차 실제로는 준수되지 않는 관계로 근로빈곤층을 형성하고 있다. 확대되

는 근로빈곤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1인 이상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는 전면 적용

된다는 명시적인 선언이 필요하다. 두 번째 과제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근로기준법 제

6조 균등처우원칙 규정에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임금 원칙’을 명시하는 것이다. 

  

2. 양극화해소를 위한 정책과제

  고용불안정으로 실업과 취업을 반복하는 근로자층의 증가 및 저임금의 비정규직의 확산은 국민생활의 

질을 급격히 저하시킨다. 작금의 경제위기와 생활고로 인한 희생자도 급증하고 있는 현실을 심각하게 우

려하지 않을 수 없다. 

  실업자의 생계보장을 목적으로 고용보험제도, 생계유지 곤란자에게는 공공부조제도가 사회안전망으로 

준비되어 있으나 임시방편적이다. 충분한 전직준비가 되어있지 못한 실직자가 비정규직 또는 영세자영자

로 전락하는 경우 연금보험, 건강보험 등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하게 된다. 지역가입자는 사용자와 함께 

사회보험료를 분담하는 사업장가입자와 달리 소득과 재산 정도에 따라 전액부담하게 된다. 소득감소로 인

한 사회보험료의 미납은 사회보험의 혜택으로부터 배제되는 제2차적인 문제를 야기한다. 

  사회보험 적용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비정규직,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사회보험 가입회피 등으로 사회

안전망이 필요한 집단일수록 사회보험 가입률이 낮다. 따라서 고용보험의 확대적용과 실업부조 실시, 연

금제도에서 최저연금을 도입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재정확대가 필요불가결하다.

3. 노동존중 정책의 일관성 유지 - 디센트 워크 실현

  1999년 6월 ILO 총회에서 「오늘날 ILO의 최우선 목표는 모든 남성과 여성이 자유, 공정, 보장 그리

고 인간의 존엄이라는 조건이 충족된 decent하고 생산적인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촉진하는 것이다」

라고 선언하였다. 성취할 전략 목표로서 ① 핵심적인 노동기준의 존중과 준수, ② 양질의 고용의 확보,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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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호(직장의 안전과 사회보장)의 확충, ④ 사회 대화(노사의 교섭과 국가를 개입시킨 대화)의 촉진

을 들고 있다.

⑴ 일할 기회가 있고, 지속가능한 생계를 충족하는 수입을 얻을 수 있을 것, 

⑵ 노동3권 등 권리가 확보되고, 직장에서 차별과 배제가 없고, 

⑶ 가정생활과 직업생활이 양립할 수 있고, 안전한 직장환경과 고용보험, 의료·연금제도 등의 안전망이 확

보되어, 자기 계발도 가능할 것,

  ⑷ 남녀별, 고용형태별 차별이 없는 공정한 대우가 생활화된  것

  디센트 워크는 기본적 인권이자 국가와 사회가 실현하여야 중요한 과제이다. 정부는 일관성을 유지하

면서 이 목표를 실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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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문

民生의 또 다른 이름 ‘경제민주화’

홍춘호 한상총련 정책본부장

Ⅰ 들어가며 

1. 경제민주화운동의 최근 양상

초기 경제민주화 운동은 재벌지배구조 개혁을 위한 일부 지식인들의 전문가 운동으로 비춰지거나 재벌 

기업집단의 불법행위를 고발하는 경제정의 실천 운동 정도로 비춰져 왔다.

하지만, 재벌집단들이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이 영위하던 골목상권이나 적합업종 영역까지 진출하면

서 경제민주화 운동은 민생의 영역까지 포괄되어 시민단체는 물론 중소상인·자영업, 중소기업, 노동조합 

등 다양한 계층과 산업영역전반의 문제로 심화되고 있다.

대기업본사와 거래관계를 갖는 중소기업 하도급, 유통납품업체, 가맹·대리점주들과 그에 고용된 노동자

들의 거래조건이나 고용여건이 악화되면서 재벌로 경제력집중이나 불공정거래구조 문제는 어느새 우리 

사회의 첨예한 경제적 갈등문제가 되어 있다.

이에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은 유통대기업 골목상권 진출규제와 적합업종, 사업조정 등을 요구하며 투쟁

해왔으며 하도급업체, 가맹·대리점, 유통납품업체 등 종속적 거래구조에 놓인 이들도 대기업에 종속된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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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구조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의 근절과 거래구조 개혁하기 위한 투쟁과 제도개선 운동을 벌여왔다.

대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 부당기술편취 등 고착화된 하도급 불공정거래행위는 중소기업의 존망을 가

름하기에 이러한 중소기업 종사 노동자들의 노동연건 악화와 고용불안으로까지 연결된다. 더불어 이커머

스 시장의 급속한 확산으로 대기업 유통플랫폼 종속화 되어가고 있는 택배, 택시, 배달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나 문화산업에서의 프리랜서 사업자(특수고용직)들도 자영업자들의 현실과 크게 다르지 않다.

2. 헌법적 가치, 경제민주화

대한민국 헌법 제119조 

②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

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헌법 제119조 2항은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분배의 유지와, 시장의 지배와 경

제력의 남용을 방지,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를 적시하고 있다.

중소기업, 중소상인·자영업, 노동자 등도 엄연한 경제주체로서 대기업집단과의 단체교섭, 상생교섭, 동반

성장교섭 등 다양한 교섭을 통해 거래조건, 근로조건 등과 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킴으로써 경제민주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국가가 필요한 규제와 조정을 할 것을 적시하고 있다.

그러나, 정경유착과 정치권력의 부패, 대기업 위주의 산업정책으로 이러한 경제민주화의 헌법적 가치는 

제대로 발휘되기 힘들었다. 게다가 대기업들은 시장장악에 필요한 입법, 규제완화 등을 요구하는 막강한 

로비를 벌여왔고 여전히 진행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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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각계각층의 지속적인 경제민주화 운동 축적과 촛불혁명을 통해 대기업 중심의 경제체제 개혁과제

가 이제야 제대로 조명되고 있는 수준이다. 여전히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개혁입법은 정체되어 큰 진전

을 보이지 못하고 있으며, 보수언론과 세력들의 역공 역시 만만치 않다.

Ⅱ 대기업의 독·과점화와 불공정 거래

1. 유통대기업의 독과점화 양상

 ○ 유통대기업, 대형마트·SSM·상품공급점·창고형매장 등 다양한 업태로 진출

 ○ 대상권, 중상권, 소상권, 도·소매 전방위적인 유통시장 잠식

 ○ 이를 집적화한 복합쇼핑몰의 등장과 출점 확대

 ○ 대기업은 물류망 기반으로 더욱 성장하여 시장 과점화

 ○ 유통대기업 종합 통계 (단위 : 개, 백만원) <대상권>

업태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복합쇼핑몰 - - - - - 38

대형마트 501 525 537 549 557 -

(판매액) - - - 32,777,579 33,234,136 33,798,158

백화점 95 95 97 100 101 -

(판매액) - - - 29,028,920 29,911,411 29,324,217

*출처 : 통계청 소매판매통계, 각 사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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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SSM 2017년 결산현황 (단위 : 개. 백만원) <중상권>

(단위 : 개. 백만원) <중상권>

브랜드명 법인명 점포수 매출액

하나로클럽마트 농협하나로유통 32 2,937,036

롯데슈퍼 롯데쇼핑 464 6,557,411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홈플러스(주) 753 6,662914

GS슈퍼마켓 지에스리테일 259 871,668

이마트 에브리데이 (주)에브리데이리테일 240 1,133,037

출처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각 사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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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마트·백화점 점포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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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과 그 영향

 ○ 자영업 3대업종 도·소매업, 음식점업, 서비스업 직격탄

출처 : 대형쇼핑몰 출점이 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14)

서울타임스퀘어, 신세계프리미엄 아웃렛, 롯데프리미엄 아울렛 주변지역 조사

 ○ 복합쇼핑몰 입점에 따른 점포입지별 매출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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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영업 폐업의 증가, 막대한 부채 증가

               

 ○ 대기업이 시스템화된 유통망을 기반으로 제조와 도·소매업을 아우르게 되면서 일반인적 유통경로 [(

생산·제조업->도매업->소매업) -> 소비자] 의 파괴

 ○ 고용 및 소비감소의 악순환

출처 : 대형마트 등의 증가의 소비 형향 출점, 한국은행 2012

 ○ 대기업의 규제를 피한 온라인 시장 확장으로 자영업 위기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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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사례

2013년 5월, 남양유업의 본사 직원이 소속 대리점주들에게 폭언과 욕설을 퍼붓는 통화 내용이 인터넷에 

공개됐다. 물품주문 전산 내역을 조작하여 많은 수량을 대리점에 밀어넣고 물품대금 받아가는 일명 ‘밀어

내기’를 비롯하여, 유통기한 임박 상품 강제 발주, 유통업체 파견사원 임금 떠넘기기, 직원들 떡값·회식비 

명목 금품 갈취 등 불공정 횡포의 수준은 상상을 넘어서는 것이었다.

남양유업 갑질 사건은 그야말로 우리나라 대리점 본사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준 사건이었고, 제2, 제3의 

남양유업은 계속해서 나타났다. 대리점은 물론 가맹점, 하도급 등의 거래관계에서도 대기업의 우월적 지

위를 이용한 ‘갑(甲)질’은 짓밟힌 ‘을(乙)’들의 눈물을 통해 속속 드러났다.

대표적인 육갑(六甲, 육대갑질)

○ 가맹점, 고가 인테리어 비용전가

○ 대리점, 밀어내기(판매강제 행위)

○ 대형유통거래, 부당반품

○ 하도급, 납품단가 후려치기(부당단가인하 혹은 부당대금결정)

○ 하도급, 기술탈취와 기술유용

○ 하도급, 건설 추가공사대금 미결제

이러한 ‘갑(甲)질’의 본질은 재벌·대기업이 압도적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거래관계에 있는 하청업체, 가

맹점, 대리점, 대형마트 납품 및 입점업체, 개인사업자 등 소위 ‘을(乙)’에 대해 초과이익을 취하고 피해

를 입히는 범죄행위이다.

 ○ 프랜차이즈 가맹점 사례

퇴직근로자나 청년층이 소자본으로 전문 영업기술없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프랜차이즈 가맹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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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이다. 편의점은 물론 피자, 커피, 치킨 등 분야가 다양한 만큼 불공정행위 또한 상당하다. 과도한 폐

업위약금, 연300%가 넘는 송금지연이자, 심야영업 강요, 가맹본부가 지정하는 인테리어업체에 과도하게 

높은 가격의 인테리어 리뉴얼 요구, 특정 주방기구의 고가 구입 강요 등이 있다.

 ○ 대리점 사례

대기업들은 초기 유통시장을 진입할 때는 대리점을 모집하여 그들의 노력과 비용으로 시장을 개척한다. 

식자재, 주류, 화장품, 자동차, 자동차부품, 건설기계, 휴대폰 등 수많은 제품들이 이러한 대리점 유통망

을 통하여 시장에 안착화되었다. 그러나 대기업들은 유통시장에 안착화가 마무리되면 곧바로 직영점 체

제를 점차 늘려나간다. 이런 직영점을 통해 훨씬 낮은 공급가로 물품을 공급하여 대리점을 점차 소멸시

켜 나가는 양상이다. 

휴대폰 이동통신 시장처럼 통신3사의 독과점구조로 고착되고 새로운 대기업의 진출이 어려져 본사의 경

쟁이 사라지면 그 때부터 본사들은 대리점 의존도를 줄이고 직영체제를 강화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대형유통점과의 공급가격 차별, 일방적 공급가격 인상이나 수수료 인하 또는 보조금 삭감, 판매목표 강제 

등 각종 불공정행위가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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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의점 사례

 

가맹본사들은  매출액에 대한 허위과장 정보 등으로 신규 가맹점을 무차별 모집하고 이미 다른 가맹점이 

입점해 있는 상권에 아무런 거리 제한 없이 출점시켰다. 통계청 기준으로 체인화(프랜차이즈) 편의점은 

2010년 1만개 수준에서  2019년 6만5천개로 10년사이에 6배이상으로 증가했다.

적자를 보는 편의점이 속출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수익구조이다. 이익배분을 매출이익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 가맹점주가 인건비 등의 대부분의 영업비용을 부담하는 구조에 근본 원인이 있다. 기본적으로 가맹

본부는 가맹점주보다 최소 4배 이상의 수익을 올리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본사는 제조·유

통기업으로부터 수수하는 판매장려금 등을 고려하면 그 이상의 수익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과도한 위약금 규정 때문에 계약 해지도 선택할 수 없는 상태에서 가맹점들은 약관 규정에 따라 

24시간 영업을 강요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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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도급 사례

과거 박정희 정권은 산업화 시기에 재벌대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을 대기업의 수직계

열화 하는 정책을 펼쳤다. 중소기업을 특정 대기업과 전속적으로 거래하도록 하는 종속적 거래구조를 만

든 것이다.

이러한 거래구조 하에서 대기업 본사는 자신의 통제 하에 있는 중소기업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납품대금

을 깎는 납품단가 후려치기의 관행을 일삼았다. 그 결과 중소기업의 경쟁력은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중소

기업 노동자의 저임금은 고착화되었다. 

해당 법률인 <중소기업계열화 촉진법>은 2006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로 다시 대체

되었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 관계는 여전히 1970년대의 수직계열화 정책 시대의 종속적 관계를 벗어나

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주지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전속적 거래구조에서는 원청 대기업이 하청 중소기업의 원가구조를 파악하여 일방적으로 납품대

금을 통보하는 방식으로 납품대금이 결정된다. 그리고 그 내용에는 <노무비임률>과 같은 임금수준도 포

함되어 있어, 하청 노동자의 임금을 사실상 원청 대기업이 납품대금 통제로 결정하고 있는 셈이다.

자동차 부품시장의 사례를 보자. 현대모비스는 부품·소재 중소기업으로 하여금 그 제품을 현대모비스에

만 납품하도록 하고, 국내 자동차 서비스센터에는 판매하지 못하도록 전속적 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자동차 서비스센터들이나 부품 제조기업들은 직거래를 하면 부품 가격을 낮출 수 있지만 본사를 통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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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거래를 해야 하므로 비싸게 부품·소재를 구입해야 한다. 그 결과 소비자들은 비싼 부품가격을 지불할 

수밖에 없다.

결국 본사만이 거의 독점적 초과이윤을 올릴 수 있게 된다. 이밖에도 대기업의 거래 중소기업 기술탈취와 

기술유용도 큰 문제가 되고 있으면 건설 하도급 분야에서는 공사대금 지연과 추가공사대금 미결제 등의 

불공정 거래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Ⅲ 개선방향

1. 재벌로 경제력집중과 일감몰아주기 억제

 ○ 순환출자 해소와 지주회사 지배구조 개혁 

 ○ 재벌총수일가의 일감몰아주기 근절

2. 유통분야 독과점 규제 및 보호정책

 ○ 대기업 유통업태에 대한 체계적인 실태파악과 관리

 ○ 도시계획 차원의 대규모점포의 골목상권 진출 규제 

 ○ 상권영향평가 강화와 이에 따른 입지·규모·영업제한 연동

 ○ 대규모점포의 의무휴업 확대

 ○ 사업조정제도, 적합업종제도의 실효성 제고

3. 기타 분야별 대안 모색

 ○ 표준 계약 혹은 상생협약의 보급

 ○ 과당출점을 막기 위한 최저수익보장제

 ○ 프랜차이즈업계의 구매협동조합

 ○ 원자재 가격 인상에 따른 납품단가연동제

 ○ 납품대금 등의 공정조정제도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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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기업의 자발적인 최저임금 인상부담 분담노력의 제도화 

 ○ 대기업 이익공유 기금 조성(초과이익,사내유보금 등) 중소기업 기술개발 임금보전

Ⅳ 맺음말 

재벌 대기업 위주의 산업정책으로 대기업들은 막대한 특혜를 얻어왔다. 이러한 산업정책의 결과물로 저

임금과 소비력 하락, 종속적 거래관계, 불공정거래 행위가 만연해 왔다.

경제민주화 운동을 벌여온 다양한 주체들의 투쟁과 노력으로 제도개선의 일정한 진전은 있었으나 여전히 

갈 길은 멀다. 자유경제, 무한경쟁의 미명하에 기본적인 룰도 없이 라이트급과 헤비급을 동일한 링 위에 

올려놓는 몰상식은 아직 우리나라 현실경제의 문제이다.

재벌 대기업이 영위하고 있는 업태는 그야말로 셀 수 없다. 언론에 끊임없이 터져나오는 재벌총수일가의 

갑질로부터 우리는 대기업이 하청과 가맹·대리점의 피땀을 쥐어짜는 그들의 이윤에 대한 인식과 시스템

을 손쉽게 엿볼 수 있다. 

이러한 갑질 시스템과의 싸움은 현재 진행형이다. 생존의 기로에 선 이들의 무수한 투쟁이 있어 왔고 앞

으로도 계속 발생될 것임에 분명하다.

먼저 재벌대기업 위주의 산업정책이 전환되어야 하지만, 촛불혁명 이후의 정부조차도 한계가 분명해 보

인다. 세부 각론상의 제도개선과 진전은 미약하기만 하다. 

독·과점화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경제전반의 대기업으로의 집중은 온갖 문제의 근본원인이 되어 가고 있

다. 대기업의 시스템에 편입된 경제구조에서 터져나오는 갑질과 불공정거래는 자영업의 시장퇴출, 폐업

은 물론 노동자의 고용불안과 저임금 구조로 귀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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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경제민주화는 헌법적 가치는 이제 국민들의 생업현장, 민생과 맞닿아 있다. 다시금 재벌체제 개혁과 

경제민주화의 동력을 결집시키고, 우리사회 각계각층에서 불공정과 갑질에 신음하는 99% ‘을’들의 목소

리를 모아내는 것은 민생을 살리고 경제민주화의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는 길임에 틀림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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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경제민주화, 민생 그리고 지방정부

양창영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1. 경제민주화와 민생 돌아보기

여야가 따로 없다. 보수진보가 어디 있나. 경제민주화와 민생을 상징하는 표현이다. 사람 먹고 사는 일이

지 이념을 따질 일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그래서 선거에서 경제민주화를 어느 정당이 먼저 부각시키는

지가 더 중요해 보인다. 관련 공약이나 정책을 들여다보면 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도 민생을 살리기 

위해 경제영역에서 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한다는 흐름은 다르지 않다. 

최근 20대 국회는 민생법안을 무더기(?)로 의결했다. 소상공인기본법을 비롯해서 경제적 약자의 권익

을 보호하고 지켜내야 한다는 합의의 결과이다.  정권이 바뀌어도 민생을 살려야한다는 목소리는 그대로 

이어진다. 다만, 정책의 효과가 없었다거나 특정 계층에게 이익이 돌아갔다는 비판이 주를 이룰 뿐이다.

그런데 경제민주화와 민생살리기의 성과, 소득 불평등이 얼마나 해소되었는지, 재벌의 경제력 집중 완화, 

비정규직 노동자의 삶 향상 등을 따져보면 경제민주화를 통한 민생살리기는 여전히 큰 과제로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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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생살리기 성과와 방향

헌법에 경제민주화가 명시되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 인간의 존엄성 향상이라는 추상적 

가치를 실현하여 오면서 민생살리기는 어느 정부나 그리고 누구나 풀어야 할 과제라는 공감대를 형성하

였다. 이 또한 성과고 민생살리기, 상생, 같이 살자는 보편적 가치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재벌과 대기업 위주의 정책만으로는 국민이 널리 잘 살기 어렵다고 해서 경제력 집중을 해소해야 

한다는 명제를 만들어 냈다. 낙수효과가 아니라 분수효과를 만들자고 한다. 경제영역에서 힘의 불평등은 

불공정 거래와 갑질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보아 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해 왔다. 지난해 생계

형 적합업종 제도를 시행하였던 것이 일례라고 할 수 있다.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대는 결국 고용의 불안

정 뿐만 아니라 소득의 불균형과 끝없는 자영업자 생산으로 이어지는 문제점도 인식하게 되었다. 큰 도시

마다 비정규직지원센터를 만들고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처럼 민생살리기의 큰 흐름은 만들었는데 국민 체감도는 다르다. 여전히 어렵다고 하지 살만해졌다고 

하지 않는다. 정부는 대대적인 자영업정책을 내놓고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일자리 비법을 제시하면서 대

기업과 가까이 하는 행보를 이어가는 모습도 보인다. 

민생살리기, 어떻게 해야 할까. 그래도 성과라고 할 수 있는 흐름은 어떻게 실현해야 할까. 제도 도입하고 

정책 제시하면 과연 국민의 삶은 나아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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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방정부의 역할과 과제 : 수도권공정경제협의체 출범

지난해 12월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는 수도권공정경제협의체 출범식을 가졌다. 정부와 정당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가 우리사회에 만연한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 등 사회적 모순을 해결하고 공정경제를 시민생활 

전반에 뿌리내리기 위해 상시 협업체계를 구축하자는 것이었다. 우리사회를 갉아먹는 ‘1대 99 사회’ ‘불

평등 사회’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낡은 경제규칙을 벌여야 한다고 선언했다. 

과거 경제민주화와 민생살리기와는 다른 점이 있다. 경제민주화라는 거대 담론은 중앙정부의 거대 경제

정책과 맞닿아 있었다. 전국적으로 통일된 제도를 만들고 정책을 시행해 왔는데, 지방정부가 거대담론의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는 점에서 과거에 볼 수 없는 모습이었다. 그래서 정치적 선언에 불과하지 별볼일 없

을 것이라는 우려와 냉소도 있을 만하다.

그러나 중앙정부에 버금가는 3개 지방정부가 경제민주화를 전면에 내걸고 공정경제 협의체를 만들어 협

력행정을 하겠다고 하기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이 있었다.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센터를 만들고, 민생침해

사범 근절을 위한 감시활동을 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노동상담을 위한 버스를 운영하고,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센터를 설립하고, 지방정부 산하 가맹점과 대리점 분쟁조정센터에서 이해관계를 조

정해 보고, 이러한 노력들이 수년 동안 쌓이고 나서 비로소 지방정부가 나설 일이라고 선언하였다. 

경제민주화와 민생살리기는 제도와 정책의 방향도 중요하지만 섬세하고 지속적인 시행의 뒷받침이 절실

하다. 중앙정부의 선언과 지방정부의 디테일이 맞물렸을 때 국민은 체감할 수 있다는 학습효과의 결과가 

수도권공정경제협의체라고 할 수 있다. 

경제민주화 그리고 민생살리기를 위해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인식과 실행은 이제 막 시작했고 

그 방향 또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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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2020년 불공정 문제 해결을 위한 

가맹분야 과제

이호준 한국편의점네트워크 사무총장

가맹본부는 가맹점에 갑질을 하고, 가맹점은 가맹본부의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으면서 생기는 양측 

간의 분쟁은 올해도 끊임없이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2020년 여전히 우리 사회의 불평등, 불공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갑과 을의 구조적 개선이 필요

합니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가맹점(점주) 사이 분쟁의 핵심은 결국 이익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양쪽이 서로의 성과를 적절히 배분해야 하는데 계약의 주도권에 따라 갑과 을로 나뉘고 힘의 균형이 깨

졌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1. 가맹점 사업자단체의 협상권 – 집단 간의 교섭을 통해 거래조건을 개선해 나가는 과정에서 불공정거

래를 없애야 함.

2. 차액가맹금 공개 혹은 총 매출 대비 수익구조 분석 및 공개 – 총 매출 중 누가 더 이익을 보는지 총체

적인 수익구조를 조목조목 따져봐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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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갑과 을이 공정한 표준가맹계약서를 만들고 이를 가맹본부가 채택 – 가맹점(점주)의 을의 권리를 최

소한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수준의 표준가맹계약서를 정부에서 만들고 가맹본부가 이 안을 사용해야 함.

1. 가맹점사업자단체 협상권

현행 가맹사업법상 가맹점사업자단체와 관련한 규정은 제14조

소위 단결권 [가맹점사업자는 권익보호 및 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할 수 있

다(제1항)]과 소위 거래조건 협의요청권 [동일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가맹점사업자로만 구성된 가맹점사

업자단체는 그 가맹본부에게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제2항), 거래조건협의를 요청받은 

경우 가맹본부는 성실히 협의에 응하여야 한다(제3항)]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조건협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단체는 가맹사업의 통일성이나 본질적 사항에 반하는 거

래조건을 요구하는 행위, 가맹본부의 경영 등에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또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제4항).

한편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를 하거나 가맹점사업자단체에 가입 또는 가입하니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

니됩니다(제5항)

현행 가맹사업법 규정의 문제는 거래조건 협의요청권에 대한 실효성 확보수단이 없다는 것입니다.

가맹본부에게 성실히 협의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만 가맹본부가 성실교섭의

무를 위반한 경우에 아무런 제재가 없습니다. 따라서 가맹점사업자단체에게 인정하는 거래조건 협의요청

권 규정이 유명무실하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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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 협의요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에 법적구제절차

가 전혀 없습니다.

형식적으로는 부당한 교섭거부행위도 가맹사업법 제14조의2 제3항을 위반하는 행위이므로 가맹사업법 

위반신고를 할 수는 있고, 공정위도 구속력 없는 행정지도를 할 수 있겠지만, 시정조치 및 과징금 대상인 

행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 공정위가 아무런 제재처분을 할 수 없는 행위에 대해 공정위

가 적극적으로 행정지도를 할 것으로는 전혀 기대되지 않습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 협의요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에 쟁의권과 같은 

실효적인 구제수단이 전혀 없습니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거래조건협의를 하게 되어 일정한 합의에 도달한 경우에 그 합의의 효

력 등에 대해 전혀 규정이 없어서 단지 신사협정에 불과한지 아니면 개별 가맹계약도 변경시키는 것인지 

논란이 있습니다.

개선방안으로

1. 교섭권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성실교섭의무 위반에 대해 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

에 유사한 법적 구제절차 마련이 필요합니다

2. 성실교섭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마련이 필요합니다

3. 노동법의 쟁의권과 유사한 단체 행동권을 인정해줘야 합니다.

4.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단체협약에 관한 규정을 차용하여 거래조건협약의 당사자, 효력 등에 대한 체계

를 설정하여 명문화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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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차액가맹금 공개 혹은 총 매출 대비 수익구조 분석 및 공개

점주들의 수익구조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한 이유는 최저임금과도 연결이 되어있습니다. 총 매출에 

월세로 들어가는 비용, 인건비, 가맹수수료, 각종 세금 등으로 파악하고 구체적인 데이터를 만들어야 최저

임금이 진짜 점주들의 부담인지 아니면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인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편의점의 경우 총 매출에서 가맹본부가 영업이익과 물류이익을 가져가는 형태이고 물류이익의 경우 대략 

10% 이상의 마진(혹은 백마진)을 취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물류 등의 원가를 공개하고 물류 이익을 밝히거나 그러지 않을 것이라면 지출에 대한 부분도 본부과 

가맹점이 함께 나누는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3. 표준가맹계약서 이행 운동

가맹점주는 가맹계약을 성실히 이행해야 하지만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를 누릴 수도 있어야 합니다. 

기본적인 휴식권 등 을의 권리를 최소한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수준의 표준가맹계약서를 정부와 점주들

이 함께 만들고 이 안을 가맹본부가 받아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